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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나라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자살생각의 관련성 

:최장기직업군별 분석 

 

우리나라 노인의 인구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노후대비 부족과 자녀의 부양의식 

약화로 노인의 삶의 질이 낮아졌다. 특히, 노인의 자살률은 전체 자살률의 

약 2배 수준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노인자살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 성별, 연령, 가구형태와 같은 

개인적 측면에서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상태를 나타내는 직업군에 따른 노인의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본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2017 년 

노인실태조사의 최장기직업군을 이용하여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7 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총 10,299 명중에서 

대리응답자,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치매 대상자, 기타 결측치를 제외하여 

연구대상자를 총 9,902명으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version 9.4 를 

사용하여, 기술분석 및 survey 특성을 반영한 Rao-scott chi-square 검정을 

하였다. 또한, 인구사회적 특성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에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지지 및 사회환경 특성,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으로 보정하여 survey 

특성을 반영한 Logistic regression 방법으로 다변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변수분석 결과, 자살생각에‘예’라고 응답한 노인은 618명으로 

전체 연구대상자의 6.7% 이며, 최장기직업군별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노인은 화이트칼라 1,185 명 중 56 명(4.9%), 핑크칼라 1,738 명 중 



 

- v - 

 

138명(8.6%), 블루칼라 6.035명 중 383 명(6.8%), 비경제활동인구 944 명 

중 41명(4.6%)으로 차이를 보였고, p-value=0.000 수준으로 최장기직업과 

자살생각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변수 분석을 통해 화이트칼라에서는 연령이, 핑크칼라에서는 연령, 

교육수준이, 블루칼라에서는 연령, 혼인상태, 연간 가구소득, 

비경제활동인구에서는 성별이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그 외 

통제변수에서는 화이트칼라에서 친인척(형제자매 포함)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증상이, 핑크칼라에서 신체활동여부, 

영양상태, 미충족 의료경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증상이, 블루칼라에서 

친인척(형제자매 포함)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흡연, 영양상태, 미충족 

의료경험, 우울증상, 만성질환 개수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우울증상이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국구 조사인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인구사회적 특성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연구대상자를 최장기직업군별로 접근하여 비교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한국사회의 빠른 노령화와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경제적 측면에서 노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최장기직업군별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확인하는 것은 

자살예방정책과 노인정신건강관리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또한, 

노인의 자살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본 

연구가 추후에 노인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노인의 자살률과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키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인의 보건 및 복지정책을 도모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노인, 인구사회적 특성, 자살생각, 최장기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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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2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2017년 5.0%, 2018 년 4.0%, 2019 년 4.9%로 전체 인구의 

전년대비 증감률 2017년 0.3%, 2018년 0.4%, 2019 년 0.3%에 비해 약 

4배이상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추세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된 것과 

연관이 있으며(Kim, 2000), 이는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은 심각하게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이 2017 년 10만명당 24.3명, 2018 년 26.6명, 2019 년 

26.9 명에 비해 노인의 자살률은 2017년 10만명당 47.7 명, 2018 년 

48.6 명, 2019년 46.6명으로 약 2배 정도 높다(Statistics Korea, 2020). 

이러한 노인의 높은 자살은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며, 노인의 자살로 인한 

가족의 죄책감, 사회적 비난으로 인해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자살에 대한 오명(stigma)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Kim, 2000), 이를 외면하고 금기시하는 문화적 특성이 있다(Sohn, 

2012). 더욱이 노인의 자살위험 증상들에 대해 노화로 인한 현상이나 

치매전조증상으로 여겨 사전에 문제인식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노인의 자살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다(Sohn, 2012). 

WHO 자살예방 문헌집에 따르면, 자살행위는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자살 그 자체를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WHO, 2014) ,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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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자살생각’을 자살예방대책의 지표로 여긴다. 자살생각은 

자살행위에 앞선 과정이므로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자살행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Kim, 2002).  

노인자살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가구형태가 변화되어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부부나 자녀 등과 함께 사는 

노인에 비해 외로움이 크고 사회적 고립이 되기 쉬우며, 자살생각, 우울, 

절망감, 만성적 질병부담이 크고 자아존중감이 낮아 동거노인보다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Sohn, 2012). 또는 성별에서는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3; Park, 

2015). 또한, 연령군에서는 후기노인(75 세이상)의 자살률이 전기노인(65-

74세)에 비해 높으며, 전기노인에 비해 후기노인이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우울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Jeong and Ko, 2016; Kim and 

Lee, 2020; Lim and Kim, 2018; Park and Hong, 2020).  

그러나 이러한 가구형태나 성별, 연령에 따른 영향요인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노인 자살의 개인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 노인에게 

일어나는 퇴직(직업역할의 상실), 사회관계 범위의 축소, 경제적 불안정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하는 면에서 부족하다(Kim, 2002).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2017 년 0.6%, 2018 년 2.2%, 2019 년 5.6%, 2020 년 3.8%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1).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 

이 높은 경향은 그만큼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고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과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한국적 특징적인 모습이다(Baik, 2014).  

2017년 노인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의 자살생각의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27.7%로 가장 높고, 건강문제가 27.6%, 

부부자녀와 친구갈등 및 단절이 18.6%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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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난 이유는 노인의 노후준비의 부족과 은퇴 등 경제적 수준의 

하락으로 볼 수 있다. 불충분한 경제적 상태는 노인에게는 타인에 

경제적으로 의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타인에게 짐이 

된다는 인식으로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자살생각을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으로는 노인의 우울을 증가시켜 결국에는 자살을 

초래한다(Lim, 2021). 그러므로 노인자살의 영향요인에 대해 경제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경제상태에 따른 자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경제상태에 대해 연간 가구소득이나 월 가구소득과 같은 소득수준으로 

살펴볼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속한 집단에 따른 영향력과 

소득수준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직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직업생활은 

일생의 반을 차지하며 물질적 보상으로 생활수준의 차이를 

결정하므로(Sohn, 2012), 개인의 소득과 사회적 지위,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이다. 또한 직업이란, 노인에게 있어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자아실현의 차원이며(Kang and Kim, 2018), 소속감과 

자살생각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Lim, 2021)에 따르면, 자신에게 의미있는 

집단과의 단절이나 집단 속에서 집단구성원에서의 고립으로 인한 좌절된 

소속감은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많은 노인자살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직업에 대해 과거직업 또는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의 유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나, 자살에 영향을 

주는 단일변수로만 포함하였고, 그 결과 또한 일관적이지 않았다. 

과거직업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Oh and Kim, 2018)에서 과거직업이 

없었던 경우 자살생각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현재의 직업유무에 

대해 살펴보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현재직업유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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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남녀 노인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나(Lee, 2013) 

독거노인에서는 직업이 없는 경우 자살생각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Sohn, 2012). 그러나 현재직업은 과거에 노인이 속한 직업군이 

고려되지 않아 현재직업에 의한 영향인지 과거에 속했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한 영향인지 알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최근 농림어업종사 노인에 

한하여 연구한 선행연구(Yi, 2021)의 고찰에 따르면 다양한 직업군에 따른 

노인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만 65 세 이상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인구사회적 특성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이를 최장기직업군별로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직업변수를 과거직업유무 또는 현재직업유무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으나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시자료에서 제공하는 

일생동안 최장기로 종사한 직업에 대해 조사된 변수인‘최장기직업’을 

이용한 기존연구는 없었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자살생각에 

영향이 있다고 밝혀진 인구사회적 특성을 중심으로 기존 선행연구보다 

사회적 지지 및 사회환경 특성,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을 다수 통제하여 

직업군에 따른 인구사회적 특성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각 최장기직업군에 속한 노인을 위한 효율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자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적절한 개입을 

가능하게 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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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최장기직업군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인구사회적특성, 사회적지지와 사회환경 특성,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둘째, 최장기직업군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사회적지지와 사회환경 특성,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최장기직업군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환경 

특성과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으로 보정하여 인구사회적 특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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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또한 전체 연구대상자를 최장기직업군별로 접근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직업군을 기반으로 사회경제위치에 따른 자살 사망률을 

분석한 선행연구(Yoon et al., 2011)에서 자살사망률과 그 추세가 

직업군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살수준이 

높은 고위험직군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Lee and Heo, 2015)에서 직업군과 자살생각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최장기직업군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확인하고, 인구사회적 

특성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최장기직업군별 접근을 통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17 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분류한 

‘최장기직업’을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의 occupational categories 를 참고하여 화이트칼라, 핑크칼라, 

블루칼라, 비경제활동인구로 재분류하였다.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응답을 종속변수로 하여‘예’와‘아니오’ 

로 분류하였다. 자살생각에‘예’라고 응답한 노인은 618 명으로 전체 

연구대상자의 6.7% 였고, 화이트칼라에서 4.9%, 핑크칼라에서 8.6%, 

블루칼라에서 6.8%, 비경제활동인구에서 4.6%로 최장기직업군별 차이를 

보였다. 또한, 통계분석을 통해 자살생각과 최장기직업이 p-value=0.000 

유의수준으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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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있는 특성을 선정하였다. 

주요관심변수인 인구사회적 특성으로 최장기직업,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구형태, 거주지역, 교육수준, 연간 가구소득, 의료급여 수급여부를 

선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환경 특성(단체참여여부, 

친인척(형제자매 포함)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흡연, 음주, 신체활동여부, 

영양상태, BMI, 미충족 의료경험여부, 미충족 치과의료경험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증상, 만성질환 개수, ADL, IADL)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선정된 모든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분석을 

시행하고, 각 변수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survey 

특성을 반영한 Rao-scott chi-square 검정을 시행하였다. 또한, 

인구사회적 특성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에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지지 및 

사회환경 특성과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으로 보정하여 survey 특성을 

반영한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Figure1과 같다. 

그리고 본 연구는 연구 윤리에 따라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4-2021-0517). 

 

 

 

 

 

 

 

 

 



 

- 8 - 

 

 

 

 

Figure 1. Framework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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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7 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노인실태조사는 법제화(2007년 1월, 노인복지법 제 5조)된 이후 

2008 년을 시작으로 3주기로 실시하는 법정조사이며, 사전에 표본추출된 

조사지역의 모든 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직접면접조사이다. 이는 

노인 특성의 변화추이를 예측하여 현재의 노인정책 및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개발에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한다. 

4번째 조사인 2017 년 자료는 2017 년 6 월 12일부터 8월 28일 기간동안 

934개 조사구에서 총 10,299 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총 10,299명중에서 대리응답자 216명을 제외하고, 이를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치매 대상자 160명, 결측치가 있는 자 21명을 

추가로 제외하여 총 397 명을 결측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총 9,902명이며 최장기직업군별로 화이트칼라 1,185 명(12%), 핑크칼라 

1,738(17.6%), 블루칼라 6,035명(61%), 비경제활동인구 944 명 (9.5%) 

이다. (Figur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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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 Subjective process of the study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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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 선정 및 정의 

1) 종속변수: 자살생각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만 60세 이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의 질문에 응답한 

노인을 대상으로‘예’와 ‘아니오’인 두 개의 군으로 조사하였다. 

자살생각 경험이 없는 노인을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Table1) 

 

2) 주요관심변수: 인구사회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최장기직업,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가구형태, 연간 가구소득으로 선정하였고, 추가로 

거주지역, 의료급여 수급여부를 포함하였다. 

 

①  최장기직업 

최장기직업은“일생동안 가장 오래한 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의 

질문에 응답한 노인을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노인실태조사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직업군을 분류하였고, 이를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10개군과 평생 직업을 갖지 않은 

노인 1개의 군으로 총 11개의 군으로 재분류하였고, 11개의 군을 다시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occupational 

categories 를 참고하여 화이트칼라(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핑크칼라(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Yes

No

Variable Category Question

Suicidal ideation Have you thought of committing suicide after the age of 60?

Table 1. Definition of the dependent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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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칼라(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비경제활동인구(무직, 전업주부 등)인 4개의 군으로 최종 분류하였다. 

노인실태조사에서는 평생 직업을 갖지 않는 노인을‘비해당’ 

처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평생 직업을 갖지 않은 노인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여 다른 직업군과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② 성별 

대부분의 선행연구(Cho, 2019; Han et al., 2009; Jeong and Ko, 

2016; Kim and Lee, 2020; Kim, Park and Nam, 2019; Lee et al., 2014; 

Lee, 2013; Lim and Kim, 2018; Oh and Kim, 2018; Park and Hong, 2020; 

Park, 2015; Yi, 2021) 등 에서 성별은 기본적인 인구사회적 특성으로 

선정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남성을 기준집단으로 하였다(Choi, 2016). 

