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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의 관련성

배경 및 목적: 자살은 대한민국 청년의 사망원인 1위에 해당하며, 국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최근 급격한 사회 성장과

더불어 사회, 경제적 위협의 결과로 청년층은 고립, 박탈감, 스트레스 등 심리·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 중 자살의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보고되는

사회적 고립은 현상 자체의 문제보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적 결과의 문제

가 더 심각하다.

기존 선행연구는 주로 노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나, 청년을 중심으로 살펴본 심층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

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교적 논의가 부족한 청년층에 주목하여 사

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에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

년층 52,894명을 대상으로 청년층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을 알아보고 그 중 사

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를 사회적 고립으로, 종속변수를 자살생각으로 설정하고, 인구사회

학적 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월간 소득), 건강행태 요인(흡연, 음주, 중

증도 신체활동), 건강상태 요인(우울, 스트레스, 만성질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인구사회학적 요

인, 중증도 신체활동을 제외한 건강행태 요인, 건강상태 요인을 단계적으로 통

제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성별과 연령을 층화한 모형을

추가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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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회적 고립이 있음에 해당하는 군은 3,978명(7.5%)으로 남성 2,226명

(9.0%), 여성 1,752명(6.2%)이며, 최근 1년간 자살생각을 한 군은 2,779명 5.3%

으로 남성 883명(3.6%), 여성 1,896명(6.8%)이었다.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은 모든 요인이 통제된 모델 3에

서 사회적 고립이 있는 군의 자살생각 오즈비가 1.68배(95% CI 1.46-1.92)배로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을 층화한 모형 중 모든 요인이 통제된 모델 3에서 사회

적 고립이 있는 군에서 남성의 자살생각 오즈비는 1.86배(95% CI 1.51-2.29),

여성 1.47배(95% CI 1.23-1.75)로 모두 높았다. 또한, 연령을 층화한 모형 중

모든 요인이 통제된 모델 3에서 19-24세의 사회적 고립이 있는 군의 자살생각

오즈비는 1.46배(95% CI 1.14-1.87), 25-29세 1.82배(95% CI 1.41-2.35), 30-39

세 1.71배(95% CI 1.39-2.11)로 모든 연령군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높았다.

공통 요인으로 가구월간 소득이 높은 군에 비해 낮은 군일 경우, 우울증상

없는 군에 비해 있는 군이,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

의 자살생각 오즈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 본 연구는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 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은 자살생각과 독립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연령을 층화하여 분석한 모형 중 남녀, 모든 연령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자살 예방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향후 청년세대의 중요한 사회연

결망인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상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한 사회적 고립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어: 청년, 사회적 고립, 자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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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청년기는 성인의 첫 시작점으로 부모에게 독립하여 새로운 타인과 사회관계

를 형성하고 중·노년기를 준비하기 위해 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때이다. 이 시

기에는 학업의 종료, 취업, 결혼 등을 통해 주요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감당

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도록 요구받는다(김정은, 박정윤, 문의정,

2019). 그러나 최근 급격한 사회 성장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위협의 결과로 청

년들은 ‘N포 세대’(취업이나 결혼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를 넘어 ‘달

관 세대’(높은 청년 실업률로 좌절한 청년들이 희망도 의욕도 없는 무기력한

세대)로 대변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사회관계를 피하고자 청년

층에서는 회피 중심적 대처로 혼술·혼밥(혼자 술 마시기, 혼자 밥 먹기) 등의

자발적 고립을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양준용, 조병희, 2017). 이들이 마주

한 문제로 형성된 부정적 정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불안, 우울, 자살 등 심

리·정신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청년

들이 향후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김재희, 박은규, 2016).

일반적으로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통합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상호작용이 일

어나는 다양한 인간관계의 양적, 질적 측면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Grenade and Boldy, 2008; Diego, Kim and China, 2017). 사회적 고립은 현

상 자체의 문제보다 고립감으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적 결과의 문제가 더 심각

하다(정은규, 2014). 심혈관계(Brummett et al., 2001), 면역체계의 이상을 가져

오거나(Hermes et al., 2006), 조기 사망률을 높이는(Cacioppo et al., 2011;

Holt-Lunstad et al., 2015) 등 사회적 고립은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친다(이상철, 조준영, 2017). 또한, 사회적 고립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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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행위를 일으키는 강력한 위험요인으로도 보고되고 있다(Bonner and Rich,

1988; 이묘숙, 2012; Tsai et al., 2014; Calati et al., 2019). 따라서, 사회적 고

립을 측정하는 것은 신체·정신의 건강증진뿐 아니라, 자살 예방을 위해 보건

학적으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Wu and Sheng, 2019).

기존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은 주로 노인의 사회문제로서 인식되었으나(박연

환, 강희선, 2008; Cornwell and Waite, 2009; 김영범, 2018), 최근 20대의 사회

적 고립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청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통계개발

원, 2019). 노년기에는 자녀의 독립, 사별, 은퇴 등의 삶의 문제를 경험하고, 혼

자 지내게 되므로 고립 위험요인이 증가한다(Hemingway and Jack, 2013). 청

년층 역시,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전환을 경험하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심리·정신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한국청소년정

책연구원, 2018). 그러므로 비교적 연구가 적은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2019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24.6명으로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평균(11.3명)보다 크게 높으며, OECD 37개 국가 중 자살

률 1위에 해당한다(통계청, 2020). 2011년 이후 감소 경향을 보였으나, 모든 연

령층 중 유일하게 20-30대의 자살률은 계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며, 10-30대의

