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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본 논문이 나오기까지 학문적으로 미숙한 부분을 세심한 관심과 격려로 완성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이 규식 교수님께 존경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통계분야 및 논문에 대한 올바른 교정을 지도해 주신 진 기남 교수님과 논문의
전반적인 지침과 과정의 오류부분을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남 은우 교수님께 감
사드립니다.
참다운 군인으로서의 지도자상을 일깨워 주시면서 깊은 배려와 군 병원의 다

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오 세중 병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논문이 완성되도록 어려울 때마다 격
려와 성원을 더하여 주신 우리병원 간부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희생과 사랑으로 보람된 간호장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어머님과 아버님,그리고 남편에게 감사와 사랑을 드리며 당신들의 사랑
을 가슴에 새기면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작은 결실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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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병병병사사사의의의 자자자살살살예예예방방방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요요요구구구도도도와와와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

---군군군 부부부대대대 간간간부부부의의의 의의의식식식조조조사사사를를를 토토토대대대로로로 ---

본 연구는 병사의 자살방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간부들의 자살에 대
한 이해정도를 알아보고,군 자살예방 프로그램 요구도와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
고자 2005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후방 군병원에 외래로 내원하거나 입원
한 간부 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살에 대해 간부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은,
44.7%가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 비율이 가장 높지 않다’고 알고 있고,40%는 ‘자
살하는 군인은 모두 우울증 환자’라고 여기고 있으며,74.1%는 ‘자살 수단을 제거
하는 것이 자살을 막을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군에서의 자살사고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둘째,군의 일반 병사 관리에 있어 병사의 고민해결이나 생활관리를 위한 면담

도움 제공은 71.8%,대화 노력이 69.4%로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 간부들
이 병사관리를 주체적으로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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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자살위험병사를 관리함에 있어 각 부대에서 지휘관으로서 느끼는 지휘부
담 및 업무상의 스트레스 정도에 있어서는 24.7%가 지휘 부담을 느끼고,14.1%는
자살위험병사를 간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34.1%는 주위 간부의 정보를 관리
하는 중이라고 답하여 지휘관들이 느끼는 지휘부담 및 스트레스의 정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넷째,전문 자살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전체의 68.3%가 필요하다고 답

하였고 부대 내 전문가의 자살예방관리 참여에 관한 의견은 83.5%로 적극적인 의
견을 보였으며,이는 전문성을 갖추면서 동시에 지휘계통에서 벗어난 상담으로 인
해 군내에서 받을 수 있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민간인의 장점
이 부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간부의 자살위험병사에 대한 조치정도와 직책,간부의 도움제공 정도와

복무기간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이는 간부의 복무기간이 길고 병력의 지휘관리
책임이 있는 보급관이나 지휘관의 경우가 기타 참모보직보다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
여섯째,간부의 “일반병사관리에 관심도와 전문 자살예방관리 프로그램 이용

의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이는 일반병사 관리에 관심도가 높은 간부일
수록 자살예방관리 프로그램의 활용도가 많았고,전문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요구
도가 높았다.
또한 “자살 위험병사의 도움제공과 기존 자살예방 프로그램 활용정도”도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어,자살위험 병사관리를 위해 기존의 자살예방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군의 자살사고는 부대 전체의 문제로 접근되어야 하며 자살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간부의 주체적인 부대관리가 필요하다.이를 위하여 자살위험
병사의 지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군 상급부대의 자살예방관리에 대한 전문적
이고 체계적인 ‘종합 대책팀’의 설치와 자살위험 병사에 대한 부대 전반적인 보호
분위기가 조성될 때 효과적으로 병사의 자살률을 줄일 수 있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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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111...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우리나라는 2002년 기준으로 OECD29개 국가 중에서 4위의 자살 사망률 순위를 기
록하였고,그 증가율은 1위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한다(OECD,2002).
최근 통계청 자료(2005)에 의하면 자살은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에는

11,523명으로 2003년에 비해 591명이 늘었으며 그 중 남자가 2003년의 경우 7,526명으
로 여자의 3,373명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04년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246,000명 중 자살에 의한 사망자수는 12,000명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하였으며 사망
률은 인구 10만명당 25.2%,1일 평균 사망자수는 32명으로 나타났다.
자살은 1994년에는 인구 10만명당 10.5명 이었으나 2004년에는 25.2명으로 14.7명 증

가하여 증감률 면에서는 암 20.8명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고,전체 사망 원인별 순위에
서는 암,뇌혈관 질환,심장 질환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29세의 자살은 인구 10만명당 13.8명,30-39세에서는 20.6명으로 20～30

대에서는 사망원인에서 자살이 1순위로 나타났다(통계청,2005).
자살은 군내 자살도 포함하고 있는데 군내의 사망사고 및 자살사고는 2000년 이후

대폭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체 사망사고 대비 자살사고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
이후에는 자살 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여 군에서의 사망원인 1순
위로 나타났다(육군본부,2004).
군 조직은 일반적으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화되는 상황과 조건하에서

특수한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하는 고도의 통일성이 요구되는 단체로서 명령
체계에 의한 상명하복의 절대성을 그 조직원에게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병사들은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신체적으로는 완숙하고 지적 사고력은 풍부하고 원만하지
만 정서적으로는 예민하고 불안하여 쉽게 감정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다.
또한 각자의 배경과는 상관없이 획일적이고 엄격한 통제와 규율 속에서 생활해야

하므로 심각한 갈등과 부적응을 겪게 되며 결국 감정조절 실패로 인해 자제력을 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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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결과적으로 일부 군인은 자살에 이르게 된다.이러한 군인들의 자살은 비전투 손
실임은 물론 군기 질서를 문란 시켜 사기를 저하시키고 대군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
게 된다.
현재 군에서는 자살 사고의 예방을 위해 각종 책자를 발간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하

고 있다.또한 병사의 자살사고에 대한 실태 조사나 원인 분석을 토대로 하여 자살 예
방을 위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따라서 병사의
자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군 간부들이 병사의 자살에 대한 이
해도와 병사관리 태도를 규명하는 연구는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222...222...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군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병사들의 자살을 효과적으
로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간부의 군 자살에 대한 인식정도와 자
살예방 프로그램의 요구도와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본 연구
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군 간부들이 병사의 자살에 대한 인식정도 및 그 내용에 대한 이해정도

를 파악하고,
둘째.간부의 병사관리 방법 및 병사관리 관심정도를 파악하고,
셋째.간부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이용 및 요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

함으로써 효과적인 군부대의 자살방지 전략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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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군군군 조조조직직직내내내 자자자살살살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일일일반반반적적적 고고고찰찰찰

222...111...자자자살살살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일일일반반반적적적 이이이론론론

111)))심심심리리리학학학적적적 자자자살살살 이이이론론론
심리학적 이론에 의한 자살의 원인으로는 자기 자신에게로 화살을 돌린 공격성

(Self-directedaggression),무의식적 가학성(unconcioussadism),평소 부모를 비롯한
상대에게 갖고 있던 적개심이나 증오심에 따른 죄책감 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리학적 자살 이론에는 프로이드의 자살이론,매닝거의 자살이론,헨딘의 자살이론

및 대인 관계적 견해가 있으며(석재호,1979)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프로이드의 자살이론에서는 「애도와 우울증」(MourningandMelancholia)이

라는 논문에서 인간의 대상 부착(object-cathexis)과 대상관계(object-relation)가 자살
충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여기서 그는 강한 자살 경향이 있는 우울증에 대
한 연구를 통하여 “한 개인이 자기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서의 자기파괴충동이 자살의 동기”라고 결론 내렸다(Freud,1925).즉 자아 분열적인 상
황에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현상에서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은 바로 자살의 동기라
는 말이다.
둘째,Menninger의 자살이론은 프로이드가 말한 “죽음의 본능”이라는 관점에서 자

살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갔는데,그가 말하길 자기파괴는 인간 본래의 본성이며 자살
행위를 구성하는 세가지 심리적인 요소로서 자살에 대한 열망,죽음 당하고 싶다는 바
램,죽고 싶다는 바램으로 자살의 요소를 세밀히 나누고 있다.이러한 그의 이론은 자
살자의 심리부검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자살자는 대부분 누군가에 의해 자신이 죽임을
당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거나 자살 직전에 이르러서는 죽고 싶다는 열망에 강하게
사로잡히게 되어 자살을 하게 된다 (Menninger, 1938).
셋째,헨딘의 자살 이해에서 그는 “속죄”를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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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무가치,벌 받을 만하다는 감정,실패,공포,무능함에 대한 자기 증오 등을 포함
한다.그래서 자살행위는 죄책감에 대한 자기처벌,즉 다른 사람에 대한 속죄를 위한
행위라는 해석이다(이상현,2002).
넷째,대인 관계적 견해로 최근의 심리학적 이론들은 프로이트 학파의 사상을 완전

히 거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살을 정신내적인 위기와 마찬가지로 대인관계의 결
과로 본다.대인 관계에서 불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삶의 지속성에 대한 갈등과 양가감
정을 일으키며 자살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석재호,1979).