 

③  연령 

선행연구(Cho, 2019; Choi, 2016; Han et al., 2009; Jeong and Ko, 

2016; Kim and Lee, 2020; Kim, Park and Nam, 2019;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 2020; Lee, 2013; Lim and Kim, 2018; Oh and Kim, 

2018; Park and Hong, 2020; Park, 2015)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연령을 

대상자의 주민등록상의 만 나이로 ‘65-69 세’,‘70-74세’,        

‘75-80세’,‘80 세 이상’인 네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④  혼인상태 

선행연구(Han et al., 2009; Kim and Lee, 2020; Kim, Park and Nam, 

2019; Lee, 2013; Lim and Kim, 2018; Oh and Kim, 2018; Park and Hong, 

2020; Park, 2015; Yi, 2021)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조사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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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유배우(기혼)’, ‘사별(기혼)’, ‘미혼/이혼(기혼)/별거 

(기혼)’인 세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노인에서 배우자 사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사별’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⑤ 가구형태 

선행연구(Choi, 2016; Han et al., 2009; Lee et al., 2014; Lim and 

Kim, 2018; Oh and Kim, 2018)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노인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노인동거가구(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부모, 

친척(형제자매 포함), 비혈연, 기타)’인 세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⑥ 거주지역 

선행연구(Han et al., 2009; Lee, 2013; Lim and Kim, 2018; Yi, 

2021)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노인실태조사 표본설계를 참고하여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와 중소도시(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의 동부, 

세종특별자치시의 동부)를 합하여‘도시’,‘농어촌(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의 읍·면지역,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인 두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⑦ 교육수준 

선행연구(Cho, 2019; Choi, 2016; Han et al., 2009; Jeong and Ko, 

2016; Kim, Park and Nam, 2019; Lee, 2013; Lim and Kim, 2018; Oh and 

Kim, 2018; Park and Hong, 2020; Park, 2015; Yi, 2021)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무학(글자모름, 글자해독)’,‘초졸’,‘중졸’, 

‘고졸이상’ 인 네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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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연간 가구소득 

선행연구(Choi, 2016; Han et al., 2009; Jeong and Ko, 2016; Kim 

and Lee, 2020; Lee et al., 2014; Lee, 2013; Lim and Kim, 2018; Oh 

and Kim, 2018; Yi, 2021)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 

조사매뉴얼에 따르면 조사 전년도 (2016.1.1-2016.12.31) 동안 

연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임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사적 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타공적급여, 기타 소득)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과 그 외 가구원의 수입을 합한 가구소득을 

가구 균등화 소득산정방법(가구 균등화=연간 가구 총 소득 / √가구 

구성원 수)으로 보정하여 사용하였다. 산출된 값을 사분위수로 나누어 

‘lowest(855 만원이하)’,‘second lowest(1,286 만원이하)’,   

‘second highest (2,062 만원이하)’,‘highest(2,062만원 초과)’인   

네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⑨ 의료급여 수급여부 

선행연구(Oh and Kim, 2018)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인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KIHASA, 2017). 

본 연구에서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수급자’,‘비수급자’인 두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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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1) 사회적지지 및 사회환경 특성 

선행연구(Oh and Kim, 2018)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환경 특성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음을 밝히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변수를 선정하였다. 

 

① 단체활동 여부 

선행연구(Jeong and Ko, 2016)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2017 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단체참여 여부에 대해 동호회(클럽활동), 친목단체 

(동창회, 계모임 등), 정치사회 단체로 항목을 나누어 설문했으며, 본 

연구에서는 ‘3가지 단체 중 하나이상 참여’를 ‘참여’,‘3 가지 단체 

모두 참여 안함’을‘비참여’인 두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② 친인척(형제자매 포함) 및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지난 1년간 따로 사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및 

친구/이웃/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질문으로 선행연구(Jeong and Ko, 

2016; Kim, Park and Nam, 2019; Yi, 2021)를 참고하여‘주 1회이상’,              

‘월 1회이상’,‘거의 없음’인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 

  

(2)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 

가) 건강행태 특성 

① 흡연 

선행연구(Han et al., 2009; Jeong and Ko, 2016; Kim and Lee, 

2020; Lee, 2013; Oh and Kim, 2018; Park, 2015)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전자담배도 포함하여 현재 흡연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현재 흡연자’,‘비흡연자’인 두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 16 - 

 

② 음주 

선행연구(Han et al., 2009; Jeong and Ko, 2016; Kim and Lee, 

2020; Lee, 2013; Oh and Kim, 2018; Park, 2015)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지난 1년간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는지에 대한 

질문으로‘연 1회이상~매일’ 응답을‘현재 음주자’,‘최근 1 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음’ 응답을‘비음주자’인 두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③ 신체활동여부 

  선행연구(Han et al., 2009; Jeong and Ko, 2016; Kim, Park and 

Nam, 2019; Lee, 2013; Park, 2015)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주 

1회이상, 한 번에 연속적으로 10 분이상 운동을 한 경우를 기준으로 

‘예’,‘아니오’인 두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④ 영양상태  

선행연구(Lee, 2013; Park, 2015)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지난 

1개월 간을 기준으로 영양선별도구(Nutrition Screening Initiative, 

NSI)로 조사된 자료이며 총 10 개 항목에 총점 21점을 기준으로 

‘ 양호(0-2점)’, 영양관리 주의(3-5 점)와 영양관리 개선 필요     

(6점 이상)를 합하여‘불량’인 두 개의 군으로 재분류하였다. 

 

⑤ BMI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과 대한비만학회의 기준으로 

‘저체중(<18.5)’,‘정상체중(18.5≤BMI<23)’, 과체중(23≤BMI<25) 과 

비만(25≤)을 합하여‘과체중이상’인 세 개의 군으로 재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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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미충족 의료경험여부 

선행연구(Lee et al., 2014)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2017 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매뉴얼에 따르면,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으로 병의원에는 

보건(지, 진료)소, 한의원 등이 모두 포함 된다. 의료서비스는 치료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예방접종, 조기검진, 건강검진 등),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 의료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이에 대한 

응답인‘있음’과‘없음’인 두 군으로 분류하였다. 

 

⑦ 미충족 치과의료경험여부 

노인의 구강건강은 노인 삶의 질과 음식섭취를 통한 먹는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며,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은 우울증상을 높인다는 선행연구 

(Kim, Jung and Ahn, 2020)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2017 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매뉴얼에 따르면, 응답자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치과진료를 받아야 했지만 원하는 때 진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으로 치과진료에는 치료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구강검진, 

예방치료, 스케일링 등), 보철문(틀니) 제작 및 수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대한 응답인‘있음’과‘없음’인 두 군으로 사용하였다. 

 

나) 건강상태 특성 

① 주관적 건강상태 

선행연구(Cho, 2019; Choi, 2016; Han et al., 2009; Jeong and Ko, 

2016; Kim and Lee, 2020;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 2020; Lee, 

2013; Lim and Kim, 2018; Oh and Kim, 2018; Park, 2015; Yi, 2021)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평소 건강상태에 대한 

확인이며‘매우 건강하다’,‘건강한 편이다’응답을 ‘좋음’,    



 

- 18 - 

 

‘그저 그렇다’응답을‘보통’,‘건강이 나쁜 편이다’와 ‘건강이 매우 

나쁘다’응답을‘나쁨’인 세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② 우울증상 

우울증상은 다수의 선행연구(Cho, 2019; Han et al., 2009; Jeong 

and Ko, 2016; Kim and Lee, 2020; Kim, Park and Nam, 2019; Lee et 

al., 2014; Lee, 2013; Lim and Kim, 2018; Oh and Kim, 2018; Park and 

Hong, 2020; Park, 2015; Yi, 2021)에서 포함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우울증과 함께 15 개문항에 

0-15점을 기준으로 하는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를 사용하였고, 이를 2017 년 노인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참고하여 범주형으로 우울증상 

‘있음(8점이상)’,‘없음(8점미만)’인 두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③ 만성질환 개수 

만성질환은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환으로 

선행연구(Cho, 2019; Choi, 2016; Jeong and Ko, 2016; Kim and Lee, 

2020; Kim, Park and Nam, 2019; Lee, 2013; Oh and Kim, 2018; Park and 

Hong, 2020; Park, 2015)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만성질환 개수를 

‘1개이하’, ‘2개’, ‘3개’,‘4 개이상’인 네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다) 기능상태 특성 

노인에게 있어 노화와 질환으로 인한 기능상태의 저하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살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19 - 

 

① 일상생활활동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선행연구(Cho, 2019; Han et al., 2009; Jeong and Ko, 2016)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노인이 자립적 생활을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7개(옷입기, 세수양·치질·머리감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차려 놓은 

음식 먹기,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입기, 대소변 조절하기) 항목을 측정한 것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을 기준으로 ‘완전 자립’, 부분 및 완전 도움 필요를 합하여 

‘도움필요’인 두 개의 군으로 재분류하였다. 

 

②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IADL) 

선행연구(Han et al., 2009)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함께 노인이 자립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상태 10개(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약 챙겨먹기, 

금전관리, 근거리 외출, 물건구매, 전화 걸고 받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항목으로 측정한 것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을 기준으로‘완전 자립’, 

부분 및 완전 도움 필요를 합하여‘도움필요’인 두 개의 군으로 

재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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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he longest job

  Sex

  Age (yr)

  Marital status

  Household type

  Region

  Education

  Annual household income

  Recipient of Medical Care Aid

  Social activity

  Frequency of relatives visit and contact

  Frequency of friends/neighbors/acquaintances visit and contact

  Smoking

  Drinking

  Physical activity

  Nutritional statusᵃ

  BMI
b

  Unmet needs for health care

  Unmet needs for dental care

  Self reported health

  Depression scaleᶜ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ADL  

  IADL 

Table 2. Study variables and their classification

Categories

Good, Poor

Independent, Dependent

Non-depression, Depression

Underweight (<18.5), Normal (18.5≤BMI<23), Above overweight (≥23)

Health and functioanl status characteristics

≥ once a week, ≥ once a month, Hardly

≥ once a week, ≥ once a month, Hardly

Yes, No

Social surpport and evironment characteristics

Married, Widowed, Never married/divorced/separated

65-69, 70-74, 75-79, ≥80

Alone, Elderly couple, Living with others

Good, Average, Bad

≤1,  2, 3, ≥4

Male, Femal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Yes, No

c
Depression is defined by the score(≥8) measured by the 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SGDS).

a
Nutritional status is defined by the score based on Nutrition Screening Initiative(NSI).

ᵇBMI(kg/㎡) : Body mass index/obesity status defined by BMI based on the 2018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Overweight and Obesity in Korea.

Independent, Dependent

Non-smoker, Current smoker

Non-drinker, Current drinker

Yes, No

Yes, No

Yes, No

White collar   (Managers, Professionals and related workers, Clerks),

Pink collar     (Service workers, Sales workers),

Blue collar (Skilled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Craft and related trades workers

                  Equipment, machine operating and assembling workers

                  Elementary workers

                  Armed forces),

Economically inactive

Lowest, Second lowest, Second highest, Highest

No education(Illiterate, Literat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rban area, Rur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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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에 가구원 가중치를 적용하고 

결측값을 포함하도록 처리하여 SAS version 9.4(SAS Institute Inc.,Cary, 

NC, USA) 통계프로그램으로 시행하였다. 세부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사회적 특성, 

사회적지지와 사회환경 특성,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을 기술분석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냈다. 

 

둘째, 자살생각에 미치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사회적 특성, 

사회적지지와 사회환경 특성,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에 대한 단변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Survey 특성을 반영한 Rao-Scott 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여 

p-value를 제시하였고, p-value <0.05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정의하였다. 

 

셋째, 인구사회적 특성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제변수인 사회적지지 및 사회환경 특성과 건강 및 기능상태특성으로 

보정하여 다변수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체 연구대상자를 

최장기직업군으로 분류하여 다변수분석을 시행하였다. Survey 특성을 

반영한 Logistic regression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고, 분석결과는 

교차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였다. p-value<0.05 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정의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이 1.01037-1.61608로 

확인되었다. 모델의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C-statistic 값을 확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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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Hosmer-Lemeshow test 값을 확인하였다. 

Hosmer-Lemeshow test값은 p-value>0.05 일 때 모델이 적합하다고 

정의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survey 특성을 반영한 Logistic regression 을 

이용하였고, 결과값 도출과정에서 표본수가 충분하지가 않아 test 결과값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려우나 모델 적합도를 판단하는데 참고하는 

목적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또다른 모델 적합도로 Testing Global Null 

Hypothesis 결과값을 확인하였고, p-value<0.000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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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기술분석 

2017년 노인실태조사 대상자 중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자는       

총 9,902명이다. 자살생각에‘예’라고 응답한 노인은 618명으로 전체 

연구대상자의 6.7% 이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3) 

 

주요관심변수인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최장기직업의 경우 

화이트칼라 1,185 명, 핑크칼라 1,738명, 블루칼라 6,035 명, 

비경제활동인구 944명이었다. 성별은 여성이 59.7%로 남성 40.3%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연령은 70-74세 노인이 26.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혼인상태는 유배우자가 62.7%로 사별 32.9%의 약 2배정도로 많았으며, 

미혼/이혼(기혼)/별거(기혼)는 4.4%이었다.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가 

49.5%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고, 거주지역은 도시 65.7%로 농어촌 34.3%에 

비해 약 2배정도 높았다. 교육수준은 초졸 35.1%이 가장 높은 비중이었고, 

그 다음으로 무학(글자모름, 글자해독)이 26.5%를 차지했다. 연간 

가구소득은 4분위수로 나누어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으며, 의료급여 

수급여부는 대부분 비수급자가 98.5%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경우, 단체활동 비참여 노인이 55% 이었고, 

친인척(형제자매 포함)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는 월 1회이상이 7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는 주 1회이상이 

8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흡연은 비흡연자 90.5%, 음주는 

비음주자 74.8%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신체활동을 하는 노인은 67.1%, 

안하는 노인 32.9%에 비해 2배정도 높았다. 영양상태는 양호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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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불량한 노인 35.4%에 비해 2배정도 높았으며, BMI 는 과채중이상이 

55.7%로 절반이상 이었다. 미충족 의료경험이 없는 노인이 91.2%, 미충족 

치과의료경험이 없는 노인이 84.7%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쁨이 40.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울증상은 

없음이 88.4%, 만성질환 개수는 4개이상이 31.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ADL과 IADL은 완전 자립이 각 93.1%, 74.8%으로 나타났다. 