자살은 동 연령대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20).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따르면 15-29세 청년의 주요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이며, 이는 청년 자살의 문제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함을 보여준다(WHO, 2014). 국내외적으로, 청년층에서 자살률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자살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의해 자기 자신

에게 죽음을 초래하는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정의되며,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보건문제로 다루어지고 있

다(WHO, 2014). 자살생각은 자살에 이르는 과정 중 초기에 해당하는 단계로

(O' Connell et al., 2004), 자살생각을 경험한 사람은 자살계획을 세우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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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Nock et al., 2008). 따라서 자살생각

은 자살시도의 강력한 예측 인자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연령, 성별과 관계없이 우울과 스트레스는 자살의 공통

된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으나(강은정, 2005; 김선영, 정미영, 김경나, 2014; 신

상수, 신영전, 2014; 송나경, 박향경, 노재성, 2019), 연령에 따라서는 특징적인

자살 관련 요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살 관련 연구는 노인·청소년

층에 한정되거나(O’Connell et al., 2004; 김두환, 우혜영, 2014; 남호진, 이석구,

2017; 김은경, 2018; 김민경, 조경원, 2019), 성인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광범위

한 자살 비교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강은정, 2005; 모지환, 배진희, 2011;

Sullivan et al., 2013; 박은옥, 최수정, 2013; Wu et al., 2021).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을 각각 독립적 요

인으로 진행한 연구가 많았으며,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는 노인 또는 청소년 대상이 대부분이었다(하정미, 설연욱, 좌문경, 2010;

이묘숙, 2012; Mezuk et al., 2014; 정일영, 김찬우, 2015; 박진영, 2016; 최봄이,

2021). 사회적 고립이 공중보건의 중요한 관심사라는 일반적 동의에도 불구하

고(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Lubben et al., 2006),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살펴본 심층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교적 논의가 부족한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

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향후 사회적 고립 및 자살 관련 예방 정책 마련에

기초가 되는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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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청년층의 인구사회학적,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요인으로 분류하여 양

상을 알아본다.

둘째,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 양상을 파악한다.

셋째, 청년층의 자살생각 양상을 알아본다.

넷째,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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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청년층과 사회적 고립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은 보통 법에서 명시하는 규정 또는 연구목적에 따라

범위를 구분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

년으로 규정하며, 「청년기본법」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한다. 충남여

성정책개발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계획’(2010)을 살펴보면, 성인기에 해

당하는 20세 이상 39세 이하를 성인 초기로 구분하기도 한다. 정의되는 청년

의 연령은 연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층으로 정의하였다(김선영, 정미영, 김경나, 2014;

김재우, 2018; 송나경, 박향경, 노재승, 2019). 한편, 19-24세의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에 학업을 수행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로 성인기에서 발현성인

기(Emerging adulthood)로 재분류하기도 하며(Arnett, 2000), 「청소년기본법」

에 의해 청소년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세부연령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발현성인기와 법적인 청년의 연령 정의를

반영하여 19-24세, 25-29세, 30-39세로 구분하였다.

청년기는 아동과 성인기의 중간 과도기로 독립된 성인으로의 역할을 감당하

기 위해 가능성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시기이다(김정은, 박정윤, 문의정, 2019).

이 시기의 청년들은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 다양한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야 하는 스트레스와 변화에 대한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된다. Erikson(1968)은

청년기에 타인과의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나, 실패할 경우 사회적 공

허함 또는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청년기 발달과업의 실패로

사회적 고립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살, 우울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김재희, 박은규, 2016). 최근 급격한 사회 성장과 더불어 전반적

인 사회·경제적 위협의 결과로 청년층의 결혼, 취업 등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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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0년을 기준으로 청년층의 초혼연령은 남자 33.2세, 여자 30.8세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남자는 1.4세, 여자는 1.9세가 상승하였으며, 19-29세 기준의 청

년 실업률은 9.0%로 10년 전 대비 1.0%p 상승하였다. 청년들은 사회 요구의

대응이 어려워짐에 따라 박탈감, 스트레스 등이 심각해지고, 이는 청년들의 심

리적·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유발했다(김영, 황정미, 2013; 박민선, 정순둘,

2020). 청년층에서의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대처 기술을 감소

시키고 미래의 희망을 잃게 함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우울증, 자살과 같은

정신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일반적으로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통합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상호작용이 일

어나는 인간관계의 양적, 질적 측면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Grenade and

Boldy, 2008; Diego, Kim and China, 2017).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의는 외로

움을 포함하거나 물리적 고립만을 정의하는 등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를 보인

다. Vincenzi와 Grabosky(1987)은 사회관계의 결함에서 오는 불안, 우울 등을

수반하는 정서적 외로움과 사회관계에서 수용되지 않는 상태 모두를 포함하여

사회적 고립으로 정의하였다. Wenger 등(1996)은 배우자 등 의미 있는 사람의

부재에 따른 외로움이 수반된 주관적 상태와 관련 있으며, 사회적 고립을 타인

과 접촉이 적은 사회관계가 결여된 객관적 상태로 정의하였다. 반면,

Hawthorne (2008)는 사회적 고립을 자가 보고된 감정으로 사회적 접촉이 부

족한 주관적인 상태로 정의하고 타인과의 편안함, 친구 등을 포함하는 우정

척도(Friendship Scale)로 측정하였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 객관적, 주관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의되기도 한다

(Van Baarsen et al., 2001; De Jong Gierveld and Hagestad, 2006). Cornwell

과 Waite(2009)는 객관적 차원의 사회적 고립을 가족, 친구 등 사회연결망 확

보가 단절되어 사회참여가 결핍되는 정도이며, 주관적 차원의 사회적 고립을

친구와 가족의 사회적 지지에 부족으로 오는 정서적 외로움으로 정의하였다.