222)))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자자자살살살 이이이론론론
19세기 말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Duikheim)은 지난 19세기 동안 유럽에서 일어

난 자살행위에 대하여 사회 통계적 가변성에 바탕을 두고 관찰하였는데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원전으로 되어 있다.그는 자살의 원인이 개인보다는 사회에 있다고
생각하였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 결과로서 자살이 발생한다는 것을 설
명하고 있다(알바레즈,1992).즉 특정한 형태의 사회 그룹이나 사회 변동은 자살률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한다는 것이 그의 이론인 것이다.
그는 자살현상을 이기적,이타적,아노미적,숙명론적 자살로 분류하고 있다.첫째,

이기적 자살은 사회가 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약화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이
사회와 유대감을 단절함으로써 발생한다.즉,개인이 사회와 결합할 때 과도한 개인화
를 보이게 되는 경우로 개인과 사회의 결합력이 약할 때 일어나는 자살이다.
둘째,이타적 자살은 그 반대로 사회가 과도한 집단화를 보일 경우,즉 사회를 위해

개인이 희생한다는 심정이 강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도덕적 통제의 결여에 의한 것이
다.이 자살은 집단에 대한 강한 소속감에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는 가족이나
전우를 위한 희생,영웅적 자살행동 등이 포함된다.그러나 부정적으로는 집단에서 배
척당하고 있다는 느낌이나 소외감이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셋째,아노미적 자살이다.개인이 사회집단과의 결속에서 끊겨 나온 결과 생기는 사

회적 고립현상을 아미노라고 말하며 현대사회에서의 자살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이러한 자살은 바로 혼란한 사회를 틈타 자살을 부추기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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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집단 등에서 볼 수 있는데 불안한 사회를 집단적으로 탈출하자는 선동에 의
한 자살을 들 수 있다.최근에는 사회지지체제의 출현이 우울과 자살을 감소시키는 중
요한 요인이 됨을 확인하였으며 젊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체제
가 아주 중요하고,노인들은 종교나 지역사회단체 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우울증 예방을
위해 더욱더 중요하다.
넷째,숙명론적 자살이다.개인이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사회적 속박

하에 개인의 삶이 종속되어져 개인 스스로 자포자기로 살아가야 할 때 나타나는 자살
이다.

333)))실실실존존존주주주의의의적적적 자자자살살살 이이이론론론
까뮈와 사르트르는 실존주의적 자살관을 잘 대변하고 있다.까뮈는 그의 저서 ‘시지

프의 신화’에서 자살행위는 진리를 회피하는 비겁한 행위로 보았다.실존주의적 삶이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부조리를 잊지 않고 끌어안으며 사는 것이다.이것이야말로 인간
의 지고한 덕이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인간의 삶은 부조리
(absurdity)하기 때문에 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시지프는 신의 저주를
받아 큰 바윗돌을 산 밑에서 꼭대기로 옮기는 형벌을 받는다.산꼭대기까지 바위를 올
려놓으면 그 바위는 다시 밑으로 굴러 떨어진다.시지프는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만 한
다.그러나 까뮈는 부조리란 삶의 궁극적 본질이며 인간은 이 부조리를 축하하며 살아
야 한다고 고백한다.숙명적 부조리에 대한 자각이 거짓된 희망이나 삶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때문이다.
사르트르는 “자살은 나의 삶을 반드시 부조리 속으로 침몰시키는 부조리이다”라고

말하며 자살을 부정하였다.자살은 삶을 결코 의미 있게 하지 않으며 자연사보다 더 의
미 있는 죽음이 될 수 없다.자살할 수 있는 자유와 주어진 삶에 모든 책임을 다하는
자유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상태야말로 실존적인 인간의 삶이다.이렇게 사르트르는 인
간이 지니고 있는 생과 사의 결정권이 인간으로서의 존재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
고 말했다(Satre,1953).
실존주의는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살을 예찬하지 않는다.실존주의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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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자살자들이 경험하는 혼란과 방황을 병리적 현상이나 피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
았을 뿐이다.그들은 자살이 인간의 부조리한 모습과 참 실존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을 뿐,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박상칠등,1999).

444)))정정정신신신역역역동동동학학학 및및및 정정정신신신분분분석석석학학학적적적 자자자살살살 이이이론론론
정신역동학적 이론의 원인을 살펴보면 죽은 가족과 다시 만나고 싶은 욕망의

표현,환경에서 오는 좌절과 실망에 대한 반응,현실의 어려움에서 떠나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부모를 처벌하고 보복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Garginkel등,1997).
정신분석학적 이론으로 볼 때 살해되는 자는 정말 자기가 아니고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일 경우도 있다.즉 자기 마음 한 가운데 자기와 동일한 사람처럼 섭취
(introjection)되었던 타인을 상징적으로 공격하고 죽여 버리고자 하는데 흔히 자살
의 잠재 동기가 있다고 본다(교육학 대사전,1988).

555)))생생생물물물학학학적적적 이이이론론론
자해행위에 대한 원인탐구를 통해 자살의 결정적인 생물학적 이론을 확인하였

다. 대뇌 세로토닌의 기능 저하, 세로토닌 대사물질인 5-HIAA함량 감소,
conticontrophinreleasingfactor분비가 증가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Flaherty등
,1988)예후다와 그의 동료들은 세로토닌,아드레날린,시상하부-뇌하수체-아드레
날린 체계의 조절부전이 자살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제시한다.

666)))생생생태태태체체체계계계 이이이론론론
생태체계 이론에서는 인간 본성에 대한 유전적 결정론,정신적 결정론,환경적

결정론 모두를 배격한다.생태체계 이론은 ‘환경속의 인간’즉 인간과 환경은 지속
적인 상호작용과 상호교환을 통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를 형성하며 상
호 적응하는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청소년의 자살행위도 청소년
자신과 가정,학교,지역사회,한국사회의 문화적 가치라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 7 -

부터 나타난 복합적 요소로 본다(이창훈,2004).

222...222...자자자살살살의의의 이이이론론론적적적인인인 예예예방방방대대대책책책
자살방지의 성패는 자살행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단순

한 인간의 행동조차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잡한 자살행위를 예측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높은 자살가능성을 보이는 부류의 사람들을 파악하
는 것이 자살방지 모델의 역할이다.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독자
적인 모델이 없으며 이에 근거한 프로그램도 없다.이러한 모델 개발은 단시일 내
에 되는 것이 아니기에 일단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모델들을 근거로 우리 군
에 필요한 자살방지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222...222...111...공공공공공공보보보건건건모모모델델델
일반 보건위생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의학적 인과론을 기초로 하고

있어 자살현상을 정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질병발생론을 근거로 하여
전염성 질환을 유발하는 환경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모델은 유해환경변
화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양식이나 습관변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
며 1차적 방지는 대중,2차적 방지는 자살 징후자,3차적 방지는 자살환자를 대상
으로 하는 체계로 치료 프로그램들을 포함한다.Poter(1995)는 공공보건모델을 기
초로 한 자살방지 모델을 기초로 한 점검,발생학적(인과 고리)연구,자살방지를
위한 개입 프로그램의 설계와 효율성 평가,프로그램 실행의 4가지 기초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질병통제 및 방지센터에서 개발한 청소년
자살방지 프로그램이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222...222...222...골골골든든든의의의 조조조작작작적적적 모모모델델델
조작적 모델은 골든에 의해 개발되었고,조작적이란 어떤 현상이나 생각을 과

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그 현상이 보여주는 작용을 정의하는 것이다.자살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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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학적 인과론에 근거하면 공공보건 모델의 문제점은 자살현상의 복잡성을 무시
한 것이고 1,2,3차 방지 용어는 개입대상이 중첩되므로 방지체계를 대상에 따라 구
분하여 보편적 예방은 일반대중에게 공공의 건강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선
택적 예방은 자살위험 노출자에게 자살징후 인지교육,자살수단 접근 방지,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확대 프로그램을 적용 한다.지시적 예방은 자살위험에 대한 평가
를 통해 자살징후 발생자를 대상으로 우울증상,사회적응력이 낮은 사람,성격장애
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조기개입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체계로 대체할 것을 제시
한다.(박상칠등,1999)

222...222...333...헤헤헤돈돈돈의의의 상상상해해해 통통통제제제 모모모델델델
헤돈의 상해 통제 모델은 공공보건 모델을 확장하여 상해의 인과 고리를 차단

하는 열 가지 비의도적 상해통제전략을 제시하고 전상해,상해,후상해 단계로 구
분한다.자살이란 방지하지 못한 상해의 결과라고 보고 상해방지를 위한 세 가지
전략으로 첫째 상해 위험자에게 자신의 문제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돕고,둘째
법적 혹은 행정적인 규제로 개인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며,셋째 제품이나 환경자체
가 상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이 중 세 번째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며 개인의 상해 원인은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환경(총기접근
차단,조직의 정서환경 개선 등)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환경을 바꾸면 상해가 발
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박상칠등,1999).