 

최장기직업군별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노인은 화이트칼라 1,185 명 중 

56명(4.9%), 핑크칼라 1,738명 중 138명(8.6%), 블루칼라 6.035 명 중 

383명(6.8%), 비경제활동인구 944 명 중 41명(4.6%)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분석을 통해 최장기직업과 자살생각이 p-value=0.000 

수준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연간 가구소득, 단체참여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개수가 최장기직업군별 차이를 보였다. 

 

가. 화이트칼라 

성별은 남성 71.4%으로 여성 28.6%에 비해 2배이상 높고, 연령은 

70-74세 노인이 28.2%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상이 80.8%로 가장 높고, 무학(글자모름, 글자해독)이 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간 가구소득은 highest 에 속한 노인이 48.1%으로 가장 

많고, Lowest 에 속한 노인이 13.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단체참여여부는 참여하는 노인이 68.4%이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이 

51.9%, 만성 만성질환 개수는 1개이하인 노인이 3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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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핑크칼라 

성별은 여성이 72.2%, 연령은 65-69세 노인이 31.2%, 교육수준은 

초졸이 36.9%, 연간 가구소득은 second highest 에 속한 노인이 26.8%, 

단체참여여부는 참여 안하는 노인이 53.8%,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이 

41.9%, 만성질환 개수는 4개이상인 노인이 3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 블루칼라 

성별은 여성이 55.9%으로 남성 44.1%에 비해 높으나 비슷한 비중을 

나타냈다. 연령은 75-79 세 노인이 26.6%, 교육수준은 초졸이 39.6%으로 

높았다. 연간 가구소득이 lowest 에 속한 노인이 28.2%으로 가장 높고, 

Highest에 속한 노인이 19.6%로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단체참여 

여부는 참여 안하는 노인이 60%,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쁨이 42.4%, 

만성질환 개수는 4개이상인 노인이 32.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라. 비경제활동인구 

성별은 여성이 99.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은 80세이상 

노인이 26.2%으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은 초졸이 39.1%, 연간 가구소득 

highest에 속한 노인이 3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단체참여여부는 참여 안하는 노인이 54.8%로 절반이상 이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쁨이 43.9%, 만성질환 개수는 4개이상인 노인이 3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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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ample by the longest job (N=9,902)

N     (%) N     (%) N     (%) N     (%) N     (%)

The longest job

White collar          1,185 (12.0)

Pink collar          1,738 (17.6)

Blue collar          6,035 (61.0)

Economically inactive             944 (9.5)

Sex

Male          3,994 (40.3)             846 (71.4)             484 (27.9)          2,660 (44.1)                         4 (0.4)

Female          5,908 (59.7)             339 (28.6)          1,254 (72.2)          3,375 (55.9)                     940 (99.6)

Age (yr)

65-69          2,609 (26.4)             316 (26.7)             542 (31.2)          1,519 (25.2)                     232 (24.6)

70-74          2,645 (26.7)             334 (28.2)             493 (28.4)          1,576 (26.1)                     242 (25.6)

75-79          2,525 (25.5)             291 (24.6)             409 (23.5)          1,602 (26.6)                     223 (23.6)

≥80          2,123 (21.4)             244 (20.6)             294 (16.9)          1,338 (22.2)                     247 (26.2)

Marital status

Married          6,206 (62.7)             911 (76.9)             970 (55.8)          3,759 (62.3)                     566 (60.0)

Widowed          3,259 (32.9)             196 (16.5)             658 (37.9)          2,047 (33.9)                     358 (37.9)

Never married/divorced/separated             437 (4.4)               78 (6.6)             110 (6.3)             229 (3.8)                       20 (2.1)

Household type

Alone          2,503 (25.3)             208 (17.6)             511 (29.4)          1,540 (25.5)                     244 (25.9)

Elderly couple          4,899 (49.5)             727 (61.4)             722 (41.5)          3,011 (49.9)                     439 (46.5)

Living with others          2,500 (25.3)             250 (21.1)             505 (29.1)          1,484 (24.6)                     261 (27.7)

Region

Urban area          6,502 (65.7)             946 (79.8)          1,360 (78.3)          3,425 (56.8)                     771 (81.7)

Rural area          3,400 (34.3)             239 (20.2)             378 (21.8)          2,610 (43.3)                     173 (18.3)

Education

No education(Illiterate, Literate)          2,625 (26.5)               11 (0.9)             386 (22.2)          2,053 (34.0)                     175 (18.5)

Elementary school          3,474 (35.1)               75 (6.3)             642 (36.9)          2,388 (39.6)                     369 (39.1)

Middle school          1,583 (16.0)             141 (11.9)             353 (20.3)             913 (15.1)                     176 (18.6)

≥High school          2,220 (22.4)             958 (80.8)             357 (20.5)             681 (11.3)                     224 (23.7)

Annual household income

Lowest          2,466 (24.9)             164 (13.8)             409 (23.5)          1,704 (28.2)                     189 (20.0)

Second lowest          2,481 (25.1)             178 (15.0)             439 (25.3)          1,651 (27.4)                     213 (22.6)

Second highest          2,478 (25.0)             273 (23.0)             466 (26.8)          1,498 (24.8)                     241 (25.5)

Highest          2,477 (25.0)             570 (48.1)             424 (24.4)          1,182 (19.6)                     301 (31.9)

Recipient of Medical Care Aid

    Yes             150 (1.5)               16 (1.4)               26 (1.5)             100 (1.7)                         8 (0.9)

No          9,752 (98.5)          1,169 (98.7)          1,712 (98.5)          5,935 (98.3)                     936 (99.2)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Total (=9,902) Economically inactive (=944)
Variables

White collar (=1,185) Pink collar (=1,738) Blue collar (=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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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ample by the longest job (N=9,902) (continued)

N     (%) N     (%) N     (%) N     (%) N     (%)

Social activity

Yes          4,457 (45.0)             810 (68.4)             803 (46.2)          2,417 (40.1)                     427 (45.2)

No          5,445 (55.0)             375 (31.7)             935 (53.8)          3,618 (60.0)                     517 (54.8)

Frequency of relatives visit and contact

≥once a week          1,765 (17.8)             245 (20.7)             357 (20.5)             966 (16.0)                     197 (20.9)

≥once a month          7,092 (71.6)             858 (72.4)          1,194 (68.7)          4,391 (72.8)                     649 (68.8)

Hardly          1,045 (10.6)               82 (6.9)             187 (10.8)             678 (11.2)                       98 (10.4)

≥once a week          8,534 (86.2)             983 (83.0)          1,507 (86.7)          5,249 (87.0)                     795 (84.2)

≥once a month          1,077 (10.9)             171 (14.4)             183 (10.5)             611 (10.1)                     112 (11.9)

Hardly             291 (2.9)               31 (2.6)               48 (2.8)             175 (2.9)                       37 (3.9)

Smoking

Non-smoker          8,963 (90.5)          1,045 (88.2)          1,601 (92.1)          5,386 (89.3)                     931 (98.6)

Current smoker             939 (9.5)             140 (11.8)             137 (7.9)             649 (10.8)                       13 (1.4)

Drinking

Non-drinker          7,409 (74.8)             800 (67.5)          1,371 (78.9)          4,359 (72.2)                     879 (93.1)

Current drinker          2,493 (25.2)             385 (32.5)             367 (21.1)          1,676 (27.8)                       65 (6.9)

Physical activity

Yes          6,643 (67.1)             954 (80.5)          1,209 (69.6)          3,814 (63.2)                     666 (70.6)

No          3,259 (32.9)             231 (19.5)             529 (30.4)          2,221 (36.8)                     278 (29.5)

Nutritional status

Good          6,399 (64.6)             935 (78.9)          1,077 (62.0)          3,752 (62.2)                     635 (67.3)

Poor          3,503 (35.4)             250 (21.1)             661 (38.0)          2,283 (37.8)                     309 (32.7)

BMI

Underweight             394 (4.0)               47 (4.0)               52 (3.0)             255 (4.2)                       40 (4.2)

Normal          3,990 (40.3)             499 (42.1)             617 (35.5)          2,485 (41.2)                     389 (41.2)

Above overweight          5,518 (55.7)             639 (53.9)          1,069 (61.5)          3,295 (54.6)                     515 (54.6)

Unmet needs for health care

Yes             867 (8.8)               53 (4.5)             188 (10.8)             571 (9.5)                       55 (5.8)

No          9,035 (91.2)          1,132 (95.5)          1,550 (89.2)          5,464 (90.5)                     889 (94.2)

Unmet needs for dental care

Yes          1,515 (15.3)               99 (8.4)             276 (15.9)          1,027 (17.0)                     113 (12.0)

No          8,387 (84.7)          1,086 (91.7)          1,462 (84.1)          5,008 (83.0)                     831 (88.0)

Self reported health

Good          3,562 (36.0)             615 (51.9)             599 (34.5)          2,043 (33.9)                     305 (32.3)

Average          2,321 (23.4)             254 (21.4)             410 (23.6)          1,432 (23.7)                     225 (23.8)

Bad          4,019 (40.6)             316 (26.7)             729 (41.9)          2,560 (42.4)                     414 (43.9)

Depression scale

Non-depression          8,751 (88.4)          1,109 (93.6)          1,521 (87.5)          5,266 (87.3)                     855 (90.6)

Depression          1,151 (11.6)               76 (6.4)             217 (12.5)             769 (12.7)                       89 (9.4)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1          2,555 (25.8)             434 (36.6)             424 (24.4)          1,487 (24.6)                     210 (22.3)

2          2,165 (21.9)             276 (23.3)             354 (20.4)          1,321 (21.9)                     214 (22.7)

3          2,082 (21.0)             222 (18.7)             353 (20.3)          1,285 (21.3)                     222 (23.5)

≥4          3,100 (31.3)             253 (21.4)             607 (34.9)          1,942 (32.2)                     298 (31.6)

ADL

Independent            9,223 (93.1)          1,133 (95.6)          1,601 (92.1)          5,628 (93.3)                     861 (91.2)

Dependent             679 (6.9)               52 (4.4)             137 (7.9)             407 (6.7)                       83 (8.8)

IADL

Independent            7,405 (74.8)          1,050 (88.6)          1,328 (76.4)          4,313 (71.5)                     714 (75.6)

Dependent          2,497 (25.2)             135 (11.4)             410 (23.6)          1,722 (28.5)                     230 (24.4)

Suicidal ideation

Yes             618 (6.2)               56 (4.7)             138 (7.9)             383 (6.4)                       41 (4.3)

No          9,284 (93.8)          1,129 (95.3)          1,600 (92.1)          5,652 (93.7)                     903 (95.7)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Total (=9,902)
Variables

White collar (=1,185) Pink collar (=1,738) Blue collar (=6,035) Economically inactive (=944)

Frequency of friends/neighbors/acquintances

    visit and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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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별 자살생각의 차이: 단변수분석 

인구사회적 특성, 사회지지 및 사회환경 특성,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Rao-scott 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4) 

 

주요관심변수인 인구사회적 특성에서 최장기직업, 연령, 혼인상태, 

가구형태, 교육수준, 연간 가구소득, 의료급여 수급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통제변수에서는 단체활동여부, 친인척(형제자매 

포함)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흡연, 

영양상태, 미충족 의료경험, 미충족 치과의료경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증상, 만성질환 개수, ADL, IADL 에서 자살생각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성별, 거주지역, 음주, 신체활동여부, BMI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최장기직업군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화이트칼라 

혼인상태, 가구형태, 연간 가구소득, 단체참여여부, 친인척 

(형제자매 포함)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영양상태, BMI, 미충족 치과의료경험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증상, 만성질환 개수, IADL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성별,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의료급여 수급여부, 흡연, 음주, 

신체활동여부, 미충족 의료경험여부, ADL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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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핑크칼라 

 혼인상태, 가구형태, 단체활동여부, 친인척(형제자매 포함)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영양상태, 

미충족 의료경험여부, 미충족 치과의료경험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증상, 만성질환 개수, IADL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성별,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연간 가구소득, 의료급여 

수급여부, 흡연, 음주, 신체활동여부, BMI, ADL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 블루칼라 