객관적 차원의 사회적 고립은 사회연결망의 크기 등을 포함한 성인 측정 도구인

버크먼-사임 사회적 관계망 지표(Berkman-Syme Social Network Inde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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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측정 가능하며, 주관적 경험의 외로움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Holt-Lunstad et al., 2015).

한편, 다수의 연구에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함께 측정하기도 하는데, 이

는 사회적 고립의 예측요인으로 외로움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기 때문이

다(박연환, 강희선, 2008; Steptoe et al., 2012; Ge et al., 2017). 그러나 외로움

과 사회적 고립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되기도 하며(Holt-Lunstad et al.,

2015), 외로움은 인지되는 고립된 상태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 정의되기도

한다(Vincenzi and Grabosky, 1987). 외로움은 Russell 등(1980)의 UCLA 외로

움 척도(UCLA Loneliness Scale), De Jong Gierveld 등(1999)의 데 종 기어벨

드 외로움 척도(DeJong Gierveld loneliness scale) 등으로 측정하며 사회적 고

립과는 구별한다. 따라서, 외로움은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사회적 고립과 구분

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Hemingway and Jack, 2013).

Holt-Lunstad(2017)은 1인 가구, 미혼 상태, 사회참여 그룹과 친구가 없는

상태, 긴장된 관계, 퇴직 등을 사회적 고립의 위험요인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Berkman(1983)은 1인 가구, 미혼 상태, 사회참여의 빈도가 낮고, 사회연결망의

지지가 불충분한 경우 등을 사회적 고립의 위험요인으로 보았다. 그는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버크먼-사임 사회적 관계망 지표(Berkman-Syme Social

Network Index)를 이용하여 혼인상태, 가족 및 친구와의 연락빈도, 종교 활동

의 참여 빈도, 공식·비공식 그룹 구성원 여부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고립을

측정하였다(Berkman, 1983). Pantell 등(2013)은 25세 이상 성인의 사회적 고

립과 사망률에 대해 미국 제3차 국민 건강 및 영양조사(Third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를 사용하여 버크먼-사임 사회적

관계망 지표(Berkman-Syme Social Network Index)로 사회적 고립을 측정하

였다. 사회적 고립 측정을 위해 결혼상태, 친척 및 가까운 친구와의 연락빈도,

종교 활동 참여의 빈도, 공식·비공식 구성원 여부를 사용하였고, 4개의 각 항

목에 대해 0 또는 1점을 부여하여 사회적 고립을 4단계로 구분하였다. 52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04-2005년 노화에 대한 영국 종단 연구(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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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itudinal Study of Ageing)을 분석한 Steptoe 등(2013)은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문항(혼인상태, 자녀와의 연락빈도, 가족 구성원과의 연락빈도, 친구와

의 연락빈도, 사회활동, 종교모임 등 사회조직의 참여 여부)에 각각 점수를 부

여하고 최대 5점일 경우, 사회적 고립이 높은 상태로 해석하였다. Menec 등

(2019)은 45세에서 85세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노화에 대한 캐나다 종단 연구

(Canadian Longitudinal Study on Aging data)를 이용하여 개인·지역적 요인

과 사회적 고립, 외로움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사회적 고립을 컨베이 모델

(Convey Model)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정의하고 기존 연구를 통해 도출한 다

섯 가지 항목(혼인상태, 가족 구성원 수, 자녀·형제자매·친구 및 이웃과의 만

남, 은퇴상태, 사회참여 빈도)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고립 지수의 범위는 ‘0-5’

이며, 고립된 개인을 정의하기 위해 ‘3-5’으로 분류된 개인을 사회적으로 고립

된 상태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의 측정을 위한 도구 및 문항 등의

구성은 학자마다 다르며, 표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추정치는 다양하다(Menec

et al., 2019).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을 측정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한국복

지패널 6-10차년도(2010-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28-34세 청년 956명을 대상

으로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본 김재희와 박은규(2016)의 연구에서는 6가지 성취유형 중 결혼·취업 미성

취 집단에서 사회적 고립감 수준이 5개년 자료 모두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Child와 Lawton(2019)는 사회적 네트워크 연구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

(21-30세)과 중장년층(50-70세)의 사회적 네트워크·사회 참여와 외로움과 사회

적 고립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청년층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청년층

10.24)가 중장년층(중장년층 9.99)보다 넓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고립된 날이

중장년층(1.08일)에 2배 수준인 평균 2.5일로 확인되었다. 또한, 비공식적 조직

에 참여한 청년들이 0.72배(95% CI 0.54-0.96), 정규적으로 종교모임에 참여한

청년들이 0.39배(95% CI 0.20-0.74)로 참여하지 않은 청년에 비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날이 더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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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스위스 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한 Hämmig(2019)는 25-44세, 45-64세,

65세 이상의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과 건강위험 연구를 진행하였

다. 그 결과, 나이와 무관하게 고립된 사람들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OR 4.02, 95% CI 3.99-4.05), 근골격 장애가 있는 경우(OR 2.80, 95% CI

2.77-2.82), 중증 우울증이 있는 경우(OR 11.5, 95% CI 11.4-11.6), 신체 활동

을 하지 않을 때(OR 2.62, 95% CI 2.59-2.64)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할 위험