222...222...444...선선선행행행조조조건건건 모모모델델델과과과 선선선택택택적적적 예예예방방방이이이론론론

111)))선선선행행행조조조건건건 모모모델델델
선행조건 모델은 전통적인 공공보건 모델의 인과론적 발생론을 배격하며 자살

행위 배후에는 다양한 소인조건들이 있으며 이 조건들이 촉발조건과 서로 상호작
용하여 자살행위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한다.이 모델은 공공보건모델
의 개인 차원의 증상경감이 목표가 아니라 생태학적 사회 환경적 차원의 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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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시 하며 자살의 선행 조건수를 줄이고 개인의 유약성 강화,보호요소의 수를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자살행위의 선행조건으로 개인이 가진 유약한
성격이나 심리적 방어기제로 원거리 요소인 소인조건과 시간상으로 가까운 인근
거리적 요소로 이별,사별,해고 등의 촉발조건이 있으며 이 두 조건은 자살에 대
한 내성을 약화시키고 자살위험을 증가시킨다(박상칠등,1999).
실버맨과 벌만(1995)은 자살원인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와 현존하는 프로그램

을 평가한 결과,21세기의 차세대 방지 모델은 자살의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 제거
하는데 집중하기보다 다수의 유약한 소인조건을 발견하여 이를 강화시키는 방향
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살 방지모델은 질환이 발생한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좋다.실버맨과 훼너(1995)는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는 문제는
정신적인 질병의 원인이 간암처럼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선행 조건적 차세대 자살방
지 프로그램은 공공보건모델에서 탈피하여 인간의 생태학적 측면,즉 인간의 정신병리
와 심리발달은 물론이고 정서적 사회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222)))선선선택택택적적적 예예예방방방이이이론론론
자살예방단계 전략으로 실버멘과 훼너(1995)는 자살방지를 위한 정신건강 개입

스펙트럼에서 예방부분을 개입대상(일반대중,자살위험 노출자,징후 발생자)에 따
라 보편적,지시적,선택적 예방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첫째,보편적 예방은 자
살정책이나 개인 가치관 변화를 목표로 한다.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삶의 공간을
구분지어 개인적,사회적,정책적 차원의 개입을 하게 된다.둘째,지시적 예방은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우울증 증상과 같은 정서적 장애를
보이는 그룹으로 대상한다.셋째,선택적 예방은 일반대중보다 자살위험에 노출되
어 있다고 보는 조직으로 입시 스트레스의 청소년,군인 ,실직자,정신장애자,마약
중독자,수감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우리 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선택적 예방이론
은 부대의 역기능적 요소를 제거하고 사회적 지원확대를 하는 것이며 부대 자살
방지 전문요원 훈련과 네트워크 확대 프로그램 등이다.



- 10 -

            222...222...555...    자살방지프로그램에 자살방지프로그램에 자살방지프로그램에 자살방지프로그램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선행 선행 선행 선행 조건적 조건적 조건적 조건적 자살방지 자살방지 자살방지 자살방지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제시제시제시제시

            21세기에는 자살의 원인이 되는 특정한 위험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발생론인 

기존의 공공모델의 경직성에서 탈피하여 선행조건모델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 선행조건모델은 위험요소가 개인에게 소인조건으로 작용할 뿐 자살의 직접적

인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의학연구소에서 제시한 선행 조건적 자살방지전략으로 ′정신건강 개입 스

펙트럼은 질환의 발생 전후에 따라 예방과 치료의 단계를 구분하고 치료 이후는 

유지로 구분하여 개념에서 오는 혼란을 제거한 전략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각각의 개별 프로그램들은 자살자들을 걸러내는 필터로 표현하며 예방을 1차 

방어선, 치료를 2차, 유지는 경계 및 준비 필터로 설명하며 필터가 촘촘하다면 자

살자를 많이 살리고 아무리 촘촘한 방어막을 구성해도 그 사이를 빠져나가는 사

람들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222...222...666...MMMoooṡṡṡccciiiccckkkiii의의의 자자자살살살예예예방방방 체체체계계계
Moṡcicki(2001)은 자살 역학 연구에서 <표 1>과 같이 기본모델 제시하였으

며 의학적,정신보건학적 측면의 원 거리적 요인과 근 거리적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지만,역동적 접근

과정이 자살로 이끄는 것들과 시기를 변화 시킬 수 있다.자살은 역학적으로 다양
하게 많은 인자들에 의한 것이며 이들이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증명되
었다.자살 연구를 위해서는 복합적 이론모델을 요구되며 “복합적 중재전략”은 원
거리적 위험요소,근거리적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를 말한다.자살의 3가지 주요 예
방체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확인과 치료를 통한 정신과 약물과 마약남용을 줄이고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조치,자살위험 수단 접근성 제한,자살행위에 대한 생존 가능한 목록을 표준
화하는 것이다.둘째,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나 임상에서의 예방중재 수단
을 개발하고 실험을 통하여 확증하는 것이다.셋째,과학적 지식 기초를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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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여 개인과 환경요인의 상호작용에 관한 통합연구를 증가시키고,위험과 예
방절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살예방에 가능한 개인과 환경요인을 감소시키고,
절박한 자살을 예견하기 위한 개선된 모델을 개발하는 등의 방법이다.

<표 1>자살 위험요소와 보호요인 매트릭스
내용 원 거리적 위험 요소 근 거리적 위험 요소 보호 요인

개

인

 ․ 정신장애

 ․ 약물 남용 장애

 ․ 정신병적 우울

 ․ 신경 화학적 취약함

 ․ 가족력(정신장애/자살)

 ․ 신체적/성적 학대력

 ․ 자살 시도자

 ․ 강한 스트레스성 사건

 -부인/가족, 

   이성친구와 다툼

 -인격적 좌절/굴욕감

 -감옥 

 -독립성 상실감

 -기타 상실 사건

 ․ 무망감

 ․ 중독

 ․ 공황

 ․ 충격

 ․ 죽음의 전염

 ․ 주거지의 총기

 ․ 대처기술 강화

 ․ 정신장애/약물남용에    

 대한 초기 확인 여부

 ․ 적절한 치료가능성

 ․ 적절한 약물치료 

  가능성

환

경

 ․ 결손 /역기능성 

  가족환경

 ․ 자살도구 접근용이성

 ․ 정신병에 대한 치욕성

 ․ 보호요소가 없는 환경

 ․ 폭력적 공동체

 ․ 문화적 우울/ 슬픔

 ․ 가족의 응집력

 ․ 사회적 지원

 ․ 정신 /약물남용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 위험도구(총기)의 책임

  있는 관리

 ․ 적절히 훈련된 인원배치

자료:Moṡcicki,2001

또한 가장 좋은 자살 예방법은 통합된 수단에 의해 개인과 신체적,정신사회적 환
경을 포함하는 주요 원 거리적 위험요인들을 설명하기 위해 설계된 장기적인 접근법
을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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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33병병병사사사의의의 자자자살살살 실실실태태태 및및및 원원원인인인분분분석석석

222...333...111군군군 내내내 자자자살살살사사사고고고 현현현황황황
군 조직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화되는 상황과 조건하에서 특수

한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하는 고도의 통일성이 요구되는 단체로서 명령
체계에 의한 상명하복의 절대성이 요구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군 장병은 각
자의 배경과는 상관없이 획일적이고 엄격한 통제와 규율 속에서 생활해야 하므로
심각한 갈등과 부적응을 겪게 되며,이는 결과적으로 일부 장병을 자살에 이르게
한다.육군의 경우 2004년 자살 우려자는 1,000여명이며 8,000명은 표준인성결과와
지휘관의 관찰결과 보고에 의거 비전 캠프에 입소했으며,이 가운데 100명은 군의
특별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악화되어 전역했다고 밝혔다.일선 사단의 경우 전
체 병사의 5% 정도를 관리대상으로 보고 2003년 11월부터 비젼 캠프를 복무 부적
응자와 자살 우려자 심리치료인 2단계로 구분하여 사단과 군단 급에서 실시하고
있다(박성진,2005).

<표 2>자살사고 발생현황

구분 ‘98 ‘99 ‘00 ‘01 ‘02 ‘03

사망자 (명) 203 192 147 125 127 104

자살자 (명) 75 84 66 60 66 53

자살비율 (%) 36 43 44 48 51 50

자료:육군본부,2004

최근 5년간 군 내 사망 사고와 자살 사고의 발생 현황을 <표 2>에서 살펴보면
사고 인원은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자살사고도 줄어들고 있다.그러나 전체
사망사고 가운데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 1998년 36%에서 점차 증가
하여 2002년 이후에는 사망사고의 50% 이상이 자살사고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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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도별 군의 자살률 추이

222...333...222군군군 자자자살살살사사사고고고의의의 실실실태태태 분분분석석석

111)))발발발생생생 장장장소소소별별별
군 자살들의 자살 장소는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영내 자살이 49.1%,영외

자살이 50.9%로써 영내,외의 자살 비율이 비슷하며,영내 자살의 경우 주변의 시선
을 피하기 용이한 창고/수송부,야산/훈련장이 많았고 기타 초소,화장실,사무실 순으
로 나타났으며,영외 자살의 경우 주택가,자가,숙박업소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자살 발생 장소

구분 계

영내 (49.1%) 영외 (50.9%)

창고
/수송

부 

야산 
훈련
장

화
장
실

초
소

G
O
P

사내
무무
실실

B
O
Q

주택
가 자가

숙박
업소

바다
/하천

철로
/기타

계
인원 53 10 5 3 3 2 2 1 12 4 2 2 7

100 18.9 9.4 5.7 5.6 3.8 3.8 1.9 22.6 7.5 3.8 3.8 13.2%

현역
인원 49 10 5 3 3 2 2 1 9 3 2 2 7

% 100 20.4 10.2 6.1 6.1 4.1 4.1 2 18.4 6.1 4.1 4.1 14.3

상근 인원 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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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육군본부,2004