성별, 혼인상태, 가구형태, 거주지역, 교육수준, 연간 가구소득, 

의료급여 수급여부, 단체활동여부, 친인척(형제자매 포함)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흡연, 영양상태, 

미충족 의료경험여부, 미충족 치과의료경험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증상, 만성질환 개수, ADL, IADL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연령, 음주, 신체활동여부, BMI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라. 비경제활동인구 

 성별, 혼인상태, 의료급여 수급여부, 단체활동여부,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신체활동여부, 영양상태, 미충족 

치과의료경험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증상, 만성질환 개수, ADL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연령, 가구형태, 거주지역, 

교육수준, 연간 가구소득, 친인척(형제자매 포함)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흡연, 음주, BMI, 미충족 의료경험여부, IADL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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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ngest job

White collar           56 (4.9) (3.55 -6.24)

Pink collar         138 (8.6) (7.08 -10.11)

Blue collar         383 (6.8) (6.09 -7.53)

Economically inactive           41 (4.6) (3.06 -6.04)

Sex

Male         218 (6.0) (5.18 -6.86)           35 (4.4) (2.88 -5.97)           34 (8.4) (5.50 -11.27)         147 (6.0) (4.98 -7.04) 2 (41.5) (0.00 -92.04)

Female         400 (7.2) (6.41 -7.89)           21 (6.0) (3.33 -8.60)         104 (8.7) (6.92 -10.46)         236 (7.5) (6.52 -8.55) 39 (4.4) (2.92 -5.86)

Age (yr)

65-69         183 (7.5) (6.38 -8.62)           19 (5.8) (3.04 -8.51)           49 (10.1) (7.26 -13.00)         103 (7.3) (5.81 -8.70) 12 (5.0) (1.98 -7.92)

70-74         164 (6.5) (5.43 -7.49)           12 (3.7) (1.58 -5.74)           38 (7.4) (4.99 -9.85)         108 (7.4) (5.92 -8.80) 6 (3.2) (0.59 -5.77)

75-79         155 (6.9) (5.75 -8.02)           18 (7.3) (3.82 -10.77)           29 (8.1) (5.06 -11.17)           99 (7.0) (5.54 -8.41) 9 (3.6) (1.15 -6.02)

≥80         116 (5.3) (4.29 -6.40)             7 (2.7) (0.61 -4.78)           22 (7.4) (4.02 -10.70)           73 (5.3) (3.95 -6.56) 14 (6.2) (2.71 -9.68)

Marital status

Married         290 (5.0) (4.42 -5.64) 33 (3.5) (2.27 -4.77) 61 (6.7) (4.93 -8.45) 178 (5.3) (4.44 -6.08) 18 (3.1) (1.53 -4.64)

Widowed         247 (7.8) (6.74 -8.80) 17 (8.8) (4.55 -13.10) 55 (8.5) (6.14 -10.88) 154 (7.6) (6.33 -8.89) 21 (6.6) (3.63 -9.54)

Never married/divorced/separated           81 (20.3) #### -24.56) 6 (9.7) (1.76 -17.55) 22 (24.8) #### -34.48) 51 (22.6) #### -28.57) 2 (9.4) (0.00 -21.93)

Household type

Alone         239 (10.6) (9.22 -12.04) 19 (9.8) (5.30 -14.24) 55 (12.5) (9.01 -15.90) 148 (10.7) (8.92 -12.52) 17 (7.1) (3.69 -10.54)

Elderly couple         223 (5.0) (4.27 -5.64) 28 (3.9) (2.39 -5.33) 43 (6.3) (4.30 -8.21) 139 (5.2) (4.29 -6.12) 13 (2.9) (1.25 -4.62)

Living with others         156 (6.3) (5.20 -7.32) 9 (3.7) (1.07 -6.39) 40 (8.3) (5.61 -11.01) 96 (6.3) (4.94 -7.65) 11 (4.8) (1.67 -7.95)

Region

Urban area         434 (6.9) (6.25 -7.64) 45 (5.0) (3.50 -6.59) 112 (8.6) (6.93 -10.31) 246 (7.5) (6.47 -8.44) 31 (4.2) (2.58 -5.76)

Rural area         184 (6.1) (5.13 -6.98) 11 (4.3) (1.70 -6.87) 26 (8.5) (5.14 -11.88) 137 (5.8) (4.78 -6.86) 10 (6.3) (2.35 -10.35)

Education

No education(Illiterate, Literate)         204 (8.1) (6.96 -9.33) 1 (10.4) (0.00 -29.62) 36 (9.0) (5.83 -12.19) 156 (8.2) (6.88 -9.61) 11 (5.3) (2.06 -8.48)

Elementary school         209 (6.5) (5.55 -7.39) 5 (5.2) (0.58 -9.75) 45 (7.3) (5.08 -9.57) 147 (6.7) (5.52 -7.78) 12 (4.0) (1.59 -6.42)

Middle school           91 (6.6) (5.19 -8.07) 8 (6.2) (1.88 -10.54) 28 (9.6) (5.87 -13.25) 47 (5.9) (4.11 -7.67) 8 (4.6) (1.08 -8.05)

≥High school         114 (5.6) (4.51 -6.65) 42 (4.6) (3.17 -6.12) 29 (9.3) (5.91 -12.77) 33 (5.1) (3.24 -6.93) 10 (4.8) (1.70 -7.93)

Annual household income

Lowest         225 (10.3) (8.93 -11.71) 14 (10.0) (4.69 -15.25) 44 (11.3) (7.75 -14.79) 153 (10.3) (8.67 -12.02) 14 (8.3) (3.87 -12.68)

Second lowest         161 (7.2) (6.03 -8.39) 14 (8.0) (3.74 -12.24) 37 (9.9) (6.50 -13.23) 102 (6.7) (5.35 -8.11) 8 (4.4) (1.14 -7.57)

Second highest         128 (5.2) (4.22 -6.18) 16 (5.2) (2.56 -7.86) 29 (6.8) (4.22 -9.37) 72 (4.8) (3.56 -6.01) 11 (4.3) (1.52 -7.11)

Highest         104 (4.6) (3.64 -5.50) 12 (2.6) (1.06 -4.11) 28 (7.2) (4.47 -9.98) 56 (5.0) (3.62 -6.40) 8 (2.9) (0.72 -5.05)

Recipient of Medical Care Aid

Yes           14 (12.6) (6.01 -19.21)             1 (9.2) (0.00 -26.22)             1 (3.8) (0.00 -11.17)           10 (13.9) (5.33 -22.44)             2 (26.1) (0.00 -59.31)

No         604 (6.6) (6.02 -7.13)           55 (4.8) (3.50 -6.18)         137 (8.7) (7.13 -10.18)         373 (6.7) (5.96 -7.40)           39 (4.3) (2.88 -5.79)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weighted %, 95% confidence limits for weighted percent).

P-values are analyzed by Rao-Scott Chi-square test.

Yes Yes Yes Yes Yes

(95% CI) (95% CI) (95% CI) (95% CI) (95% CI)

0.043

0.053

0.048 0.092 0.402

0.264

0.737 0.665

Total (=9,902)

P-value
N (Weighted %)

0.042

0.005 0.004 <.0001 0.086

0.113

0.502 0.382 0.024 0.007

0.637 0.956 0.028

0.940

0.175 0.466

Table 4. Difference in suicidal ideation ('Yes') across categories for each variable by the longest job (N=9,902)

Variables

White collar (=1,185) Pink collar (=1,738)  Blue collar (=6,035) Economically inactive (=944)

P-value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P-value P-value P-value

0.296 0.859 0.042 0.001

0.001 0.133 <.0001

0.004 <.0001 <.0001

0.000

<.0001

<.0001

0.139

0.019

<.000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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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activity

Yes         207 (4.9) (4.20 -5.61) 28 (3.4) (2.05 -4.68) 47 (6.2) (4.32 -8.00) 122 (5.5) (4.45 -6.49) 10 (2.3) (0.81 -3.84)

No         411 (8.2) (7.38 -9.07) 28 (8.0) (4.99 -11.10) 91 (10.8) (8.45 -13.12) 261 (7.8) (6.79 -8.80) 31 (6.4) (3.99 -8.77)

≥once a week         103 (6.0) (4.81 -7.29) 10 (3.7) (1.08 -6.24) 28 (8.4) (5.14 -11.61) 57 (6.2) (4.50 -7.87) 8 (4.4) (1.17 -7.60)

≥once a month         387 (5.9) (5.26 -6.52) 34 (4.2) (2.73 -5.67) 84 (7.5) (5.82 -9.27) 243 (6.0) (5.22 -6.85) 26 (4.2) (2.48 -5.92)

Hardly         128 (12.7) #### -14.94) 12 (15.0) (6.83 -23.25) 26 (15.5) (9.53 -21.41) 83 (12.4) (9.74 -15.13) 7 (7.0) (1.35 -12.69)

Frequency of friends/neighbors/acquintances visit and contact

≥once a week         498 (6.3) (5.69 -6.87) 38 (4.1) (2.70 -5.43) 114 (8.2) (6.65 -9.84) 318 (6.6) (5.81 -7.34) 28 (3.6) (2.19 -5.00)

≥once a month           83 (7.2) (5.54 -8.79) 14 (7.6) (3.49 -11.70) 16 (8.1) (4.00 -12.14) 45 (6.8) (4.71 -8.95) 8 (6.7) (1.63 -11.85)

Hardly           37 (14.5) (9.87 -19.09) 4 (14.1) (0.63 -27.61) 8 (19.0) (6.23 -31.79) 20 (12.6) (7.15 -18.12) 5 (16.6) (2.52 -30.65)

Smoking

Non-smoker         541 (6.4) (5.86 -7.02) 51 (5.1) (3.62 -6.54) 123 (8.3) (6.71 -9.80) 327 (6.5) (5.76 -7.26) 40 (4.5) (3.01 -6.01)

Current smoker           77 (8.6) (6.64 -10.66) 5 (3.6) (0.33 -6.86) 15 (12.0) (5.84 -18.26) 56 (9.1) (6.60 -11.55) 1 (7.0) (0.00 -20.35)

Drinking

Non-drinker         471 (6.8) (6.14 -7.44) 47 (5.7) (4.02 -7.40) 103 (8.1) (6.48 -9.82) 282 (7.0) (6.16 -7.90) 39 (4.6) (3.05 -6.14)

Current drinker         147 (6.3) (5.26 -7.41) 9 (3.2) (1.04 -5.39) 35 (10.1) (6.63 -13.53) 101 (6.3) (5.00 -7.58) 2 (4.0) (0.00 -9.54)

Physical activity

Yes         393 (6.3) (5.64 -6.96) 43 (4.7) (3.23 -6.19) 94 (8.5) (6.67 -10.28) 233 (6.5) (5.65 -7.43) 23 (3.4) (1.94 -4.79)

No         225 (7.5) (6.43 -8.49) 13 (5.7) (2.53 -8.87) 44 (8.9) (6.12 -11.67) 150 (7.3) (6.06 -8.52) 18 (7.4) (3.72 -11.13)

Nutritional status

Good         232 (3.9) (3.39 -4.45) 32 (3.6) (2.32 -4.93) 48 (4.7) (3.32 -6.18) 133 (3.9) (3.23 -4.63) 19 (2.9) (1.54 -4.27)

Poor         386 (12.1) #### -13.31) 24 (10.0) (5.82 -14.11) 90 (15.2) #### -18.43) 250 (11.9) #### -13.47) 22 (7.9) (4.40 -11.41)

BMI

Underweight           38 (9.8) (6.57 -13.12)             6 (14.3) (3.19 -25.36)             6 (9.2) (1.36 -17.10)           23 (8.9) (5.10 -12.80)             3 (10.0) (0.00 -21.53)

Normal         244 (6.7) (5.80 -7.57)           23 (5.0) (2.81 -7.20)           54 (9.6) (6.96 -12.29)         146 (6.4) (5.33 -7.53)           21 (5.8) (3.19 -8.38)

Above overweight         336 (6.4) (5.70 -7.16)           27 (4.1) (2.51 -5.66)           78 (8.0) (6.11 -9.87)         214 (6.9) (5.93 -7.90)           17 (3.2) (1.54 -4.82)

Experience of unmet health care

Yes         122 (15.5) #### -18.24)             4 (9.9) (0.33 -19.46)           32 (19.3) #### -25.96)           83 (15.5) #### -18.86)             3 (7.5) (0.00 -16.09)

No         496 (5.8) (5.30 -6.39)           52 (4.7) (3.34 -6.02)         106 (7.3) (5.86 -8.81)         300 (5.9) (5.20 -6.63)           38 (4.4) (2.88 -5.85)

Experience of unmet dental care

Yes         169 (12.0) #### -13.85)           11 (12.5) (5.26 -19.81)           33 (13.7) (8.93 -18.39)         116 (11.6) (9.44 -13.78)             9 (10.9) (3.85 -18.00)

No         449 (5.7) (5.17 -6.30)           45 (4.2) (2.93 -5.54)         105 (7.7) (6.15 -9.28)         267 (5.8) (5.09 -6.58)           32 (3.6) (2.30 -4.96)