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은 건강위험 행동

을 할 가능성을 매우 높였고, 이에 따라 청년층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Menec 등(2019)가 측정한 사회적 고립의 기준과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비교적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미혼 상태(이혼, 사별, 별거 포

함), 1인 가구의 상태와 친구, 가족 등의 사회연결망과 사회활동, 직업이 결여

된 상태로 사회적 고립을 정의하고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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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살생각

자살은 영어로 Suicide라고 표현되는데, 이는 라틴어 ‘Sui’ ‘자기 자신을’ ‘죽

이다’의 의미 ‘Caedo’가 결합한 단어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내는 것을

의미한다(김도진 등, 2016).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는 자살행위로 인해 자기 자신에게 죽음을 초래하는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자

살을 정의하며,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보건문제로 다루고 있다(WHO, 2014).

  자살은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자살 행동 네 가지로 구분되기도 하

고(Reynolds, 1988), 몇몇 학자들에 의해 자살생각, 자살시도, 자살 행동 세 가

지 개념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자살생각은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나 자살을 고려하는 계획을 세우는 시기로 자살행위의 연속적 과정 중 첫

단계로 볼 수 있다(Briley, Gerlach and Jacobs, 2021). 17개 국가 84,8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조사 결과, 9.2%는 생애에 자살생각을 경험하고

3.1%는 자살계획, 2.7%는 자살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ock et al.,

2008). 자살생각을 경험한 사람 중 33.6%는 자살계획을 세우고, 29.0%는 자살

시도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경험은 자살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로 볼 수 있으며(Necho, Tsehay and Zenebe,

2021), 보건학의 다양한 연구를 통한 자살생각의 이해는 실제적인 자살 예방

전략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김선영, 정미영, 김경나, 2014).

자살은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작용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며

모든 연령층에서 자살이 발생할 수 있지만, 나이 및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김형수, 2006; 김선영, 정미영, 김경나 2014).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살 관련 요인에 관해 규명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

은정(2005)의 연구에서는 청년층(만 20세 이상 만 40세 미만), 장년층(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 노인층(만 65세 이상) 세 집단으로 나누고 2001년 국민건

강영양조사를 통해 자살생각 요인을 분석하였다. 청년층에서는 성별, 만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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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주관적 건강 수준, 직업 여부, 우울감 여부, 음주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배우자 유무,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구조(단독

또는 3명 이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대상으로 청년층의 자살생각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정나라, 김호, 이승묵, 2010)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OR 0.37, 95% CI

0.24-0.57), 우울감이 있는 군에 비해 없는 군에서(OR 0.19, 95% CI 0.14-0.27)

자살생각이 낮았다. 반면, 직업이 있는 군에 비해 없는 군이(OR 1.75, 95% CI

1.10-2.78), 삶의 질(EQ-5D)이 보통이상인 군에 비해 보통 이하인 군이(OR

1.98, 95% CI 1.434-2,73),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는 군에 비해 대단히 많

이 느끼는 군이(OR 9.10, 95% CI 3.29-25.21), 운동을 주 5회 이상 하는 군에

비해 전혀 하지 않는 군이(OR 1.55 95% CI 0.96-2.51)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Pitman 등(2012)의 연구는 19-30세 청년층의 자살 위험요인으로 정신적 문

제, 약물중독, 직업적 특성(농업종사자, 퇴역군인 등), 농촌 지역 거주자, 빈곤

층, 미혼 상태, 실직 상태, 사회적 박탈 등을 제시하였다.

김선영, 정미영, 김경나(2014)는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성

인 전 연령층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을 세 그룹으로(20-39세, 40-59세, 60세 이

상) 나누어 연구하였다. 특히 20-39세에서는 성별, 결혼 여부, 가구소득(상위

소득수준 대비 중위),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 경험률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관

련 요인이었다.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통해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에 대한

자살생각 관련 요인을 김재우(2018)의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으로

나누고 성별과 거주지역(도시/농어촌)을 교차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개인 수준

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친한 친구와 자주 교

류할수록, 여러 사회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할수록, 동네 환경에 요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자살생각 위험이 낮았다. 반면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

증상이 있거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이 없는 경우 자살생각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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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한편 지역 수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예산, 인구밀도, 지역문화지수는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2018)에 따르면 20대 청년 전체의 7%가 심한

우울증, 8.6%는 심한 불안증, 22.9%는 최근 6개월 이내 자살생각을 경험한다

고 보고하였다. 고위험 집단으로는 여성, 고졸 이하, 미취업자, 비정규직 취업

자가 많았고,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스

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영향 경험, 경제적 박탈 경험이 많은 청년이었다.

제4기와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의 자살생각 영향

요인을 규명한 연구(조은희, 이수진, 김여진, 2020)에서는 제4기와 제7기 자료

에서 예측요인 간에 차이가 있었다. 제4기와 제7기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주간

걷기일수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기에는 주간 걷기일수와 주관적 건강상태를 제외하고 유의한 결과가 없었

으나, 제7기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0.497배((95% CI 0.30-0.82), 현재

흡연하는 경우에 비해 과거에 흡연했으나 현재 비흡연인 경우 0.414배(95%

CI 0.242-0.709)로 자살생각 오즈비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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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몇몇 선행연

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는 것은 자살에 강력한 위험요인으

로 작용한다(Bonner and Rich, 1988; Calati et al., 2019). 박명실(2005)은 사회

와의 단절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게 되어 고립감을 느끼고, 이

는 자살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였다. 박진영(2016)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사회적 고립이 자살생각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사

회적 고립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았다. 한편, 2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중국인의 대인관계와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높은 사람들

의 우울증 점수가 높았고, 자존감 점수는 낮았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은 자살

행동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고 우울증, 자존감과의 관계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

다(Zhang and Jin, 1998).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경우 가족에게 불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으로 인지된 짐스러움을 경험하며 이는

사회적 고립감을 일으켜 청소년기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를 증가시킨다고 하

였다(하정미, 설연욱, 좌문경, 2010).