222)))복복복무무무 기기기간간간별별별 자자자살살살률률률
자살자들의 군 복부기간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나타나며 특히 군 복무기

간 1년 이내의 일,이병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이는 초년병들이 군 생활에 적
응하지 못하고 군 복무 염증을 느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입대 후 6
개월까지가 41%,1년 이하에서 70%의 자살사고가 발생한 것을 볼 때,입대 한 이
후 1년까지의 기간을 자살예방을 위한 특별기간으로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또한 신분별로 살펴보면 육군 자살자의 5개년 평균을 볼 때 병사가 77.2%,부

사관 10.7%,상근역 9.1%,장교 4.5%,군무원 1.5%순으로 군의 계급별 구성 비율
을 고려할 때 병사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복무 기간별 자살사고 현황

계 3개월 미만
3~6

개월

6~12

개월

12~18

개월

1.5년

~2년

2년

~3년

3년

이상

인원

(%)

7

(13)

15

(28)

16

(30)

5

(9)

2

(4)

4

(8)

4

(8)

자료:육군본부,2004

333)))성성성장장장 과과과정정정별별별
군인 자살자들의 성장 과정에 대한 살펴보면(육군본부,2004) 양친슬하가

75.5%이며 편부모가 22.6%로써 최근 병사의 85%이상이 양친슬하에서 성장하였음
을 고려할 때 결손가정에서 성장한 병사들의 자살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
며,이는 청소년기 때 부모와의 이별에 의한 정서불안과 불우한 가정환경이 군 생
활 중 자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444)))자자자살살살 징징징후후후 노노노출출출
군인자살자 중 자살징후를 노출한 경우는 5개년 평균 22.1%로 나타나고 있으

며,노출 대상자는 동료,상급자,애인 순으로 나타났다(육군본부,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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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의 통계를 보면 자살자의 55%~75%가 사전에 자신의 행동 실행에
대한 경고를 주위 사람에게 말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자의 74%가 사전에 경
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시업등,1999).이 같은 경고 신호를 보내
는 사람들은 자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또한 군 조직 내 자살은 자
살 전에 80%의 단서를 제공했고 자살자의 60%는 간부가 징후를 파악했지만 적절
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2005년 군 자살 사고 분석 자료에 나타나 있다(김완
일,2005).이러한 자료는 군 간부의 자살관련 교육과 군 자살예방관련 전문가의
필요성을 입증해 준다.
자살자들이 자살 전에 흔히 나타내는 징후에 대해 링켈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이기덕,1996).
첫째,열등감,불안불신으로 체념상태에 빠지는 경우로서 정신활동이 지극히 협

착화 되는 증상을 말한다.둘째,억눌린 공격성을 표출한다.특히 남에 대한 공격
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징후이다.셋째,공상 속으로 도피하는 경향을 보이면
서 죽음에 강하게 매력을 느끼면서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222...333...333...군군군 자자자살살살사사사고고고의의의 원원원인인인 분분분석석석
군인 자살은 일반인의 자살과 다른 이유,즉 통제된 병영생활에서 오는 부대적

인 요인이 자살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자살은 군의 기강과 전투력 손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특히 자살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해 야기되는 사고이다.
자살 원인별로 자살 유발요인은 <표 5>와 같이 부대관계로부터 개인 관계까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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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자살 유발요인 자료

 원 인 (%) 유발 요인

부대

관계

(35.8)

간부질책

 /선임병    

  횡포

  (17)

각종훈련 수준미달, 업무미숙 등의 간부에 의한 질책/폭언

 -질책에 대한 수치심/고민

상급자/선임병 횡포, 구타/가혹행위 등

인격적인 모독 행위/언어폭력

업무부담 /

부적응

 (15.1)

상급부대 검열 /지도방문 수검지적사항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

신세대 병사들의 군 특수환경 부적응

 -성장과정에서 성격 /정신상태 나약

 -고정적인 사고의 틀 거부 /개방적인 의사 표현 통제

훈련 /작업 등 다소 힘든 업무에 대한 극기심 결여

 -복잡하고 힘든 업무 회피성 내재

처벌우려 /

통제된 생활

 (3.7)

외출, 외박 /휴가 복귀 시 다소 시간지연 관련 처벌우려

내무부조리 /사적 제재 관련자 색출 후속조치에 대한 두려움

신병의 개성과 독창성 /적성과 자기능력개발 위주 사고방식 팽배 

규정된 내무생활 /훈련 통제에 따른 불만 내재

개인

관계

(64.2)

가정환경 

비관 (18.9)

부모병환 /사망, 이혼에 따른 고민

잦은 가정불화 /빈곤, 부모 사업실패 등으로 의욕상실

여자관계 

(11.3)
애인변심 /결별선언, 부모 결혼 반대 등

지병 

/처벌우려

 (15.1)

각종 질병에 대한 고민

만성 위염 /척추디스크 등 신체적 장애

부대업무 이외 사적인 처벌 우려

 -휴가 중 /퇴근 후 강, 절도 행위 후 고민

성격결함 /

채무고민

(18.9)

난폭, 과격한 성격 소유자, 자신의 감정 억제 능력 부족

잦은 유흥업소 출입 /과소비 성향이 많은 자

부대업무 부적응/근심걱정 금전적으로 복잡한 채무 고민자

자료 :육군본부,2004

111)))군군군 내내내부부부적적적인인인 요요요인인인
군대생활을 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군대 내에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고 저지되거나 억제될 때 그들의 불만과 갈등이 자살의 직접 간접적인 동기가
되고 있다.이들 내부적인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홍흥표,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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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선선선임임임병병병 횡횡횡포포포 및및및 간간간부부부 질질질책책책
신세대 병사에게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것은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이들

은 권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에서 심약하게 자란 병사들이기에
군에서의 위압적인 질책이나 처벌에 대한 극기력이 부족하게 되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또한 상급자/선임 병의 횡포,구타/가혹행위,인격적인 모독행
위/언어폭력 등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살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나나나)))업업업무무무 부부부담담담감감감 및및및 부부부적적적응응응
자존심이 강하지만 정신력이 나약한 신세대들에게 있어 군 조직이라는 특수집

단에서의 업무에 많은 인원들이 적응을 못하고 과도한 부담감을 갖게 되며 이 또
한 자살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다다다)))처처처벌벌벌우우우려려려 및및및 사사사회회회활활활동동동 정정정지지지에에에서서서 오오오는는는 불불불만만만
군 생활은 사회생활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회에서 가졌던 인간관계와

활동이 정지되고,이성관계 등이 단절된다.이와 같이 사회생활의 연계가 중단됨으
로 인해 병사는 욕구불만이 생기게 되고 정서적,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자살이 야
기되기도 한다.

라라라)))부부부대대대의의의 환환환경경경적적적인인인 문문문제제제
신세대 병사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누려오다가 군에 입

대하게 되며,이들은 심리적으로 쌓이는 스트레스를 운동이라던가,오락 등으로 해
소하는 생활방식에 물들어 있는 세대이다.그러기에 이들에게 부대의 열악한 운동
시설이나 오락시설은 그들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그
래서 군생활로 인해 계속적으로 쌓여가는 스트레스로 인해 그들은 심적인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여 자살에까지 이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마마마)))병병병사사사 상상상호호호간간간의의의 심심심리리리적적적 갈갈갈등등등문문문제제제
병 상호간 비슷한 연령 대 또는 학벌 및 가정환경 등의 차이에서 후임병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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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을 무시하거나 혹은 후임병으로 부터 대우받기를 원하는 선임병의 부당한 요
구 등에 의해 병사들 간 갈등이 형성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상호 대립관계로
인해 병영생활의 분위기를 저해하고 의사소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자살을 유발하기도 한다.

바바바)))지지지나나나친친친 계계계급급급 강강강조조조
군 조직 내에서 계급은 군인들의 지위에 대한 등급의 표시로서 군내에서는 이

계급의 상이에 따라 군 조직 내에서의 그 구성원의 자질과 군대 내에서의 경력이
달라짐은 물론 개인적인 관계와 업무조건,작업환경 및 군 생활환경과 처우가 달
라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급에 따른 군 사고의 원인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
이다.계급에 따른 사고발생 현황에서 알아보았듯이 비교적 군 생활 초기에 있는
이병과 일병들이 그들의 억압된 감정,집단생활의 부자유 등의 해소책으로 자기말
살적인 자살행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상에서 알아보았듯이 군 내부적인 원인에 의한 자살사고는 개인적인 원인에

의한 자살사고보다 발생 비율이 낮지만 미연에 제 요인을 제거한다면 사고를 예
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사고이다.