Self reported health

Good         103 (3.0) (2.36 -3.59)           14 (2.2) (1.00 -3.41)           19 (3.5) (1.83 -5.13)           66 (3.3) (2.47 -4.20)             4 (1.3) (0.00 -2.53)

Average         134 (6.4) (5.30 -7.59)           14 (6.0) (2.71 -9.26)           32 (8.8) (5.66 -11.96)           79 (6.1) (4.67 -7.48)             9 (4.6) (1.41 -7.81)

Bad         381 (10.3) (9.24 -11.41)           28 (9.2) (5.72 -12.75)           87 (13.1) #### -15.93)         238 (10.2) (8.87 -11.58)           28 (7.0) (4.24 -9.71)

Depression scale

Non-depression         398 (4.8) (4.29 -5.29) 36 (3.3) (2.18 -4.46) 94 (6.4) (5.05 -7.81) 244 (4.9) (4.29 -5.61) 24 (3.0) (1.71 -4.21)

Depression         220 (21.1) #### -23.84) 20 (28.5) #### -39.73) 44 (23.8) #### -30.57) 139 (19.6) #### -22.84) 17 (19.7) #### -29.12)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1           73 (3.2) (2.43 -3.97) 10 (2.7) (0.98 -4.46) 12 (3.7) (1.57 -5.75) 45 (3.2) (2.24 -4.23) 6 (3.1) (0.53 -5.61)

2           98 (4.7) (3.68 -5.69) 7 (2.5) (0.62 -4.43) 18 (5.4) (2.75 -8.10) 70 (5.6) (4.19 -7.03) 3 (0.9) (0.00 -1.85)

3         124 (6.5) (5.29 -7.72) 11 (4.4) (1.62 -7.16) 32 (10.9) (7.03 -14.79) 74 (6.2) (4.70 -7.69) 7 (3.3) (0.80 -5.72)

≥4         323 (11.4) #### -12.70) 28 (12.0) (7.52 -16.56) 76 (13.0) (9.92 -16.00) 194 (11.2) (9.54 -12.80) 25 (9.1) (5.34 -12.86)

ADL

Independent           546 (6.4) (5.81 -6.95) 52 (4.9) (3.49 -6.25) 119 (8.2) (6.64 -9.75) 343 (6.5) (5.80 -7.27) 32 (4.1) (2.57 -5.55)

Dependent           72 (10.8) (8.19 -13.33) 4 (5.4) (0.00 -10.94) 19 (13.5) (7.30 -19.60) 40 (10.9) (7.42 -14.31) 9 (9.4) (2.74 -16.05)

IADL

Independent           397 (5.9) (5.27 -6.49) 41 (4.0) (2.71 -5.30) 90 (7.5) (5.90 -9.16) 239 (6.1) (5.30 -6.93) 27 (4.3) (2.57 -5.97)

Dependent         221 (9.4) (8.10 -10.71) 15 (12.2) (6.06 -18.31) 48 (12.6) (8.85 -16.30) 144 (8.9) (7.36 -10.42) 14 (5.5) (2.37 -8.5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weighted %, 95% confidence limits for weighted percent).

P-values are analyzed by Rao-Scott Chi-square test.

Yes Yes Yes Yes Yes

0.0002 0.006 0.001 0.489

<.0001 <.0001 <.0001 <.0001

0.8407 0.053 0.003 0.038

<.0001

0.146 <.0001 <.0001 0.381

0.001 0.006 <.0001 0.003

<.0001 <.0001 <.0001 0.004

<.0001 <.0001 <.0001

0.016 0.562 0.376 0.096

0.120 0.298 0.360 0.852

0.558 0.801 0.325 0.015

0.002

0.471 0.182 0.029 0.658

0.006

0.000 <.0001 <.0001 0.002

0.527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0.001 0.002 0.002

(95% CI) (95% CI) (95% CI) (95% CI)
P-value P-value P-value

White collar (=1,185) Pink collar (=1,738)  Blue collar (=6,035) Economically inactive (=944)

P-value

0.014 0.044 0.0147

Variables

Frequency of relatives visit and contact

0.000 0.007 <.0001

<.0001

<.0001

(95% CI)

<.0001

<.0001

<.0001

<.0001

0.021

0.487

0.057

<.0001

0.066

<.0001

<.0001

<.0001

Total (=9,902)

P-value
N (Weighted %)

<.0001

Table 4. Difference in suicidal ideation ('Yes') across categories for each variable by the longest job (N=9,90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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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사회적 특성과 자살생각의 관련성: 다변수 분석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와 사회환경 특성,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으로 통제하여 survey 특성을 

반영한 Logistic regression 을 시행하였다. 단변수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변수들도 포함하여 다변수 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 5) 

모델의 타당도 검정을 위해 C-statistic 값을 확인한 결과 0.771 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Hosmer-Lemeshow test 값을 

확인한 결과 0.115 으로 나타났다. 최장기직업군별로 살펴보면, 

화이트칼라에서 C-statistic 값은 0.839, Hosmer-Lemeshow test 값은 

0.817 로 나타났다. 핑크칼라에서 C-statistic 값은 0.761, Hosmer-

Lemeshow test값은 0.988 로 나타났다. 블루칼라에서 C-statistic 값은 

0.768, Hosmer-Lemeshow test값은 0.114 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 

C-statistic 값은 0.82, Hosmer-Lemeshow test값은 0.181 로 나타났다. 

 

인구사회적 특성의 경우, 최장기직업, 연령, 혼인상태, 연간 

가구소득에서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최장기직업은 

비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는 핑크칼라에서 1.54(95% 

CI, 1.03-2.3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에서 각각 1.21(95% CI, 0.73-1.99), 1.31(95% CI, 0.89-1.9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은 80 세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가 65-69세 노인에서 2.47(95% CI, 1.80-3.40), 70-74 세 

노인에서 1.89(95% CI, 1.39-2.59), 75-79세 노인에서 1.60(95% CI, 1.20-

2.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교차비가 

높아졌다. 혼인상태는 유배우(기혼) 노인을 기준으로 

미혼/이혼(기혼)/별거(기혼) 노인에서 2.51(95% CI, 1.57-3.9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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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사별(기혼) 노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간 가구소득은 lowest 를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는 second 

highest에서 0.67(95% CI, 0.50-0.90), highest 에서 0.71(95% CI, 0.51-

0.9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반면, second lowest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외 성별, 가구형태, 거주지역, 교육수준, 의료급여 수급여부에서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친인척(형제자매 포함)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영양상태, 미충족 의료경험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증상, 만성질환 

개수에서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친인척(형제자매 포함)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는 주 1회이상을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는 

거의없음에서 1.61(95% CI, 1.15-2.2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영양상태는 양호한 노인을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는 불량한 노인에서 

1.66(95% CI, 1.32-2.0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미충족 

의료경험여부는 경험이 없는 노인을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는 있는 

노인에서 1.63(95% CI, 1.24-2.1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을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는 보통에서 1.58(95% CI, 

1.15-2.16), 나쁨에서 1.67(95% CI, 1.21-2.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교차비가 높았다. 우울증상은 

없음을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는 있음에서 3.29(95% CI, 2.61-4.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만성질환 개수가 1개 이하를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는 4개 이상에서 1.95(95% CI, 1.37-2.7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2 개, 3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외 단체활동여부,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흡연, 

음주, 신체활동여부, BMI, 미충족 치과의료경험여부, ADL, IADL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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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직업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군에서 우울증상이 없음을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는 있음에서 화이트칼라 7.83(95% CI, 3.33-

18.43), 핑크칼라 3.34(95% CI, 1.94-5.66), 블루칼라 2.95(95% CI, 2.19-

3.96), 비경제활동인구 7.40(95% CI, 2.89-18.93)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았다(p-value<0.001). 반면, 공통적으로 가구형태, 거주지역, 

의료급여 수급여부, 단체활동참여여부,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음주, BMI, 미충족 치과의료경험여부, ADL, IADL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  화이트칼라 

인구사회적 특성의 경우, 연령에서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80 세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는 65-69 세 

노인에서 5.70(95% CI, 2.11-15.38), 70-74 세 노인에서 3.40(95% CI, 

1.27-9.12), 75-79세 노인에서 3.89(95% CI, 1.43-10.6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통제변수의 경우, 친인척(형제자매 포함)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증상에서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친인척(형제자매 포함)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는 주 1회이상을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는 거의 없음에서 3.48(95% CI, 1.09-11.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주 1회이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을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는 

보통에서 2.67(95% CI, 1.04-6.8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나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외 성별, 혼인상태, 가구형태, 거주지역, 교육수준, 연간 

가구소득, 의료급여 수급여부, 단체활동참여여부,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흡연, 음주, 신체활동여부, 영양상태, BMI,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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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경험여부, 미충족 치과의료경험여부, 만성질환 개수, ADL, IADL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나.  핑크칼라 

인구사회적 특성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에서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80세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는 65-

69 세 노인에서 2.75(95% CI, 1.40-5.4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70-74세 노인, 75-79세 노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무학(글자모름, 글자해독)을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는 중졸에서 

2.11(95% CI, 1.10-4.06), 고졸이상에서 2.24(95% CI, 1.14-4.4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초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통제변수의 경우, 신체활동여부, 영양상태, 미충족 의료경험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증상에서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신체활동을 하는 노인을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는 안하는 노인에서 

0.62(95% CI, 0.40-0.9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영양상태는 

양호한 노인을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는 불량한 노인에서 2.12(95% 

CI, 1.28-3.5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미충족 의료경험이 없는 

노인을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는 있는 노인에서 2.04(95% CI, 1.15-

3.6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을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는 나쁨에서 2.18(95% CI, 1.08-4.4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보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외의 성별, 혼인상태, 가구형태, 거주지역, 연간 가구소득, 

의료급여 수급여부, 단체활동참여여부, 친인척(형제자매 포함)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흡연, 음주, BMI, 

미충족 치과의료경험여부, 만성질환 개수, ADL, IADL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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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블루칼라 

인구사회적 특성의 경우, 연령, 혼인상태, 연간 가구소득에서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80 세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는 65-69세 노인에서 2.33(95% CI, 1.54-3.53), 

70-74세 노인에서 2.09(95% CI, 1.40-3.10), 75-79세 노인에서 1.68(95% 

CI, 1.17-2.4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혼인상태는 유배우(기혼) 

노인을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는 미혼/이혼(기혼)/별거(기혼)한 

노인에서 3.05(95% CI, 1.69-5.4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사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간 가구소득은 lowest 를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는 second highest 에서 0.61(95% CI, 0.42-0.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second lowest와 highest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통제변수의 경우, 친인척(형제자매 포함)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흡연, 영양상태, 미충족 의료경험여부, 우울증상, 만성질환 개수에서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친인척(형제자매 포함)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는 주 1회이상을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는 거의 없음에서 

1.61(95% CI, 1.04-2.4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월 

1회이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흡연은 비흡연자를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는 흡연자에서 1.54(95% CI, 1.05-2.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영양상태는 양호한 노인을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는 불량한 노인에서 1.82(95% CI, 1.36-2.4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미충족 의료경험이 없는 노인을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는 있는 노인에서 1.83(95% CI, 1.30-2.5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만성질환 개수는 1 개이하를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는 

4개이상에서 1.97(95% CI, 1.26-3.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2개와 3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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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성별, 가구형태, 거주지역, 교육수준, 의료급여 수급여부, 

단체활동참여여부,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음주, 

신체활동여부, BMI, 미충족 치과의료경험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ADL, 

IADL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라.  비경제활동인구 

인구사회적 특성의 경우, 성별에서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남성을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교차비는 여성에서 0.06(95% CI, 

0.00-0.9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그 외 변수에서는 우울증상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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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OR OR OR OR

Factors of interest

The longest job (Ref. Economically inactive)

White collar 1.21 (0.73 -1.99)

Pink collar 1.54* (1.03 -2.32)

Blue collar 1.31 (0.89 -1.95)

Sex (Ref. male)

Female 1.07 (0.81 - 1.41) 0.93 (0.43 - 2.00) 0.92 (0.50 - 1.68) 1.18 (0.84 - 1.66) 0.06* (0.00 - 0.92)

Age (yr) (Ref. ≥80)

65-69 2.47*** (1.80 - 3.40) 5.70*** (2.11 - 15.38) 2.75** (1.40 - 5.40) 2.33*** (1.54 - 3.53) 1.58 (0.43 - 5.77)

70-74 1.89*** (1.39 - 2.59) 3.40* (1.27 - 9.12) 1.76 (0.86 - 3.59) 2.09*** (1.40 - 3.10) 0.81 (0.22 - 3.00)

75-79 1.60** (1.20 - 2.15) 3.89** (1.43 - 10.60) 1.40 (0.70 - 2.78) 1.68** (1.17 - 2.43) 0.72 (0.25 - 2.06)

Marital status (Ref. married)

Widowed 1.10 (0.73 - 1.65) 2.44 (0.49 - 12.18) 0.88 (0.41 - 1.91) 0.98 (0.57 - 1.69) 1.56 (0.35 - 6.94)