이묘숙(2012)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에 사회참여 활동이 매개하

는지 대해 연구하였다. 사회적 고립을 정서적 측면의 단절로 정의하였는데, 사

회적 고립 정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졌으며, 매개 효과로 사회참여 활

동이 작용하여 노인의 자살생각을 감소시켰다.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자살위험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한 연구

에서는 우울, 건강문제 등과 더불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자살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밝혀졌다(Mezuk et al., 2014).

정일영과 김찬우(2015)는 서울시 복지패널 2차년도 자료에서 50-59세에 중

년층 911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가 중고령자의 자살생각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정서적 안정감, 금전적 지원 등을 내재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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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가 감소할 경우 사회적 고립이 유발되며, 이는 스트레스와 함께 우울을

매개로 중고령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철, 조준영(2017)은 사회적 연결망의 특성과 가구 형태, 친구 및 가족

구성원 수, 사회참여 수준을 객관적 차원의 사회적 고립으로 정의하고 노인의

신체,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고립이 높을

수록 전기노인(65-74세)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 효

과가 장년층(43-64세)보다 유의하였다.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건강 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

립이 높은 사람들이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할 오즈비 0.86배(95% CI 0.77-0.97),

과일 및 채소 섭취 오즈비 0.81배(95% CI 0.63-1.104), 과체중 또는 비만을 유지

할 오즈비 0.86배(95% CI 0.77-0.90)로 낮았고, 흡연할 오즈비 1.46배(95% CI

1.17-1.82)로 높았다(Kobayashi and Steptoe, 2018).

PubMed를 통해 자살생각과 행동과 사회적 고립에 대해 문헌고찰을 실시한

Calati 등(2019)의 연구에서는 최종 40개 연구 중 20세 이하의 청소년 또는 대

학생 대상 연구가 23개(57.5%)를 차지하였고, 사회적 고립이 자살생각에 대해

강력한 관련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사회통합의 조절 효

과를 확인한 연구(최봄이, 2021)에서는 사회적 고립을 독거, 접촉 고립, 활동 참

여 고립으로 나누었는데, 이들의 합산 값을 이용하여 사회적 고립의 수준을 확

인하였다. 사회적 고립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이 자살생각을 할 오즈비가 1.20배

(95% CI. 1.14-1.26)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노인층을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청소년

또는 성인을 포함한 몇몇 연구가 있었으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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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본 연구는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Community Health Survey, CHS) 제2기 순환조사 4차년도

(2017년) 자료를 이용한 2차 분석연구이다.

독립변수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종속변수

사회적고립
- 배우자유무
- 1인가구여부
- 사회연결망유무
- 사회활동참여
- 직업유무

자살생각여부

X2 test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행태 요인 건강상태 요인

- 성별
- 연령
- 교육수준
- 가구월간소득

- 흡연여부
- 음주상태
- 중증도이상신체활동
실천여부

- 우울증상여부
- 주관적스트레스수준
- 만성질환유무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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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

2017년 보건복지부를 주관으로 수행된 질병관리본부의 지역사회건강조사

(Community Health Survey, CHS) 제2기 순환조사 4차년도(2017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거, 2008

년부터 매년 전국 보건소를 통하여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사

이다. 통·반리 내 주택유형별 가구 수 크기를 고려하여 추출확률이 비례하도

록 1차 추출(표본지점)을 진행하고, 표본지점으로 선정된 통·반리의 가구수를

파악하여 계통추출법으로 2차 추출(표본가구)을 통해 표본을 선정한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를 자살생각, 독립변수를 사회적 고립으로 설정하였고

사회적 고립의 하위항목으로 배우자 유무, 1인 가구 여부, 사회연결망 유무,

사회활동 참여, 직업 유무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종속·독립 변수가 모두

수록된 유일한 전국 조사인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 자료를 사용하였다.

청년층 연령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선행연구(김선

영, 정미영, 김경나, 2014; 김재우, 2018; 송나경, 박향경, 노재승, 2019)를 바탕

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를 청년층으로 정의하였다.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전체 조사대상자 228,381명 중 만 40세 이상 대

상자 174,166명을 제외하고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54,215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이 중 분석에 투입할 변수의 무응답 등의 결측이 있는 대상자 1,321명을

제외하여 52,894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자료를 이용한 2차 분석연구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연구

심의위원회에서 IRB 면제심의를 승인받았다(승인번호 Y-202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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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대상자의 선정 과정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표본집단

N=228,381명

만 40세 이상 제외
(N=174,166명)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N=54,215명

자살변수 결측 및
무응답 응답 제외
(N=29명)

N=54,186명

사회적 고립 변수 결측 및
무응답 응답 제외
(N=653명)

N=53,533명

인구사회학적, 건강행태,
건강상태 요인의 결측 및 무응답

응답 제외
(N=639명)

최종 분석대상자
N=52,8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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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정의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은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

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예’라고 답한 경우, ‘자살생각 있음’으로, ‘아니오’

의 경우 ‘자살생각 없음’으로 분석하였다.