222)))개개개인인인적적적인인인 요요요인인인
인간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행동을,그리고 욕구가 저지

당하는 경우에는 일탈행동을 하게 되는 바 자살이란 이들 각종 욕구 저지에 의한 일
탈행동이라 하며 이러한 일탈행위는 자살을 포함한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있다(김영
모,1999).
일반적으로 단일 동기로 자살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개인적인 요인에 기타

사회 환경과 불안요소가 가중되어 자살의 결행을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자살의 행동은 욕구의 불만과 저지,갈등 등에 있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내심의
정도와 욕구 불만에 대한 정상적인 적응 능력 등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홍흥표,2004).
군인이 자살하는 원인 중 개인적 요인을 살펴보면 가정환경을 비관하여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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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여자관계,지병/허약체질 비관,염세비관 등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육군본부,2004).
이상과 같이 개인적인 측면의 자살원인들은 각각이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

만 두 가지 이상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군에 입대하는 신세대 청
년들의 연령대에 나타나는 정서적인 특징으로 불안,고민,분노,기쁨과 애정,질
투,호기심 등을 들 수 있으며 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불안,고민,분
노를 들 수 있다.이들은 성년기에 비해 현저히 민감하며 동요가 심하고 흥분하기
쉽다.따라서 상급자나 동료의 사소한 언동에 얼굴을 붉히거나 감정을 자극,격렬
해지기 쉬우며 자기 고민거리를 안으로 숨기는 내면화의 형태로 변하고,쉽게 반
항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발하는 것으로 쾌감을 느끼고 자기만족을 취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소외된 인간으로 자처하며 현실 도피적인 성격을 나타내기도 한다(장
병림역,1997).그러므로 이와 같은 정서적인 특징을 지니고 입대하는 신세대 병사
들 중 일부는 자살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 즉,불우한 가정환경,개인지병/허약체
질,애인변심 등의 문제들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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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333...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연구 대상자는 편의표집으로 후방지역의 군병원으로 후송 온 장교 및 부사관
환자와 후방 부대의 간부로 본 설문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설문조사는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85명을 대상으로 직접면담에 의한 자기기
입방식으로 실시하였다.직접면담은 연구의 취지와 설문지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
히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고 설문은 연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333...222...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본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은 무기명으로 처리하
여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였다.설문 구성은 자살 관련 인지도 및 이해 문항,일반병사
와 자살위험 병사 관리 태도,자살예방 노력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병사의 자살에 대한 간부의 인식과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생명존중의식에

관한 문항은 5문항 (Ⅰ.1항～5항)으로 5점 척도로 하였고,자살에 대한 이해정도는
사망사고의 자살사고비율과 자살 군인은 우울증 환자,군에서의 자살 원인 등에
관한 내용으로 10문항 (Ⅱ.1항～10항)으로 구성하였다.
간부의 일반병사관리 정도에 대한 변수는 힘든 병사에 대한 인식도 3문항

(Ⅲ.1항～3항),병사 관리의 친근성 5문항(Ⅲ.6항～10항)으로 하였으며 자살위험병
사관리 정도에 대한 내용으로 자살위험병사 도움제공 정도 7문항(Ⅳ.1항～7항),자
살위험병사 조치정도 3문항(Ⅳ.8항～10항)으로 하였다.
자살예방프로그램 이용 및 요구도에 관한 설문은 전문자살예방 프로그램이용

정도 5항(Ⅴ.1항～5항),간부의 주체적인 자살예방관리 정도 3개항(Ⅵ.1,2,4항),기존
의 자살예방프로그램 이용정도 7개항(Ⅵ.3항,5～10항),사회 인구학적 특성 8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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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총58개항으로 구성하였다.자살과 관련한 모든 문항은 리커드 5점 척도로 하
였다.

333...333...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 모형은 선행조건모델과 선택적 예방이론을 적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설계하였다.군 부대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개인적 차원의 자
살징후 인지도와 사회적 차원의 부대 역기능성 제거를 위한 부대 병력관리 및 자
살위험 병사관리 태도 변수가 자살예방노력 정도에 미치는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모델은 아래 <그림 2>과 같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  간부의 병사관리 정도

직책

복무기간

연령, 결혼

학력, 계급

근무지, 종교

 ․ 힘들어하는 병사관리

 ․ 병사와 관심도 (친근도) 

 ․ 자살위험병사의 적극적     

  관리

 ․ 자살위험병사의 부담, 조치

                 

자살예방프

로그램활용 

및

 관리정도

 ․ 군 전문 자살예방 프로그램 이용 

 ․ 자살위험병사의 주체적 관리 

 ․ 기존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 

<그림 2>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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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44...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먼저 자살 관련 실태나 예방을 위한 노력 등
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표(frequencytable)와 교차 빈도표(crosstabulation)를 작
성하였다.자살 태도와 간부의 자살 프로그램 참여의도 및 노력과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서는 상관성 분석을 이용하며,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는 t-test로 분석하
고 통계 처리를 위해서는 SPSS전산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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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444...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6>과 같이 대학이상의 학력으로 다양한 보직에
서 3년 이상의 장기 군복무를 하고 있는 20대 연령층의 육군으로,77.6%의 간부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직책은 기타 참모보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소대장,중대장,행정보급

관순 이었다.복무 기간은 5년 미만이 31.8%,5년 이상이 88.2%이었다.

<표 6>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변수 세부항목 빈도 백분율(%)
연령 30세 미만 46 54.1

30세 이상 39 45.9
결혼 미혼 39 45.9

기혼 46 54.1
학력 대재 또는 대졸 55 64.7

기타 30 35.3
계급 부사관 51 62.2

중위,대위,령관 31 37.8
직책 보급관,소/중대장 46 55.4

기타 37 44.6
지휘관시 근무지 전방 26 44.8

후방 32 55.2
종교 기독교 29 34.9

천주교 9 10.6
불교,기타 42 50.1

복무기간 5년 미만 27 31.8
5년 이상 58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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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자자자살살살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일일일반반반적적적 상상상황황황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식식식

111)))생생생명명명존존존중중중 의의의식식식
군부대에서 생명존중의식에 대한 수준은 ‘평화수호와 생명존중의식이 동일하

다’고 응답한 경우가 56.4%, ‘부하들에게 비인간적으로 대할 경우가 있지 않다’는 

응답이 56.4%였으며 89.4%는 ‘자살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고 대

답해 전체적으로 생명존중의식이 높았다.

   그러나 ‘생명경시풍조가 있는가’와 ‘부대를 위해 개인 인격은 무시될 수 있는

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와 ‘아니다’의 비율이 비슷해 실제 행동은 의식을 따

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표 7>생명존중 의식

222)))자자자살살살 사사사고고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이이이해해해도도도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살에 대해 간부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은,44.7%가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 비율이 가장 높지 않다’고 알고 있고,40%는 ‘자살하는 군
인은 모두 우울증 환자’라고 여기고 있으며,74.1%는 ‘자살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
자살을 막을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군에서의 자살사고에 대해 잘못 이해
하고 있었다.

 문 항
아니다 보통 그렇다

빈도 백분
율

빈도 백분
율

빈도 백분
율

생명경시 풍조가 있다 41 48.2 24 28.2 20 43.6

부대를 위해 개인의 인격 무시될 수 있다 38 44.7 17 20.0 29 34.1

평화수호와 생명존중의식과 동일하다 25 29.5 11 12.9 48 56.4

부하에게 비인간적으로 대할 경우가 있다 48 56.4 14 16.5 21 24.7

자살이 유일한 해결책인 경우가 있다 76 89.4 1 1.2 7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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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간부의 자살에 대한 이해도

 문 항

아니다 보통 그렇다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군의 사망사고 발생 중 자살사고 비율이 가장 높다 38 44.7 18 21.2 28 32.9

자살하는 군인은 모두 심한 우울증 환자이다 35 41.2 15 17.6 34 40

자살 충동이 있는 병사는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면 

자살이 예방 될 수 있다
1 1.2 8 9.4 76 89.4

자살은 개인보다 군에 더욱 책임이 있다. 45 53 19 22.4 20 23.6

군에서의 자살 원인 중에서 선임병의 횡포, 구타, 

가혹행위 등이 우선순위다
26 30.6 33 38.8 26 30.6

병사의 가정환경 비관이 자살 원인이 되기도 한다 8 9.4 23 27.1 54 63.6

적절한 종교 활동은 자살예방에 도움이 된다 5 5.9 15 17.6 65 76.5

자살 수단(총기등)을 제거하는 것이 자살 막을 가능 63 74.1 14 16.5 8 9.4

자살이 유일한 해결책인 상황이 있다 74 87.1 5 5.9 6 7.1

한번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살 충

동을 느낀다
20 23.6 20 23.5 44 51.8

333)))부부부대대대 내내내에에에서서서 일일일반반반 병병병사사사 관관관리리리를를를 위위위한한한 노노노력력력
부대 내에서 병사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에 대

해 간부들의 71.8%는 ‘병사의 고민 해결은 정기적인 면담으로 도울 수 있다’고 생
각하고,‘병사관리를 위해 상담과 신상자료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69.4%),‘부
하와 많은 대화시간을 가지려고 노력(76.4%)하고 있다’라고 응답해 간부들이 병사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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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부대의 일반병사 관리

 문 항

아니다 보통 그렇다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부대 내 자살 충동을 느끼는 병사가 있다 45 52.9 18 21.2 21 24.7

선임병의 횡포나 보직 등 부대내적인 원인으로 스트

레스 받는 병사가 있다
17 20 23 27.1 45 53

가정환경이나 이성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병사가

 있다
6 7.1 23 27.1 55 64.7

병사의 고민 해결은 정기적인 면담으로 도울 수 

있다
5 5.9 16 18.8 61 71.8

자살병사 관리는 군종이나 의료진의 역할이 더 중요 22 25.9 37 43.5 25 29.4

나는 병사관리를 위해 상담과 신상자료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쓴다 
4 4.7 21 24.7 59 69.4