Never married/divorced/separated 2.51*** (1.57 - 3.99) 1.50 (0.21 - 10.85) 2.30 (0.89 - 5.98) 3.05*** (1.69 - 5.49) 1.29 (0.16 - 10.37)

Household type (Ref. elderly couple)

Alone 1.04 (0.67 - 1.60) 0.85 (0.15 - 4.71) 1.26 (0.52 - 3.02) 0.99 (0.56 - 1.75) 1.37 (0.27 - 6.95)

Living with others 1.12 (0.81 - 1.56) 0.72 (0.24 - 2.19) 1.35 (0.69 - 2.66) 1.15 (0.74 - 1.79) 0.95 (0.28 - 3.20)

Region (Ref. urban area)

Rural area 0.99 (0.80 - 1.23) 0.83 (0.35 - 1.95) 0.97 (0.58 - 1.61) 0.94 (0.71 - 1.23) 1.83 (0.71 - 4.69)

Elementary school 1.10 (0.85 - 1.43) 0.33 (0.04 - 3.05) 1.48 (0.84 - 2.61) 1.02 (0.74 - 1.40) 1.02 (0.36 - 2.90)

Middle school 1.22 (0.87 - 1.70) 0.53 (0.07 - 4.26) 2.11* (1.10 - 4.06) 0.98 (0.63 - 1.52) 0.88 (0.23 - 3.35)

≥High school 1.28 (0.89 - 1.84) 0.51 (0.08 - 3.42) 2.24* (1.14 - 4.41) 0.89 (0.53 - 1.50) 2.06 (0.64 - 6.60)

Annual household income (Ref. lowest)

Second lowest 0.90 (0.70 - 1.15) 0.86 (0.33 - 2.23) 1.19 (0.69 - 2.05) 0.84 (0.62 - 1.15) 0.75 (0.26 - 2.14)

Second highest 0.67** (0.50 - 0.90) 0.83 (0.30 - 2.28) 0.87 (0.47 - 1.62) 0.61** (0.42 - 0.88) 0.95 (0.32 - 2.81)

Highest 0.71* (0.51 - 0.99) 0.45 (0.14 - 1.39) 1.04 (0.50 - 2.15) 0.72 (0.46 - 1.11) 0.66 (0.22 - 1.96)

Yes 1.46 (0.70 - 3.04) 1.22 (0.13 - 11.65) 0.22 (0.02 - 2.28) 1.74 (0.76 - 3.99) 6.60 (0.57 - 76.67)

Ref,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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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Economically inactive (=944)

     (95% CI)

Blue collar (=6,035)White collar (=1,185)

Table 5. Adjusted association between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suicidal ideation ('Yes') for the elderly by the longest job (N=9,902)

(95% CI)
Variables

Total (=9,902)

Recipient of Medical Care Aid (Ref. no)

Pink collar (=1,738)

(95% CI) (95% CI) (95% CI)

Education (Ref. no education(Illiterate, Lit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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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OR OR OR OR

No 1.07 (0.85 - 1.35) 1.34 (0.67 - 2.67) 1.36 (0.81 - 2.28) 0.91 (0.69 - 1.22) 1.54 (0.59 - 4.01)

≥once a month 0.97 (0.75 - 1.25) 1.53 (0.64 - 3.68) 0.89 (0.53 - 1.49) 0.94 (0.67 - 1.33) 1.26 (0.41 - 3.87)

Hardly 1.61** (1.15 - 2.25) 3.48* (1.09 - 11.15) 1.59 (0.80 - 3.18) 1.61* (1.04 - 2.49) 1.56 (0.40 - 6.07)

≥once a month 1.09 (0.81 - 1.45) 1.12 (0.42 - 3.00) 1.03 (0.53 - 1.99) 0.98 (0.65 - 1.46) 2.21 (0.87 - 5.63)

Hardly 1.41 (0.90 - 2.23) 1.30 (0.24 - 7.10) 1.14 (0.43 - 3.01) 1.37 (0.75 - 2.49) 3.12 (0.87 - 11.18)

Smoking (Ref. non-smoker)

Current smoker 1.31 (0.95 - 1.81) 0.73 (0.21 - 2.50) 1.12 (0.56 - 2.24) 1.54* (1.05 - 2.27) 0.42 (0.03 - 6.65)

Drinking (Ref. non-drinker)

Current drinker 1.09 (0.85 - 1.40) 0.59 (0.25 - 1.38) 1.64 (0.99 - 2.72) 0.99 (0.72 - 1.36) 1.53 (0.31 - 7.57)

Physical activity (Ref. yes)

No 0.86 (0.70 - 1.07) 0.74 (0.27 - 2.02) 0.62* (0.40 - 0.96) 0.94 (0.72 - 1.23) 1.01 (0.42 - 2.43)

Nutritional status (Ref. good)

Poor 1.66*** (1.32 - 2.09) 0.53 (0.19 - 1.43) 2.12** (1.28 - 3.51) 1.82*** (1.36 - 2.44) 0.99 (0.45 - 2.19)

BMI (Ref. normal)

    Underweight 1.18 (0.75 - 1.85) 2.31 (0.51 - 10.46) 0.84 (0.28 - 2.51) 1.13 (0.64 - 2.00) 1.04 (0.23 - 4.65)

Above overweight 0.85 (0.70 - 1.05) 0.61 (0.29 - 1.25) 0.73 (0.48 - 1.10) 0.98 (0.75 - 1.27) 0.51 (0.23 - 1.12)

Experience of unmet health care (Ref. no)

Yes 1.63*** (1.24 - 2.16) 0.44 (0.12 - 1.63) 2.04* (1.15 - 3.61) 1.83*** (1.30 - 2.56) 0.51 (0.09 - 2.89)

Experience of unmet dental care (Ref. no)

Yes 0.98 (0.76 - 1.26) 1.69 (0.49 - 5.85) 0.83 (0.47 - 1.47) 0.92 (0.68 - 1.26) 2.15 (0.81 - 5.67)

Self reported health (Ref. good)

Average 1.58** (1.15 - 2.16) 2.67* (1.04 - 6.83) 1.82 (0.87 - 3.80) 1.32 (0.89 - 1.95) 2.81 (0.62 - 12.70)

Bad 1.67** (1.21 - 2.29) 1.24 (0.45 - 3.41) 2.18* (1.08 - 4.41) 1.48 (0.98 - 2.22) 2.46 (0.52 - 11.71)

Depression scale (Ref. non-depression)

Depression 3.29*** (2.61 - 4.15) 7.83*** (3.33 - 18.43) 3.34*** (1.97 - 5.66) 2.95*** (2.19 - 3.96) 7.40*** (2.89 - 18.93)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Ref. ≤1)

2 1.08 (0.76 - 1.52) 0.58 (0.19 - 1.79) 1.04 (0.45 - 2.42) 1.29 (0.85 - 1.98) 0.24 (0.06 - 1.05)

3 1.27 (0.88 - 1.83) 1.19 (0.39 - 3.66) 2.01 (0.90 - 4.50) 1.16 (0.72 - 1.86) 0.77 (0.19 - 3.10)

≥4 1.95*** (1.37 - 2.76) 3.00 (0.95 - 9.47) 1.79 (0.81 - 3.98) 1.97** (1.26 - 3.08) 1.83 (0.47 - 7.14)

ADL (Ref. Independent)

Dependent 0.98 (0.68 - 1.39) 0.34 (0.05 - 2.23) 0.77 (0.35 - 1.70) 1.18 (0.76 - 1.82) 1.04 (0.19 - 5.73)

IADL (Ref. Independent)

Dependent 1.04 (0.80 - 1.36) 2.13 (0.91 - 4.98) 1.64 (0.91 - 2.97) 0.92 (0.67 - 1.27) 0.33 (0.09 - 1.23)

C-statistics

Hosmer-Lemeshow test

Ref,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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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0.820

0.181

0.768

0.114

0.771 0.839 0.761

0.115 0.817 0.988

Variables
Total (=9,902) White collar (=1,185) Pink collar (=1,738) Blue collar (=6,035) Economically inactive (=944)

(95% CI) (95% CI) (95% CI) (95% CI)      (95% CI)

Table 5. Adjusted association between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suicidal ideation ('Yes') for the elderly by the longest job (N=9,902) (continued)

Control factors

Frequency of relatives visit and contact

(Ref. ≥once a week)

Frequency of friends/neighbors/acquintances

     visit and contact (Ref. ≥once a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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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노인의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사회통합실태조사 

(Yi, 2021), 노인실태조사(Cho, 2019; Jeong and Ko, 2016; Kim, Park and 

Nam, 2019; Lim and Kim, 2018; Park and Hong, 2020), 

국민건강영양조사(Han et al., 2009; Lee et al., 2014; Lee, 2013), 

한국의료패널(Kim and Lee, 2020; Park, 2015), 노인대학이나 노인정 등 

특정장소조사자료(Oh and Kim, 2018) 등 다양한 자료원을 이용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대상자수가 상당히 적은 것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에 본 연구는 2017 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노인실태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노인을 모집단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된 자료로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노인대상자수를 

다른 자료원에 비해 2~3 배정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수의 결측치 

이외에 대리응답자와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치매 대상자를 결측하였다. 

이는 인지기능장애가 없고 본인이 응답한 노인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Cho, 

2019; Oh and Kim, 2018)와 같은 맥락이다. 

 

종속변수는 자살생각이며 자살생각의 기준은 원시자료에 따라 

상이했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만 60세 이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일부 선행연구 에서는‘최근 1년 동안’을 기준으로 

하거나(Han et al., 2009; Lee, 2013; Park, 2015), 척도 중 Kovacs와 

Weissman(1979)가 개발한 Becj Scale for Suicide Ideation(SSI)을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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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Oh, Kim(1990)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한(Oh and Kim, 2018)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Jeong and Ko, 2016)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성, 

건강특성, 가족 및 지역사회적 특성 등 전반적으로 노인의 자살생각 

영향요인을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는 2017 년 노인실태조사 원시자료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는 자살생각의 기준(‘만 60세 이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의 영향이 가장 적은 인구사회적 특성만을 

선정하였고 나머지 변수로 보정하였다. 

 

주요관심변수인 인구사회적 특성으로 대부분의 논문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은 기본적으로 포함하였다. 

 

최장기직업은 다수의 선행연구과 다른 변수이며 본 연구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Cho, 2019; Choi, 2016; Han 

et al., 2009; Jeong and Ko, 2016; Lee, 2013; Park and Hong, 2020; 

Park, 2015)에서는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의 유무를 변수로 

선정하거나, 과거 직업유무를 선정하였다(Oh and Kim, 2018). 그러나    

본 연구는 일생동안 살아오면서 최장으로 일한 직업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상태를 확인하였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를 하나의 군으로 

포함하여 나머지 직업군과 비교하였다. 준거집단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Cho, 2019; Oh and Kim, 2018)에서 

직업유무의 준거집단으로 직업이 없는 군을 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였다. 

성별은 남녀를 하나의 변수로 사용하였으나(Cho, 2019; Choi, 2016; 

Jeong and Ko, 2016; Kim and Lee, 2020; Lee et al., 2014; Oh and Kim, 

2018; Yi, 2021), 일부 선행연구(Lee, 2013; Park and Hong, 2020;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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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에서는 남녀를 나누어 성별분석을 시행하였다. 준거집단으로 일부 

선행연구(Han et al., 2009; Jeong and Ko, 2016)에서는 여성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Cho, 2019; Choi, 2016; 

Kim and Lee, 2020; Lee et al., 2014)에 따라 남성을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연령은 선행연구(Han et al., 2009; Oh and Kim, 2018; Park and 

Hong, 2020)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네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연령을 

연속형 변수(Choi, 2016; Lee et al., 2014)로 분석한 논문도 있으며, 

범주형 변수로 분석한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전기(65-74세)와 

후기(75세이상)인 두 군(Cho, 2019; Jeong and Ko, 2016; Kim and Lee, 

2020; Lee, 2013; Park, 2015),‘65-70세, 71-75 세, 76-80세, 81-85세, 

85세이상’인 다섯 군(Lim and Kim, 2018)으로 분류하였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분석(Jeong and Ko, 

2016; Kim and Lee, 2020; Lim and Kim, 2018; Park and Hong, 

2020)하거나 후기노인(Kim, Park and Nam, 2019)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준거집단으로 일부 선행연구(Han et al., 2009; Kim and Lee, 

2020; Lee, 2013; Park and Hong, 2020)에서는 연령이 가장 낮은 군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Cho, 2019)에 따라 가장 높은 연령을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혼인상태는 선행연구(Cho, 2019)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배우자유무인 두 군으로 

분류하였으나(Han et al., 2009; Kim, Park and Nam, 2019; Lee, 2013; 

Lim and Kim, 2018; Oh and Kim, 2018; Park and Hong, 2020; Park, 2015; 

Yi, 2021), 노인에서 배우자 사별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사별’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Kim, 2000)에 따르면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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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은 노인시기에 견디기 어려운 생애적 사건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특성이기 때문이다. 