나. 독립변수

본 연구는 Steptoe 등(2016)과 Menec 등(2019)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배우

자 유무, 1인 가구 여부, 사회연결망 유무, 사회활동 참여 여부, 직업이 결여된

상태로 사회적 고립으로 정의하고 측정하였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음(0)과 미혼이거나 이혼·사별·별거를 합하여 배

우자 없음(1)으로, 1인 가구 여부는 2인 이상 경우(0),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

(1)로 구분하여 수집하였다.

사회연결망의 경우, “가장 많이 접촉하는 친척(가족 포함), 이웃, 친구(이웃

제외)와 얼마나 자주 보거나 연락합니까?” 질문의 응답을 이용하였다. 변수에

서 동거하는 친척 또는 가족과, 편지·이메일·개인 홈페이지·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를 통한 연락은 제외되었다. 친척·이웃·친구의 만남 및 연락빈도의 응답

값은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한 달에 1번 미만’(1), ‘한 달에 1번 이상’(0)으

로 설정한 후, 친척·이웃·친구의 만남 및 연락빈도 각 문항을 합산 한 값을 사

용하였다. 값의 범위는 ‘0-3’이며 ‘0-2’은 (0)으로 처리, ‘3’인 경우 친척, 이웃,

친구의 만남 및 연락빈도가 모두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1)로 재범주화 하였다.

사회활동 참여는 “다음 활동(종교, 친목, 여가/레저, 자선단체 활동)에 한 달

에 한 번(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합니까?”의 답변인 ‘예’는 (0), ‘아니요’는

(1)로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사회활동을 코딩한 4개의 문항의 합산 값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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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값이 ‘0-3’은 (0), 모든 항목에 ‘아니요’가 해당하는 ‘4’의 경우 (1)로 재코

딩하였다.

직업 유무는 “귀하께서 종사하고 계신 직업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관

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학생, 주부 등’에 해당할 경우(0), ‘무직’을 (1)로

코딩하였다.

코딩된 각 항목을 합산하였으며, 값이 클수록 사회적 고립이 있음을 의미한

다. 최종적으로 다섯 개의 하위항목 중 값의 범위가 ‘0-2’개에 해당하는 개인

은 ‘사회적 고립 없음’(0)으로, ‘3-5’개인 경우 ‘사회적 고립 있음’(1)으로 간주

하였다. 선행연구 Menec 등(2019)에서 사회적 고립을 구성하는 기준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류한 것을 참고하여 범주의 기준을 ‘2’로 설정하였다.

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월간 소득을

고려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연령은 ‘19-24세’, ‘25-29세’, ‘30-39세’의 그룹으

로 범주화하였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네 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가구월간 소득은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하’,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중하’, ‘300만원 이상-400

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은 ‘중상’,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은 ‘상’ 네 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라. 건강행태 요인

건강행태 요인은 흡연 여부, 음주 상태, 중증도 이상 신체 활동 실천 여부로

구분하였다.



- 20 -

흡연은 “현재 담배를 피웁니까?” 질문에 비해당(비흡연자)를 ‘비흡연’으로,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을 ‘과거흡연’으로, 매일 피움 및 가끔 피

움을 ‘현재흡연’ 세 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음주 상태는 최근 1년 동안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이상(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경우를 고위험

음주로 정의하고 ‘비음주’, ‘보통음주’, ‘고위험음주’ 세 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중증도 이상의 신체 활동 실천 여부는 최근 일주일 동안 중증도 이상의 신

체 활동을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여부로 하여 ‘미실천’, ‘실천’ 두

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마. 건강상태 요인

  건강상태 요인으로 우울 증상 여부,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만성질환 유무를

활용하였다.

우울 증상 여부는 우울증 선별도구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문항의 응답 값을 사용하였다. 일에 대한 흥미, 우울감, 수면장애, 집중저하 등

9개 우울 증상으로 지난 2주간의 경험을 ‘전혀 아니다’ 0점, ‘여러 날 동안’ 1

점, ‘일주일 이상’ 2점, ‘거의 매일’ 3점으로 채점되고,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우

울감의 심각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0점 이상을 절단 값으로 사용하며,

10-14점일 경우 경도의 우울증, 15-19점일 경우 중증 20점 이상 시 고도의 우

울증으로 평가된다(Kroenke, Spizer and Williams, 2001; 곽병규 등, 2018). 본

연구에서는 우울장애의 기준점인 10점 이상의 경우를 ‘우울 증상 있음’으로, 9

점 이하를 ‘우울 증상 없음’의 두 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은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의 질문에 ‘거의 느끼지 않는다’, ‘조금 느끼는 편이다’, ‘많이 느끼는

편이다’, ‘대단히 많이 느낀다’의 원자료 분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만성질환 유무는 원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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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관절염의 의사진단 여부 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 값은 ‘예’(1) ‘아니

요’(0)로 5가지 질환의 의사진단 여부의 총점을 사용하여 ‘만성질환 유무’라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였다. 합계가 ‘0’인 경우 ‘만성질환 없음’, ‘1-5’인 경우

‘만성질환 있음’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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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AS 9.4 version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정 기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건강행태, 건강상태 요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요인별 비교를 위해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오즈비(Odds Ratio, OR)와 95% 신뢰

구간(Confidence interval, CI)으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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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지역사회건강조사 제2기 순환조사 4차년도(2017년) 자료 조사대상인 전체