나는 부하와 많은 대화시간을 가지려고 노력 한다 2 2.4 17 20.0 65 76.4

나는 병사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자세히 참견 않음 20 23.5 30 35.3 33 38.9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병사관리에 쓸 시간이 적다 35 41.2 28 32.9 21 24.7

병사관리는 나의 주요한 업무가 아니다 59 69.4 14 16.5 11 13

444)))자자자살살살 위위위험험험병병병사사사 관관관리리리
자살위험 병사들을 관리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병사를 도와

줄 수 있고(82.3%)’,‘가정환경이나 이성 문제를 지닌 병사를 도울 수 있는(74.1%)’
것으로 응답해 자살위험병사들을 도울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각 부대에서 자살위험병사를 관리하는데 지휘관으로서 느끼는 지휘부담 및 업

무상의 스트레스 정도는 24.7%가 ‘지휘 부담을 느끼고’,14.1%는 ‘자살위험병사를
간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또한 7.1%는 ‘그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34.1%는 ‘주위 간부의 정보를 관리하는 중’이라고 답하였다.구체적
이고 효과적인 자살위험병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에서,자살위험
병사들을 관리해야 하는 지휘관들이 그들의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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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지휘관들이 느끼는 지휘부담 및 스트레스의 정도는 상당히 높은 수
준이었으나,각 부대에서 자살위험병사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현재 군내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력관리 방안들 중 연구자가 제시한 면담(74.1%)방법은 많
이 활용하고 있으나 신́상명세서/ KMPI(49.4%)’등의 도구는 중등도 정도만 효
율성을 느끼고 또한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중임을 알 수 있었으며 부대 내에 자살
방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간부는 40%로,지휘관들이 현재의 방안들보다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전문성을 띤 도구 및 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표 10>자살 위험 병사 경험 및 관리정도

구분  문 항

아니다 보통 그렇다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분
율

자살

위험

병사

관리

/

태도

 선임병의 횡포나 보직 등 부대내적인 원인으로

스트레스 받는 병사를 도와 줄 수 있다.
4 4.7 10 11.8 70 82.3

 가정환경이나 이성 문제 병사 도움 가능 3 3.5 19 22.4 63 74.1

병사의 고민 해결은 정기적인 면담으로 도움 가능 2 2.4 20 23.5 63 74.1

자살위험병사 관리 시 부대의 신상명세서 
  / KMPI(군인성검사)가 도움이 된다

10 11.8 32 37.6 42 49.4

부대원 중에서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14 16.5 69 81.2

우리 부대에는 자살방지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 20 23.5 31 36.5 34 40

나는 자살위험병사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 있다 59 69.4 20 23.5 6 7.1

조치 자살위험병사 때문에 지휘부담을 느낀 적이 있다 44 51.8 20 23.5 21 24.7

나는 자살위험 병사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61 71.8 11 12.9 12 14.1

자살위험 병사관리로 주위 간부의 정보를 관리 33 38.8 20 23.5 29 34.1

444...333...자자자살살살예예예방방방 노노노력력력

111)))간간간부부부의의의 주주주체체체적적적인인인 자자자살살살예예예방방방 노노노력력력
간부 본인의 자살 위험자 면담 및 관리의도는 82.3%로 적극성을 보였으며 본



- 28 -

인의 주체적인 교육도 64.7%가 주관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였으며 헌병의 교육요
청 노력도 47.1%로 였다.

<표 11>주체적 자살위험병사 관리

 문 항

아니다 보통 그렇다

빈도 백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부대의 자살방지 노력으로 자살 우려자에 대한 

정기적 면담 및 자료 관리를 하겠다
3 3.6 12 14.1 70 82.3

귀관이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 11 12.9 19 22.4 55 64.7

헌병간부에 의한 자살사고 예방 교육을 요청한다 20 23.6 24 28.2 40 47.1

222)))전전전문문문 자자자살살살예예예방방방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이이이용용용 의의의도도도
자살사고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전체의 68.3%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

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살 예방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군종장교나 자
대 간부에 의한 예방교육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자살 교육의 효
과성보다는 계획 실행 수준이었다.
이는 상당수의 지휘관들이 자살위험병사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느낌과 동시에

예방활동을 하고자 하는 열성적인 의욕은 있으나,제반여건의 불충분과 통일된 지
침의 부재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욕 상실 및 사기저하 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응답자들의 요구처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사고 예방 및 사
후처리 프로그램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부대 내 전문 상담가의 자살예방관리 활용에 관한 의견은 83.5%로 적극적인

의견을 보여,지휘계통에서 벗어나 상담으로 인해 군내에서 받을 수 있는 인사상
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의 참가를 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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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전문 자살예방 프로그램 참여 의도

 문 항

아니다 보통 그렇다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민간전문가에 의한 자살예방 관리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11.8 17 20.0 58 68.3

부대 내 상담전문가에 의한 자살예방 관리를 한다면 

활용하시겠습니까?
3 3.5 11 12.9 71 83.5

자살위험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자살위험병사를 선별하

는 통보체계가 있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3 3.5 18 21.2 64 75.3

자살예방 교육자료(면담법 및 자살 방지법 등)를 제공

한다면 활용 하시겠습니까?
0 0 14 16.5 71 83.5

부대 내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도입 된다면

 참여할 의도가 있습니까?
1 1.2 16 18.8 68 80

333)))기기기존존존 자자자살살살예예예방방방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활활활용용용 노노노력력력
아래 <표 13>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군 간부들은 자살사고의 심각성 및 그

예방의 중요성을 알고,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병사들을 향한 열린 사고와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이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 및 종교 또는 필요한 시스템에 협조할
의향이 있고,자살 병사 보호 분위기 조성노력도 85.9%로 매우 높게 나타나,제반
여건과 지침이 적절히 바탕이 된다면 자살사고율을 충분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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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기존 자살예방 프로그램 활용 의도

 문 항

아니다 보통 그렇다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군종장교에게 정신 교육을 요청한다

 (필요시 비젼캠프 연결)
2 2.4 19 22.4 64 75.3

상담가, 의료인등 자살예방 전문가에 의한 관리 의뢰 2 2.4 10 11.8 73 85.9

신상명세서와 면담 기록지를 자살예방위해 관리하겠다 3 3.5 13 15.3 69 81.2

현재 실시하고 있는 비젼 캠프에 참여시키도록 하겠다 1 1.2 26 30.6 58 68.2

K-MPI를 자살예방관리 위해 활용 하겠다 2 2.4 25 29.4 57 67.1

K-MPI는 전문용어 등의 제한점으로 실제 부대에서 

적용하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힘들다 
7 8.3 28 32.9 48 56.5

자살병사의 도움요청행동을 책임 있게 보호하고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0 0 12 14.1 73 85.9

444...444...간간간부부부의의의 사사사회회회 인인인구구구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자자자살살살위위위험험험병병병사사사 관관관리리리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자살위험 병사관리에 있어서는 간부의 연령,결혼상태,계급,근무 장소,종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살위험 병사의 지휘부담 및 조치와는 유의한 차이가 있지
않았다.

111)))사사사회회회인인인구구구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자자자살살살위위위험험험병병병사사사 조조조치치치정정정도도도의의의 특특특성성성
간부의 직책이 보급관이나 지휘관의 경우가 기타참모 보직보다 자살위험병사

에 대해 더 지휘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t=3.410,p<0.01),책임감과 지휘 부담을
가중하게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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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자살위험병사 스트레스 및 추후조치 정도의 특성

변수 세부항목 빈도 백분율 자살위험병사
조치정도(t)

연령 30세 미만 43 50.6
-1.90430세 이상 38 44.7

학력 대재 또는 대졸 53 62.4
0.514기타 28 32.9

계급 부사관 48 56.5
-1.839중위,대위,령관 30 35.3

직책 보급관,소/중대장 44 51.8
3.410**

기타 35 41.2

지휘관시 근무지 전방 24 28.2
-1.052후방 31 36.5

종교 기독교 50 58.8
-0.835불교 및 기타 30 35.3

복무기간 5년미만 42 49.4
-1.7945년이상 39 45.9

*p<0.05,**p<0.01,***p<0.001

222)))사사사회회회인인인구구구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자자자살살살위위위험험험병병병사사사 도도도움움움제제제공공공 및및및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이이이용용용정정정도도도의의의 특특특성성성
간부의 복무기간이 길수록 자살위험 병사에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다

(t=-2.344,p<0.05 ).이는 복무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부대
내․외적 원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살위험 병사들에게 도
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간부의 복무기간이 길수록 자살예방 프로그

램들(교육 및 도구관리,비젼 캠프 연계)을 활용과 부대의 자살병사에 대한 보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다(t=-2.385,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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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자살위험병사 도움제공의 특성

변수 세부항목 빈도 백분율 도움제공
정도(t)

예방 프로그램
활용 정도 (t)