가구형태는 선행연구(Choi, 2016)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인 네 군(Lim and Kim, 2018),‘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베우자와 자녀동거, 기타’인 다섯 군(Oh and Kim, 2018)으로 분류하거나, 

배우자동거와 자녀동거를 각각 하나의 변수로 선정(Lee et al., 2014), 

또는 동거 가족 수를 변수로 선정하였다(Han et al., 2009). 

거주지역은 선행연구(Han et al., 2009; Lee, 2013; Lim and Kim, 

2018; Yi, 2021)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교육수준은 선행연구(Choi, 2016; Oh and Kim, 2018)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네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는‘초졸이하, 

중졸이상’또는‘고졸이상, 기타’인 두 군(Lee, 2013; Yi, 2021),‘무학, 

초졸, 중졸이상’또는‘초졸이하, 중고등졸, 대학이상’인 세 군(Cho, 

2019; Kim, Park and Nam, 2019),‘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인 

네 군(Park, 2015),‘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인 다섯 군(Han 

et al., 2009; Jeong and Ko, 2016; Park and Hong, 2020), 

‘무학(글자모름), 무학(글자해독),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학이상’인 

여섯 군 (Lim and Kim, 2018)으로 다양하게 분류되었다. 

연간 가구소득은 선행연구(Jeong and Ko, 2016; Lim and Kim, 2018)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수입을 가구균등화하여 사분위수로 분류하였다. 

일부 선행연구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분류하거나(오윤정, 김향동, 

2018; 이승희, 2013; 이향미, 2021; 이현경 et al., 2014; 최광수, 2016; 

한삼성 et al., 2009),‘하위 20%, 그 외’인 두 군 (Kim and Lee, 

2020)으로 분류하여 경제상태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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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여부는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장형태로 의료급여 

수급여부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2017 년 노인실태조사 원시자료에 

건강보장형태가 모두 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급여이외에도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일부 선행연구(Oh and Kim, 

2018)외에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건강보장형태를 변수로 포함하지 

않아‘의료급여 수급여부’를 통해 건강보장형태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및 사회환경 특성으로 

단체활동여부, 친인척(형제자매 포함)과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를 살펴보았으나, 일부 선행연구(Oh and Kim, 2018)에서는 Vaux 

등(1986)이 개발한 Social Support Appraisals Scale(SSA)을 Kong(2011)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여 사회적 지지 정도를 확인하였다. 한편, 

사회적지지 및 사회환경특성을 포함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았으며, 이는 본 

연구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단체활동여부를 포함한 논문은 많지 않았다. 일부 선행연구(Jeong and 

Ko, 2016)에서 사회활동 빈도와 만족도를 포함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체활동여부를 확인하였다. 

친인척(형제자매 포함)과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는 세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가족 및 이웃과 연락한 사람 

수(Yi, 2021)를 보았고, 또는 왕래 및 연락빈도를‘거의 안함, 연 1-2회, 

3개월에 1-2회, 월 1-2회, 주 1회, 주 2-3회, 주 4회이상’인 여섯 

군(Jeong and Ko, 2016)으로 자세히 분류하였다. 한편, 일부 선행연구(Cho, 

2019; Jeong and Ko, 2016; Kim, Park and Nam, 2019)에서는 비동거 

생존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의 왕래 및 연락빈도를 변수로 포함하였으나 

2017 년 노인실태조사 원시자료에서 비동거 생존자녀(자녀 배우자 포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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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는 경우를 비해당 처리하였고, 그 수가 대리응답자수 69 명을 

제외하고도 379명이었다. 이 중에 자살생각여부에‘예’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59명으로 전체 연구대상자의 자살생각여부에‘예’라고 응답한 

대상자수의 9.5% 정도 차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대상자수의 충분한 확보를 우선으로 하여 해당 변수를 선정하지 

않았다.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은 선행논문에서 기본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증상, 만성질환 개수를 포함하였다. 

흡연은 선행연구(Han et al., 2009; Jeong and Ko, 2016; Kim and Lee, 

2020; Oh and Kim, 2018; Park, 2015)에 따라 두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일부의 선행연구에서는‘현재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인 세 군(Lee, 

2013)으로 분류하였다. 

음주는 선행연구(Oh and Kim, 2018; Park, 2015)에 따라 두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음주 빈도를 연속형으로 

사용(Jeong and Ko, 2016) 또는 한국형 알코올 장애 선별검사척도를 (Han 

et al., 2009; Lee, 2013) 사용하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문제 

음주여부(Kim and Lee, 2020)를 확인하였다. 

신체활동여부는 선행연구(Han et al., 2009; Kim, Park and Nam, 2019; 

Lee, 2013; Park, 2015)에 따라 두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일부 

선행연구(Jeong and Ko, 2016)에서는 연속형으로 운동 빈도를 확인하였다. 

영양상태는 일부 선행연구(Lee, 2013; Park, 2015)에서 규칙적인 

식사여부 또는 결식(지난 2일간 아침, 점심, 저녁식사 중 섭취한 끼니 중 

1회이상 식사를 결식한 경우)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2017 년 노인실태자료의 영양선별도구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노인의 영양상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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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는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써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미충족 의료 및 미충족 치과의료경험은 노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요인이나 이를 포함한 논문은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 논문(Lee et al., 

2014)에서는 미충족 의료를 포함하였으나 미충족 치과의료를 제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미충족 의료 및 미충족 치과의료경험을 함께 

포함하였고, 이는 본 연구의 차별점이라고 하겠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선행연구(Cho, 2019; Choi, 2016; Oh and Kim, 

2018; Park, 2015)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좋음, 나쁨’인 두 군(Kim and Lee, 2020),‘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인 다섯 군(Han et al., 2009; Jeong and 

Ko, 2016; Lee et al., 2014; Lim and Kim, 2018; Yi, 2021)으로 

분류하였다. 

우울증상은 매우 강력한 노인의 자살생각 예측요인으로 다수의 

선행논문에서 포함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상에 대해 단축형 

노인우울척도로 측정된 값을 두 개의 군으로 범주화 하였으나, 일부 

선행연구(Jeong and Ko, 2016; Kim, Park and Nam, 2019; Lim and Kim, 

2018; Oh and Kim, 2018; Park and Hong, 2020) 에서는 우울척도 값을 

연속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외에 척도를 사용하지 않고 우울증상 여부를 

확인한 논문도 있였다(Han et al., 2009; Kim and Lee, 2020; Lee et al., 

2014; Lee, 2013; Park, 2015). 

만성질환 개수는 네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일부 선행연구 (Oh and 

Kim, 2018)에 따라 처음에는 만성질환 개수를‘0개, 1개, 2개, 

3개이상’으로 분류하였으나 최장기직업군별 분석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Hosmer-Lemeshow test값이 0.0196 으로 모델이 적합하지 않아 범주를 

조정하였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는‘있음, 없음’인 두 군(Choi, 2016;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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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ee, 2020),‘0 개, 1개, 2개이상’또는‘1-2개, 3-4개, 5 개이상’인 

세 군(Cho, 2019; Lee, 2013),‘0개, 1-2개, 3-4개, 5개이상’인 네 

군(Park and Hong, 2020)으로 하거나 연속형(Jeong and Ko, 2016; Kim, 

Park and Nam, 2019) 또는 질환별 유무(Han et al., 2009) 를 확인하는 등 

다양하였다. 

기능상태 특성으로는 선행연구(Han et al., 2009)에 따라 본 연구는 

ADL, IADL 을 선정하였으나, 일부 선행연구(Cho, 2019; Kim and Lee, 2020; 

Lee, 2013; Park, 2015; Yi, 2021)에서 활동제한여부(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계십니까?), 

시력·청력·구강문제 등 을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본 연구는 단변수분석과 다변수분석시 survey 특성을 

반영하였고, 선행연구(Cho, 2019; Lee et al., 2014; Lee, 2013; Park, 

2015)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직접대면조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노인실태조사의 원시자료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단변량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유의한 변수를 

선정하여 다변량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Kim, Park and Nam, 2019; 

Park, 2015). 그 외 분석방법으로 일반적인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거나(Jeong and Ko, 2016; Kim and Lee, 2020; Park and Hong, 

2020), 순위 프로빗 모형을 사용(Yi, 2021)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2017년 노인실태조사의 자료원 특성 및 연구분석방법에 

따른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실태조사는 전국적인 조사로 노인에 대해 대표성을 

가지지만 단면조사자료로 인구사회적 특성과 자살생각의 원인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자살생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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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관계가 있는 인구사회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직업군별로 

비교분석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전국적인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생각’에 대한 대상자수가 적어 최장기직업군별로 분석하였을 때 각 

변수별로 대상자수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는 노인의 자살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대상자수가 적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살생각, 자살시도 

등 자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관된 결과값을 도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연구방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살연구(Lee and Lyu, 2021)가 나오는 만큼 앞으로 자살에 대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수 확보에 다양한 연구시도가 필요하겠다. 

셋째, 직업 변수로 최장기직업군을 통해 살펴보았으나, 최장기직업의 

근로기간을 고려하지 못했다. 근로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으로 직업의 관련성이 미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최장기직업’변수에 근로기간을 보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근로시간, 종사상지위와 같은 직업군 특성을 반영하여 비교연구를 

함으로써 세밀한 직업군별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자살생각의 시점으로‘만 60 세이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자살생각에 대한 응답인 다른 자료원을 

사용한 선행연구(Oh and Chang, 2021)에 비해 자살생각을 정확히 어느 

시점에 했는지 알기 어렵고, 자살생각 전과 후의 건강에 대한 행동, 습관, 

생각 등 개인적 변화를 고려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다섯째, 직업에 따라 집단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직업군별로 

노인의 자살생각에 살펴보았으나, 직업집단의 영향이 개인마다 다르므로 

잘못된 일반화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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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업집단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원을 

이용하여 반복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 9,902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적 특성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최장기직업에 

따라 분석하였다.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에 대해 

사회적지지 및 사회환경 특성, 건강기능 및 기능 상태로 보정하여 survey 

특성을 반영한 Logistic regression 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 및 

고찰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최장기직업에 따라 자살생각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화이트칼라에서 4.9%, 핑크칼라에서 8.6%, 블루칼라에서 6.8%, 

비경제활동인구에서 4.6%가 자살생각 경험이 있었으며, 최장기직업에 따라 

자살생각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최장기직업에 따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특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트칼라에서는 

연령이, 핑크칼라에서는 연령, 교육수준이, 블루칼라에서는 연령, 

혼인상태, 연간 가구소득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는 성별이 노인의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핑크칼라에서 자살생각 경험의 교차비가 1.54배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화이트칼라는 1.21배, 블루칼라에서 1.31배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직업군에 따른 자살률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Yoon et al., 2011)에서 남녀 전체에서 사무-서비스-판매직의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우려되는 집단임을 지적하고, 그 

원인으로 이 집단이 대부분 고용형태 불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와 

이로 인한 우울, 자아존중감 상실이 자살을 증가시킨다고 고찰한 부분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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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다른 선행연구(Park and Hong, 2020)에서 

후기 남성노인에서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하는 노인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나타내 본 연구와 일부분 일치한다. 

반면, 과거직업유무를 살펴본 선행연구(Oh and Kim, 2018)에서는 

과거직업이 없는 경우 자살생각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직업유무를 

살펴본 선행연구(Cho, 2019)에서는 직업유무와 자살생각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고 밝혀 본 연구와 상반된다. 또한 독거노인에서 직업이 있는 노인에 

비해 없는 노인의 자살생각 점수가 높고, 이는 독거노인에게 직업이 없는 

것이 수입원의 상실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선행연구도 

있었다(Sohn, 2012). 이렇게 다양한 결과는 과거에 했던, 또는 과거부터 

이어진 직업군과 직업유무에 따른 자살생각의 관련성에 대한 심도있는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인구사회적 특성의 경우, 성별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은 없었으며, 

이는 선행연구(Han et al., 2009; Lee et al., 2014)와 일치한다. 일부 

선행연구(Cho, 2019)는 독거노인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자살생각에 

영향이 있으나, 동거노인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밝혀 

성별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에 차이가 가구형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남성 노인을 기준으로 여성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이 0.06배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서 

대상자수의 큰 차이 때문으로 여겨진다. 비경제활동인구 남성 노인이 4명, 

여성 노인이 940명이며 이중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남성 노인이 2명, 여성 

노인이 39명으로 다변수분석의 결과값을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연령은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모든 최장기직업군에서 80세이상 

노인에 비해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살생각 경험이 많아졌으며, 특히 

80세이상 노인 대비 65-69세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이 2배이상 많았고 

화이트칼라에서는 65-69세의 교차비가 5.7배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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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동거노인에서 75세이상 노인에 비해 65-74세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독거노인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Cho, 2019)와 일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 

(Lee et al., 2014; Oh and Kim, 2018)에서 연령이 증가할 때마다 

자살생각이 높다는 결과와는 상반된다. 또한 일부 선행연구(Han et al., 

2009)에서는 연령과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이 없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결과는 앞으로 연령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낮은 연령군에서 자살생각의 교차비가 더 높은 이유는 선행연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선행연구 (Kang and Kim, 2018)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지만 실업하는 상태인 직업박탈의 경험이 노인의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며, 이는 후기 노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전기 노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행연구(Lim and Kim, 2018)에 

따르면, 후기노인에 비해 전기노인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제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력하고 의미가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혼인상태의 경우, 유배우 노인을 기준으로 

미혼/이혼(기혼)/별거(기혼)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이 2.51배이며, 

블루칼라에서만 3.05배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유배우에 비해 사별한 

노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배우에 비해 

배우자 없는 집단이 자살생각이 높다고 밝힌 선행연구(Han et al., 2009; 

Oh and Kim, 2018)와 일치한다. 일부 선행연구(Cho, 2019)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사별과 미혼/이혼(기혼) /별거(기혼)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둘다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별한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이 유의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부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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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형태는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이현경 et al., 2014)와 일치한다. 그러나 독거노인인 경우 

자살생각이 더 높다고 밝힌 선행연구(Cho, 2019; Oh and Kim, 2018)와는 

상반되나, 다른 선행연구(Han et al., 2009)에서는 동거가족수와 

자살생각의 연관성은 없었으며 노인에게 단순한 동거보다는 친밀한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거주지역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Han et 

al., 2009)와 일치한다. 그러나 거주지역에 따라 생활환경이나 스트레스 

특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제언하는 선행연구도 있다(Sohn, 2012). 