성인 228,381명 중 무응답 등의 결측치를 제외하고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52,894명을 최종대상으로 선정하여 표 1과 같이 분석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 24,834명(47.0%), 여성 28,060명(53.0%)으로 여성의 비율

이 더 높았다. 연령은 30-39세가 29,255명(55.3%),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41,426명(78.3%)이었다. 가구 월간소득은 ‘중상’에 해당하는 군이 20,897명

(39.5%)으로 가장 많았다. 흡연 여부의 경우 남녀 전체에서 비흡연이 36,493명

(69.0%)을 차지하였고, 남성 비흡연 10,444명(42.1%), 여성 비흡연 26,049명

(92.8%)이었다. 음주 상태에서는 보통음주군이 30,271명(57.2%), 증중도 신체

활동은 미실천 군이 51,413명(97.3%)으로 가장 많았다. 우울 증상이 없는 군이

51,182명(96.8%),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은 조금 느끼는 군이 29,997명(56.7%)

으로 가장 많았다. 만성질환이 없는 군이 49,023명(92.7%)으로 많았고, 추가적

으로 분석한 만성질환 진단 경험 중 남녀 전체에서 이상지질혈증 진단 경험이

있는 경우가 1,672명(3.2%)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경우 고

혈압 진단 경험이 있는 경우가 1,256명(5.1%), 여성은 이상지질혈증 진단 경험

이 있는 경우가 534명(1.9%)이었다.



- 24 -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남성 여성　 계

N=24,834명(47.0%) N=28,060명(53.0%) N=52,894명(100.0%)

연령

19-24세 6,038(24.3) 7,078(25.2) 13,116(24.8)

25-29세 5,092(20.5) 5,431(19.4) 10,523(19.9)

30-39세 13,704(55.2) 15,551(55.4) 29,255(55.3)

교육수준

초졸 이하 31(0.1) 58(0.2) 89(0.2)

중졸 206(0.8) 316(1.1) 522(1.0)

고졸 5,252(21.2) 5,605(20.0) 10,857(20.5)

대졸 이상 19,345(77.9) 22,081(78.7) 41,426(78.3)

가구 월간소득

하 1,052(4.2) 916(3.3) 1,968(3.7)

중하 7,467(30.1) 7,973(28.4) 15,440(29.2)

중상 9,650(38.9) 11,247(40.1) 20,897(39.5)

상 6,665(26.8) 7,924(28.2) 14,589(27.6)

흡연 여부

비흡연 10,444(42.1) 26,049(92.8) 36,493(69.0)

현재흡연 10,383(41.8) 1,087(3.9) 11,470(21.7)

과거흡연 4,007(16.1) 924(3.3) 4,931(9.3)

음주 상태

비음주 5,314(21.4) 9,159(32.6) 14,473(27.4)

보통음주 14,008(56.4) 16,263(58.0) 30,271(57.2)

고위험음주 5,512(22.2) 2,638(9.4) 8,150(15.4)

중증도 신체
활동 실천 여부

미실천 23,989(96.6) 27,424(97.7) 51,413(97.3)

실천 845(3.4) 636(2.3) 1,4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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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변수
남성 여성　 계

N=24,834(47.0%) N=28,060(53.0%) N=52,894(100.0%)

우울증상 여부

없음 24,253(97.7) 26,929(96.0) 51,182(96.8)

있음 581(2.3) 1,131(4.0) 1,712(3.2)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거의 느끼지 않음 3,423(13.8) 3,123(11.1) 6,546(12.4)

조금 느끼는 편 14,150(57.0) 15,847(56.5) 29,997(56.7)

많이 느끼는 편 6,191(24.9) 7,739(27.6) 13,930(26.3)

대단히 많이 느낌 1,070(4.3) 1,351(4.8) 2,421(4.6)

만성질환 유무

없음 22,273(89.7) 26,750(95.3) 49,023(92.7)

있음 2,561(10.3) 1,310(4.7) 3,871(7.3)

만성질환 진단
경험＊

고혈압 있음 1,256(5.1) 287(1.0) 1,543(2.9)

당뇨병 있음 269(1.1) 233(0.8) 502(1.0)

이상지질혈증있음 1,138(4.6) 534(1.9) 1,672(3.2)

관절염 있음 274(1.1) 342(1.2) 616(1.2)

백내장 있음 75(0.3) 69(0.2) 144(0.3)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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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

가.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의 양상

독립변수인 사회적 고립 여부와 사회적 고립의 하위항목인 배우자 유무, 1

인 가구 여부, 사회연결망 유무, 사회활동 참여 여부, 직업 유무에 대해 표 2

와 같이 분석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 중 3,978명(7.5%)이 사회적 고립 ‘있음’에 해당하였고, 성

별에 따라서는 남성 2,226명(9.0%), 여성 1,752명(6.2%)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의 하위항목인 배우자 유무에서 배우자 ‘없음’에 해당하는 군은

29,144명(55.1%)이었고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15,298명(61.6%) 여성 13,846명

(49.3%)이었다.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군은 4,410명(8.3%)으로 남성 2,661명

(10.7%), 여성 1,749명(6.2%)에 해당하였다. 사회연결망 유무의 경우 ‘없음’에

해당하는 군이 1,169명(2.2%)이었고, 남성 682명(2.8%), 여성 487명(1.7%)이었

다.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군은 20,282명(38.3%)이었고, 남성 8,785명

(35.4%), 여성 11,497명(41.0%)이었다. 직업 유무는 ‘없음’에 해당하는 군은

4,247명(8.0%)으로 남성 2,326명(9.3%), 여성 1,921명(6.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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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의 양상