연령 30세 미만 44 51.8
-0.787 -0.04130세 이상 39 45.9

학력 대재/대졸 53 62.3
-0.209 -0.326기타 30 35.3

계급 부사관 50 58.8
1.393 0.048중,대위,령관 30 35.3

직책 보급관,
소,중대장 44 51.8

-0.539 0.829

기타 37 43.5

지 휘 관 시
근무지

전방 26 30.6
-1.019 -0.627후방 30 35.3

종교 기독교 51 60.0
0.176 0.396불교,기타 31 36.5

복무기간 5년미만 41 48.2
-2.344

*
-2.385

*

5년이상 42 49.4

*p<0.05,**p<0.01,***p<0.001

444...555...병병병사사사관관관리리리와와와 자자자살살살예예예방방방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111)))병병병사사사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관관관심심심도도도와와와 자자자살살살예예예방방방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과과과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간부의 일반병사관리에 대한 태도에서 ‘부대병력 관리에 대한 관심도’는 ‘전문
자살예방관리 프로그램 이용 의도’와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r=0.366,
p<0.01),‘간부의 주체적인 관리의도’(r=0.411,p<0.001)및 ‘기존 프로그램 활용의
자살예방노력 의도’와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0.619,p<0.001).또한 자살
위험병사의 도움제공은 기존 자살예방 프로그램 활용과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었다(r=0.532,p<0.001).
‘전문 자살예방프로그램 이용정도’항목은 신뢰성이 있었고(0.809),‘기존 프로그

램 활용정도’항목도 신뢰성이 있었다(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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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병사에 대한 관심도와 자살예방 프로그램과의 상관관계

구분
힘든 병사 

인식도

부대병력 관리 

관심도(친근성) 

  위험 병사

  도움 정도

   위험병사 

   조치정도

전문예방 

프로그램

이용정도 

-0.163 0.366
**

0.143 0.031

간부의 주체적 

관리 정도
-0.210 0.411

***
0.178 0.174

기존 프로그램  

활용 정도
0.022 0.619

***
0.532

***
-0.048

*p<0.05,**p<0.01,***p<0.001

<표 17>항목별 신뢰도 (Cronbach́salpha)

구

분

힘든 

병사 

인식도

부대병력 

관리 

관심도

(친근성)

위험 병사

도움 정도

위험병사 

조치정도

전문예방 

프로그램 

이용정도

간부의 

주체적 

관리 

정도

기존 

프로그램  

활용정도

 
신
뢰
도

0.734 0.675 0.743 0.794 0.809 0.737 0.816

222)))병병병사사사관관관리리리와와와 자자자살살살예예예방방방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과과과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개인의 가정환경이나 이성적인 문제 등 부대 외적인 위험요인이 있는 병사에

대한 인지도’와 이에 대한 ‘간부의 주체적인 병사관리 정도 ’와는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었다(r=-0.268,p<0.05).
‘상담 및 신상자료 관리’와 ‘전문자살예방프로그램 이용정도’와는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었고(r=0.279,p<0.001), ‘상담 및 신상자료 관리’와 ‘간부의 주체적인 병사
관리 정도 ’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0.341,p<0.01). ‘상담 및 신상자료
관리’와 ‘기존 자살예방 프로그램 활용 정도 ’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r=0.522,p<0.001).
‘간부의 대화노력 정도’도 ‘전문자살예방프로그램 이용정도(r=0.314,p<0.01)’,

‘간부의 주체적인 병사관리 정도(r=0.264,p<0.05)’, ‘기존 자살예방 프로그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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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r=-0.520,p<0.001)’와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병력관리 업무 인식도’의 경우도 ‘전문자살예방프로그램 이용정도(r=0.405,

p<0.001)’,‘간부의 주체적인 병사관리 정도(r=0.396,p<0.001)’, ‘기존 자살예방 프
로그램 활용 정도(r=0.522,p<0.001)’와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것은 간부의 부대병력관리 분야인 병사와의 상담과 신상관리 자료를 적극적

으로 관리하는 간부가 주체적으로 자살예방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있으며,전문 자
살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와 참여의지도 높다고 분석된다.
‘부대내적인 요인이 있는 병사 관리 정도’와 ‘전문 자살예방 프로그램 활용 요

구도’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r=0.254,p<0.05), ‘부대내적인 요인이 있는 병
사 관리 정도’와 ‘기존 자살예방프로그램 활용정도’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r=0.506,p<0.001).우리 한국군 부대에 적합한 자살위험병사 관리를 위한 전문자
살예방프로그램 개발과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표 18>병사관리와 자살예방 프로그램과의 상관 관계
부대외적 
요인병력
인지도

상담 및 
자료관리정도

대화시간
노력정도

병력관리
시간정도

병력관리
업무인식도

TE -0.168 0.279** 0.314** 0.084 0.405***

TF -0.268
*

0.341
**

0.264
*

0.190 0.396
***

TG -0.028 0.522*** 0.520*** 0.265* 0.522***

부대내적 
요인병력관리
정도

부대외적
병사관리
정도

면담
제공정도

도구
이용정도

부대내 자살방지
프로그램 인식도 

TE 0.254
*

0.107 0.045 0.092 0.030

TF 0.207 0.213 0.117 0.108 0.051

TG 0.506
***

0.346
***

0.375
***

0.336
**

0.368
***

*p<0.05,**p<0.01,***p<0.001
참조)TE:전문 자살예방프로그램 이용 정도

TF:주체적 관리 정도
TG:기존 프로그램 활용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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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고고고 찰찰찰

555...111고고고찰찰찰
이 연구는 사망 원인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청소년기에 군 생활을 하는 병사

들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하는 간부들의 자살에 대한 인식과 병사관리에 대한 관
심도와 자살예방프로그램 이용도와 관련된 요인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수년전부터 선진국에서는 자살을 단지 개인의 의료적인

대응보다는 예방이 가능한 공공의료의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국가적 차원
과 군 부대 전체적인 차원에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살률 감소를 목표
로 자살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우리군의 자살방지를 위한 본 연구의 고찰은
다음과 같다.
첫째,군에서 간부들이 자살률에 대하여 45%정도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74.1%는 ‘자살수단 제거가 자살을 방지할’수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자살하는
군인이 우울증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40%로 높게 나타났다.
홍흥표(2004)와 이창훈(2004)의 연구에서는 군에서의 자살예방을 위한 개선방

안으로 군 환경적 문제인 내무부조리와 갈등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실버맨과 훼너(1995)의 ‘선행 조건적 차세대 자살방지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인

과론적 발생론을 배격하여 자살발생 배후에는 다양한 선행조건과 촉발조건이 상
호작용하여 개인적인 소인조건보다 촉발조건인 군부대 사회 환경적인 차원의 개
입을 더 중요시한 것처럼 군에서의 환경적 자살 촉발조건들을 완화하고 보호요소
의 수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휘관의 자살에 대한 정
확한 이해를 위한 전문군사교육을 통한 자살예방교육이 요구되며,‘자살이 단지 의
료적인 대응보다는 군 전체적인 대응이어야 한다’는 비젼을 가지고 군 대표들이
자살예방을 위한 과정과 결과에 참여하여야 하겠다.
둘째,자살위험병사를 관리하는 지휘관의 24.7%가 지휘부담을 느꼈고 68,3%가

전문자살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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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2004)은 자살방지 프로그램 개발로 자살징후인지교육과 간부의 리더쉽
훈련 등의 사고예방 활동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필자는 간부와 전부대원에 대한 자살예방교육과 관리를 위한 부대 자살예방프

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체계적인 자살예방 대책마련을 위하여 미 공군처럼 전
부대의 일관성 있는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 종합대책팀’의 설립과,부대 정신건강
측정 및 자살 위험자 집중관리를 위한 ‘전문 자살예방 프로그램’등 다양한 프로그
램 개발이 요구된다.또한 부대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신건강요원(군 상
담가)’배치 등으로 자살병사에 대한 지휘부담을 덜어 주어 지휘관의 역량이 군 전
투력 향상에 집중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셋째,간부들은 병사의 고민이나 병영생활 관리방안으로 71.8%가 면담,69.4%가

대화하려고 노력하였다.
홍흥표(2004)와 이창훈(2004)의 연구에서는 병사 개인 문제 해결로 군에 대한

긍정적 사고 전환과 가정과 연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병사의 개인적 차원의 자살사고예방 노력으로 가정과 연계한 병사관리,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자살징후인지 교육,자존감 증진,내성강화훈련
등을 위한 병사 개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군부대 차원과 정책적 차원의 대책
마련으로 전 부대원의 자살예방 인식전환과 자살위험병사 보호분위기 조성이 이
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555...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표집에서의 문제로 전국단위를 모집단으로 하는 표본 중에서 후방의 일

개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간부에게 국한 시켰다는 점이다.
둘째,이 연구는 설문지만을 통한 자료에 의존했기 때문에 답변의 진실성과 객

관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그러므로 실제 간부들의 신상 관리철과 면담일지 관찰,
간부관리에 대한 병사의 반응과 실제 비젼캠프 연계 정도에 대한 면담법등을 병
행하는 등 보다 객관적인 연구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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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666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666...111결결결론론론
병사의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는 자살은 예방할 수 있고 군 전체적인 대응이

되어야 한다는 비젼을 가져야한다.부대차원의 자살예방 활동을 위해서는 지속적
인 지도층의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자살예방 전달체계로는 군의 명령체계가 이
상적이다.본 연구는 간부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면담,신상명세서,KMPI(군인성검사)등 기존의 군부대에서 주로 활용하

고 있는 자살예방프로그램은 자살위험병사 관리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자살예방 전문가의 지원과 함께 전문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도입 된다면 간부
들은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지가 높았다.
   둘째, 선임병 횡포 및 간부 질책, 업무 부담감 및 부적응 등 부대 내적인 원인

에 의한 자살예방관리에 적극적인 간부일수록, 기존의 자살예방프로그램을 많이 

활용 하면서도 보다 전문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셋째,간부들의 생명존중의식은 높아,병사들의 자살을 예방해야 한다는 지휘
부담 및 스트레스의 정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나,자살위험병사를 관리 면에
서는 구체적인 자살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지 못하였고 면담
은 74.1%로 많이 하고 있으나 신́상명세서/ KMPI’등은 49.4%의 도움을 느꼈음
을 볼 때 실제 자살위험 병사에 대한 조치행동은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넷째, 간부의 직책과 복무기간은 자살예방노력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기타
참모보다 지휘관이 자살위험병사 관리에 더 노력을 하였고,복무기간이 길수록 자
살위험 병사에게 도움을 제공하였으며 자살예방 프로그램들(교육 및 관리,비젼
캠프 연계,자살위험병사의 보호분위기)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다.
다섯째,부대병력 관리에 관심이 높고 자살위험 병사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

는 간부와 자살예방 프로그램 활용 및 간부의 병사관리 노력정도와는 유의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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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가 있었다.