교육수준은 핑크칼라에서만 무학(글자모름, 글자해독)노인을 기준으로 

중졸, 고졸이상의 자살생각 경험이 각각 2.11배, 2.24배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 높다고 밝힌 선행연구 (Oh 

and Kim, 2018)와 상반된다. 

연간 가구소득은 lowest를 기준으로 second highest와 highest에 속한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이 각각 0.67배, 0.71배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블루칼라에서만 second highest에 속한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이 0.61배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자살생각 

경험률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Cho, 2019)와 일치한다. 반면, 연간 

가구소득이 자살생각에 유의하지 않았던 선행연구(Han et al., 2009; Lee 

et al., 2014)와는 상반된다. 

의료급여 수급여부는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건강보장 형태를 살펴본 선행연구(Oh and Kim, 2018)에서 건강보험보다 

의료보호, 차상위계층이 자살생각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혀 앞으로 

건강보장형태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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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 및 사회환경 특성의 경우, 단체활동여부는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보다 

자살생각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Oh and Kim, 2018) 결과와 

상반된다.  

친인척(형제자매 포함)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는 주 1회이상을 

기준으로 거의 없는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이 1.61배로 나타났으며, 

화이트칼라에서 거의 없는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이 3.48배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블루칼라에서 거의 없는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이 1.61배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림어업종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Yi, 2021). 반면,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는 모든 

군에서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이 없으며, 선행연구(Jeong and Ko, 

2016)의 결과와 일치한다. 

건강행태 특성의 경우, 흡연은 블루칼라에서만 비흡연자를 기준으로 

흡연자의 자살생각 경험이 1.54배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Oh and Kim, 2018)에서 흡연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일부 선행연구(Han et al., 2009)에서는 흡연과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이 없다고 나타냈다.  

음주는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Han et al., 

2009; Jeong and Ko, 2016; Kim and Lee, 2020; Lee, 2013; Oh and Kim, 

2018; Park, 2015)의 결과와 일치한다. 

신체활동여부는 핑크칼라에서만 신체활동을 하는 노인을 기준으로 

안하는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이 0.62배로 유의하게 나타나 선행연구(Han 

et al., 2009)에서 주5회이상 운동한 노인에 비해 전혀 하지 않은 노인의 

자살생각의 교차비가 높게 나온 결과와 상반된다.  

영양상태는 양호한 노인을 기준으로 불량한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이 

1.66배로 많았고, 핑크칼라에서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이 2.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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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칼라에서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이 1.82배로 나타났다. 이는 규칙적인 

식사여부로 분석한 선행연구(Park, 2015)에서 남성 노인에서만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는 노인의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지지한다. 

BMI는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미충족 의료경험은 경험이 없는 노인을 기준으로 있는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이 1.63배 나타났고, 핑크칼라에서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이 1.83배, 

블루칼라에서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이 2.04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Lee et al., 2014)와 일치한다. 반면, 미충족 치과의료경험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을 기준으로 보통, 나쁜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이 각각 1.58배, 1.67배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화이트칼라에서 보통인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이 2.67배, 핑크칼라에서 나쁨인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이 2.18배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Oh and Kim, 2018)이현경 et al., 

2014)와 일치하였으나 가구형태로 나누어 살펴본 선행연구(Cho, 

2019)에서는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반면, 블루칼라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선행연구(Yi, 2021)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우울은 자살생각과 매우 높은 관련성이 있어 우울정도가 심할수록 

자살생각이 커진다(Lim, 2021). 본 연구에서도 모든 군에서 우울증상이 

자살생각 경험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Cho, 2019; 

Han et al., 2009; Lee et al., 2014; Oh and Kim, 2018)에서 자살생각에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밝힌 것과 일치한다. 특히 우울증상 척도를 

범주화하여 결과를 보았음에도 노인의 우울증상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서 자살생각의 교차비가 매우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연속형으로 

살펴본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만성질환 개수는 1개이하를 기준으로 4개이상인 노인의 자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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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1.95배 유의하게 나타났고, 블루칼라에서만 4개이상인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이 1.97배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그 외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Cho, 2019; Oh and Kim, 2018)에서 만성질환 수가 

많을수록 자살생각 경험이 많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기능상태 특성의 경우, ADL과 IADL는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며, 선행연구(Han et al., 2009)와 일치한다. 또한 기능상태를 

활동제한 여부로 살펴본 선행연구(Cho, 2019)와도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최장기직업군별로 확인하였을 때 

성별, 연령, 교육수준, 연간 가구소득, 단체활동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개수에서 상이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화이트칼라에서 다른 

최장기직업군에 비해 여성보다는 남성이 약 2배정도 많고, 교육수준과 

연간 가구소득이 높은 편이며, 단체활동 참여율이 68%로 높고, 만성질환 

개수가 1개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반면, 블루칼라에서 여성이 더 

많으나 남성과 비율이 거의 비슷하고, 교육수준은 무학(글자모름, 

글자해독)과 초졸이 73%를 차지했다. 연간 가구소득은 사분위수 전체적으로 

비슷한 비율이며, 단체활동 참여율이 낮고, 만성질환 개수가 4개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할 

때 접근방식이 최장기직업군별로 달라야 하며, 예로 교육수준이 낮은 

블루칼라에서는 화이트칼라에 비해 더 쉽고 간단한 직관적인 

자살예방교육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에서 최장기직업군별 대상자수를 확인했을 때 

블루칼라군에 속하는 노인인구가 다른 군에 비해서 약 5배정도 많으며, 

전체 연구대상자수에서 61%에 해당한다. 또한, 자살생각을 경험한 노인도 

6.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핑크칼라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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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칼라 노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자살예방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블루칼라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살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노인자살률의 50%는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블루칼라 중 농림어업숙련 종사자가 45.7%로 대략 

절반에 해당하므로 농림어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최장기직업군에 따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미 강력한 자살생각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우울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화이트칼라의 경우 65-69세 대상으로 친인척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를 증대시키고 유지하여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만성질환 개수가 다른 군에 비해 

1개이하가 가장 많은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통으로 

인식하는 노인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건강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화이트칼라 노인을 대상으로 깊이 있고 

자세한 보건상담을 통해 기대치를 만족시킬 필요성이 있다. 핑크칼라의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해 가장 자살생각의 비율이 높게 나왔으므로 

집중적인 자살관리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65-69세의 중졸 또는 

고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영양관리와 미충족 의료경험을 

경감시키고, 주관적 건강상태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블루칼라의 경우, 특히 65-79세의 미혼/이혼(기혼)/별거(기혼) 상태이며, 

연간 가구소득이 낮고 만성질환 개수가 4개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친인척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를 증대시키고 유지하여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금연교육과 영양관리, 미충족 의료경험을 낮추는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최장기직업군과 함께 비교 분석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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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수분석을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거의 없어서 추후 연구에 

비경제활동인구 노인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직업군과는 다른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넷째, IT 의 발달로 재택근무와 같이 새로운 근무형태가 보편화되는 

등 직업구조의 변화와 그로 인한 직업특성의 변화는 직업군에 따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직업군별 인구집단의 변화추이에 대해 연구한 논문을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2011 년대까지 30여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변화, 고연령화 현상, 4 년제 대졸자의 급격한 증가, 임금근로자의 증가, 

임금수준의 변화, 평균 근속년수의 변화 등이 직업군별 변화양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직군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이 달라지고 직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Yoo, Kim and Chung, 2013). 따라서 직업군별로 

집중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직업특성과 

인구집단의 변화에 대응하는 노인자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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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 자살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노인의 자살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과 노인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촉구하고 

있으며, 그 기대치 또한 높아지고 있다. 노인의 자살은 개인적 측면과 

더불어 퇴직, 사회관계 범위의 축소, 경제적 불안정과 같은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본 연구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9,902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최장기직업군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매년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의 직업과 그로 인한 노인의 정신건강을 세밀하게 

살펴보아 기존의 자살예방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단변수 분석 결과, 최장기직업에 따라 자살생각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핑크칼라에서 자살생각 경험의 

교차비가 1.54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변수 분석 결과, 최장기직업에 따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특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트칼라에서는 연령이, 

핑크칼라에서는 연령, 교육수준이, 블루칼라 에서는 연령, 혼인상태, 연간 

가구소득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는 성별이 노인의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반면, 공통적으로 가구형태, 거주지역, 의료급여 

수급여부, 단체활동참여여부,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음주, 

BMI, 미충족 치과의료경험여부, ADL, IADL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가 이용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원시자료는 자살생각을 했던 

시점이 만 60세이상으로 최근의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에 대해 세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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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기 어려운 점이 있어 추후에 노인의 자살생각의 시점에 대해 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 자살연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위해 자살생각 경험을 가진 노인대상자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수집방법 

및 분석방법으로 직접대면조사방법과 동시에 IT 기술을 접목한 빅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최장기직업군에 따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확인하였으나 근로기간과 같은 다양한 직업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였 

으므로 이를 포함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노인에 

대한 유의한 결과가 거의 없었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 

에서는 경제활동인구 노인과 별도로 대상자 선정을 하여 연구 및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또한, 재택근무와 같이 새로운 근무형태가 보편화되는 

등 직업 구조와 직업 특성의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은 노인의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변화에 따른 노인의 정신건강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직업군에 따른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해 후속 연구와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최장기직업군별 비교분석을 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자살의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본 연구가 추후에 노인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노인의 자살률과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키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인의 보건 및 복지정책을 도모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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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betwee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uicidal ideation 

: The longest job-Specific Analysis 

Jimin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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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Woojin Chung, Ph.D.) 

 

The elderly population in Korea is increasing very rapidly du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health and medical 

technology. However,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deteriorated due to the preparation for old age and the weakening of 

their children's supportive consciousness. In particular, the suicide 

rate among the elderly is at a serious level, and numerous studies 

have consistently reported the severity of suicide in the elderly. 

However, a number of studies have focused on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in individual area such as gender, age and household 

type. And domestic studies are insufficient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longest 

job that indicate economic status in socioeconomic area.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 and to perfor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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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using‘the longest job’which is a variable of 

the 2017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This study used the data from 2017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to analyz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by the longest job. Among the 10,299 respondents in 

the survey, 216 proxy responses, 160 respondents who was diagnosed 

with dementia based on doctor’s diagnosis and 21 respondents with 

missing value were excluded, resulting in a total of 9,902 respondents 

for analyses.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AS version 

9.4 and descriptive analyses, Rao-scott Chi-square tests and logistic 

regression that reflected survey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the study, 618 elderly people who answered 'yes' to 

their suicidal ideation were 6.7% of the total study population, and 

the elderly who had suicidal ideation by the longest job were 56(4.9%) 

among 1,185 white-collar, 138(8.6%) among 1,738 pink-collar 383(6.8%) 

among 6,035 blue-collar and 41(4.6%) among 944 economically inactive 

peopl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the longest job and 

suicidal ideation (p-value = 0.000). 

Through the result of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g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uicidal ideation in white-collar, 

age and education were a significant relationship in pink-collar, age, 

marital status and annual household income were a significant 

relationship in blue-collar and gender was a significant in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In addition to control variables, 

frequency of visits and contacts with relatives(including siblings), 

self reported health and depression scale were a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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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in white-collar. Physical activity, nutritional status, 

unmet need for health care, self reported health and depression scale 

were a significant relationship in pink-collar. In blue collar, it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frequency of visits and contact 

with relatives(including siblings), smoking, nutritional status, unmet 

need for health care, self reported health depression scale and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And in the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depression scal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The situation of increase in the participation rate of the elderly 

in economic activity will require to focus on at the elderly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Therefore,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by the longest job is important in terms 

of suicide prevention policies and mental health management among the 

elderly.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reduce the suicide rate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in the future. I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useful 

resource for promoting health and welfar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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