666...222제제제언언언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군에서의 자살예방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군 차원에서는 미 공군의 종합대책팀(IPT)와 같이 부대안전점검과 자살

방지 정책 개발과 관리를 위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한국형 자́살 방지 종합 대책
팀 (́가칭)의 설립과 개인과 부대교육을 위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 군
에 보급해야 한다.
둘째,각급 부대별로는 자살예방에 대한 지휘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전 간부들

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이 실시할 수 있는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과 병력
관리에 대한 간부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살예방관련 간부의 협력적 동
반관계 유지해야 한다.
셋째,군 병영 내에서도 자살에 대하여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대 분위

기 조성 위한 부대의 역기능성 제거와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확대가 요구된다.
넷째,병사 개인적 차원의 자살예방교육과 대책으로 자살징후 인지교육,자부심

증진훈련,자살위험요소에 적응력과 내성을 갖도록 하는 내성강화 훈련 프로그램
의 개발 및 적용이 절실하다.
다섯째,전부대원이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인식전환과 자살위험병사 보호

를 위한 부대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여섯째,앞으로의 연구방향 및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먼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군 부대에 배치할 상담 전문가의 자살예방활동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
정이 필요하며,한국군의 실질적인 자살예방전략 수립과 적용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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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 42 -

<<<부부부록록록111>>>

병병병사사사의의의 자자자살살살예예예방방방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간간간부부부들들들의의의 인인인식식식 조조조사사사

안녕하십니까?
우리사회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어려운 경제여건과 비관 등으로 인한 자살률 증가로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군에서도 병사들의 자살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사고예방노력이요구되고있으며보다효과적인자살사고예방프로그램의필요성이대두되었습
니다.

이 연구는 간부들의 자살관련 인식 조사와 병사의 자살예방활동방안 모색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연구목적이외에다른용도로는절대사용하지않을것입니다.또한무기명으로처리되
므로여러분들의솔직하고성의있는답변부탁드립니다.

연세대학교보건환경대학원
임금선드림
연락처:

연세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본 본 본 본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측정도구  측정도구  측정도구  측정도구  



Ⅰ.다음은귀하의생명존중의식에관한사항입니다.해당하는항목에✔표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나라는 생명 경시 풍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대 기강이나 훈련을 위해 개인의 인격이 무시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평화수호정신과 생명존중의식은 동일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부하에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해야 할 때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자살이 유일한 해결책인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Ⅱ.다음은자살에대한이해정도에관한사항입니다.해당하는항목에✔표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군 부대의 사망사고 발생 중 자살사고 비율이 가장 높다. ① ② ③ ④ ⑤

2 자살하는 군인은 모두 심한 우울증 환자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자살 충동이 있는 병사는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면 자살이 

예방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자살은 개인보다 군에 더욱 책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군에서의 자살 원인 중에서 선임병의 횡포, 구타, 가혹행위 

등이 우선순위다
① ② ③ ④ ⑤

6 병사의 가정환경 비관이 자살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적절한 종교활동은 자살예방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8 자살 수단(총기, 끈)을 제거하는 것이 자살을 막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자살이 유일한 해결책인 상황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한번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살 충동을 느

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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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다음은일반병사관리에관한사항입니다.해당하는항목에✔표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부대 내 자살 충동을 느끼는 병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선임병의 횡포나 보직 등 부대내적인 원인으로 스트레스 받는 

병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가정환경이나 이성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병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병사의 고민 해결은 정기적인 면담으로 도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자살병사 관리는 군종이나 의료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병사관리를 위해 상담과 신상자료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부하와 많은 대화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병사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자세히 참견하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병사관리에 쓸 시간이 적다 ① ② ③ ④ ⑤

10 병사관리는 나의 주요한 업무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Ⅳ.다음은 자살 위험병사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해당하는 항목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선임병의 횡포나 보직 등 부대내적인 원인으로 스트레스 받는 

병사를 도와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가정환경/ 이성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병사를 도울 수 있음 ① ② ③ ④ ⑤

3 병사의 고민 해결은 정기적인 면담으로 도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자살위험병사 관리 시 부대의 신상명세서 / KMPI(군인성검

사)가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대원 중에서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없다

6 우리 부대에는 자살방지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자살위험병사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부대관리자로서 자살위험병사 때문에 지휘부담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자살위험 병사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자살위험 병사관리를 위해 부하나 주위 간부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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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다음은자살예방프로그램에관한사항입니다.해당하는항목에✔표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민간전문가에 의한 자살예방 관리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부대 내 상담전문가에 의한 자살예방 관리를 한다면 활용하시겠습

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자살위험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자살위험병사를 선별하는 통보체계

가 있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자살예방 교육자료(면담법 및 자살 방지법 등)를 제공한다면 활용 

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부대 내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도입 된다면 참여할 의도가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Ⅵ.다음은귀하의자살예방노력정도에관한사항입니다.해당하는항목에✔표해주시기바랍
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대의 자살방지 노력으로 자살 우려자에 대한 정기적 면담 

및 자료 관리를 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2 귀관이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3 군종장교에게 정신 교육을 요청한다 (필요시 비젼캠프 연결) ① ② ③ ④ ⑤

4 헌병간부에 의한 자살사고 예방 교육을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상담가, 의료인등 자살예방 전문가에 의한 관리를 의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신상명세서와 면담기록지를 자살예방위해 관리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7 현재 실시하고 있는 비젼 캠프에 참여시키도록 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8 K-MPI를 자살예방관리 위해 활용 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9
K-MPI를 활용하고 싶지만 전문용어 등의 제한점으로 실제 

부대에서 적용 하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0
자살병사의 도움요청행동을 책임 있게 보호하고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귀하가생각하는자살예방대책을3가지이상적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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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다음은귀하의일반적인사항에대한것입니다.해당번호에✔표해주시기바랍니다.

1.귀하의만연령은?
①20세이하 ②20-30세 ③31-40세 ④40세이상

2.귀하의결혼상태는?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3.귀하의학력은?
①고졸 ②대재또는대졸 ③대학원재학또는석사④박사이상

4.귀하의계급은?
①부사관 ②소위-중위 ③대위 ④령관 ⑤기타( )

5.귀하의직책은?(과거보직포함)
①행정보급관 ②(부)소대장 ③중대장 ④대대장 ⑤기타( )

6.지휘관보직당시의근무지는?
①전방 ②후방 ③기타

7.귀하의종교는?
①기독교 ②천주교 ③불교④ 없음 ⑤기타( )

8.귀하의실제복무기간은?(훈련기간제외)
①2년미만②2～3년미만 ③3～5년미만 ④5～10년미만 ⑤10～20년미만⑥20년이상

대대대단단단히히히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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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Keum Sun
Dept.ofPublicHealth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Korean Army

noncommissionedofferer(NCO)andofficers'levelofunderstandingofsuicide
andtofindthecorrelationbetweentheNCO andofficers'intentiontoutilize
thesuicideprevention program and theinterestin managing enlisted men.
Samplesofthestudyare85officerswhoarehospitalizedinmilitaryhospitals
ofnon-frontlineareas.Thesurveywasconductedfrom December2nd2005to
December7th2005.Majorfindingsareasfollows;

1.Asa causeforyoungersoldiers'suicides,44.7% oftherespondents
identified "an inadequate understanding ofsuicides rates." To resolve the
suicide-related problems,the in-service suicides need to be considered a
structuralproblem and an adequatesuicide-prevention measureneedsto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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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oftheofficersrespondedthattheyprovidedcounselsfortheir
menregarding personalissues,and69.4% saidthattheyattemptedtohave
conversations with the enlisted men.This shows thatmajority ofofficers
proactivelyseekwaystohelpthemenundertheircommands.
3.14.1% oftheofficersactivelyandpersonallydealtwiththeirmenwith

high suicideprobability,and 24.7% saidsuch effortsincreasedwork-related
stress.
4.Theintentiontoutilizeasuicidepreventionprogram andtheinterestin

managingenlistedmenshowedacorrelation(r=.366,p<0.01).

Suicidesin theKorean Army mustbeconsidered a structuralproblem,
ratherthanamedicalone,andofficers'proactiveinvolvementinmanagingthe
issueisnecessary.Foraneffectivesuicide-reductionmeasure,thehigh-raking
officers need to setup a team ofspecialists and promote a protective
atmosphereforthelikely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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