변수
남성 여성　 계

N=24,834명(47.0%) N=28,060명(53.0%) N=52,894명(100.0%)

사회적 고립 여부＊

없음 22,608(91.0) 26,308(93.8) 48,916(92.5)

있음 2,226(9.0) 1,752(6.2) 3,978(7.5)

배우자 유무

없음 15,298(61.6) 13,846(49.3) 29,144(55.1)

있음 9,536(38.4) 14,214(50.7) 23,750(44.9)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 2,661(10.7) 1,749(6.2) 4,410(8.3)

2인 이상 22,173(89.3) 26,311(93.8) 48,484(91.7)

사회연결망 유무

없음 682(2.8) 487(1.7) 1,169(2.2)

있음 24,152(97.2) 27,573(98.3) 51,725(97.8)

사회활동 참여
여부

비참여 8,785(35.4) 11,497(41.0) 20,282(38.3)

참여 16,049(64.6) 16,563(59.0) 32,612(61.7)

직업 유무

없음 2,326(9.3) 1,921(6.9) 4,247(8.0)

있음 22,508(90.7) 26,139(93.1) 48,647(92.0)

＊ 배우자 유무, 1인 가구 여부, 사회연결망 유무, 사회활동 참여 여부, 직업 유무를 합산하여 범주화하였음.

다섯 개의 하위항목 중 0-2개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 없음, 3-5개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 있

음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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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고립의 양상

사회적 고립의 다섯 개의 하위항목 중 0-2개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

‘없음’으로, 3-5개의 경우 사회적 고립 ‘있음’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고립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표 3). 만성질환 유무

를 제외하고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추가로 분석한 만성질환 진단 경험에서는 이상지질혈증과

백내장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체 52,894명의 대상자 중 사회적 고립 ‘있음’이 3,978명(7.5%)이었다. 사회

적 고립이 있는 군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 2,226명(9.0%), 여성 1,752명

(6.2%)이었으며, 세부연령에 따라 19-24세 1,452명(11.1%), 25-29세 1,164명

(11.1%), 30-39세 1,362명(4.7%)이었다. 교육수준에서는 초졸 이하 17명

(19.1%), 중졸 75명(14.4%), 고졸 1,166명(10.7%), 대졸 이상 2,720명(6.6%)이었

으며, 초졸 이하에서 사회적 고립 있는 군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구 월간소

득은 ‘하’ 633명(32.2%), ‘중하’ 1,902명(12.3%), ‘중상’ 938명(4.5%), ‘상’ 505명

(3.5%)이었다. 흡연 여부에서는 비흡연이 2,547명(7.0%), 현재흡연 1,145명

(10.0%), 과거흡연 286명(5.8%)으로, 음주 상태는 비음주 1,208명(8.3%), 보통

음주 2,229명(7.4%), 고위험음주 541명(6.6%)에서 사회적 고립 ‘있음’에 해당하

였다. 중증도 신체 활동 실천 여부에서는 미실천 군 3,894명(7.6%), 실천 군

84명(5.7%)으로, 우울감 여부의 경우, 우울감이 없는 군 3,703명(7.2%), 우울감

이 있는 군 275명(16.1%)이었다.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거의 느끼지 않

은 군 584명(8.9%), 조금 느끼는 군 2,018명(6.7%), 많이 느끼는 군

1,149(8.2%), 대단히 많이 느끼는 군 227명(9.4%)이었다.

추가적으로 분석한 만성질환 진단 경험에서 사회적 고립이 있는 군은 고혈

압 130명(8.4%), 당뇨병 44명(8.8%), 이상지질혈증 91명(5.4%), 관절염 53명

(8.6%), 백내장 20명(13.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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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고립 양상

변수

전체(N=52,894명)

사회적 고립
P value없음

N=48,916명(92.5%)
있음

N=3,978명(7.5%)

성별 <.0001

남성 22,608(91.0) 2,226(9.0)

여성 26,308(93.8) 1,752(6.2)

연령 <.0001

19-24세 11,664(88.9) 1,452(11.1)

25-29세 9,359(88.9) 1,164(11.1)

30-39세 27,893(95.3) 1,362(4.7)

교육수준 <.0001

초졸 이하 72(80.9) 17(19.1)

중졸 447(85.6) 75(14.4)

고졸 9,691(89.3) 1,166(10.7)

대졸 이상 38,706(93.4) 2,720(6.6)

가구 월간소득 <.0001

하 1,335(67.8) 633(32.2)

중하 13,538(87.7) 1,902(12.3)

중상 19,959(95.5) 938(4.5)

상 14,084(96.5) 505(3.5)

흡연 여부 <.0001

비흡연 33,946(93.0) 2,547(7.0)

현재흡연 10,325(90.0) 1,145(10.0)

과거흡연 4,645(94.2) 286(5.8)

음주 상태 <.0001

비음주 13,265(91.7) 1,208(8.3)

보통음주 28,042(92.6) 2,229(7.4)

고위험음주 7,609(93.4) 5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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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고립 양상(계속)

변수

전체(N=52,894명)

사회적 고립
P value없음

N=48,916명(92.5%)
있음

N=3,978명(7.5%)
중증도신체활동실천
여부 0.0062

미실천 47,519(92.4) 3,894(7.6)

실천 1,397(94.3) 84(5.7)

우울감 여부 <.0001

없음 47,479(92.8) 3,703(7.2)

있음 1,437(83.9) 275(16.1)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0001

거의느끼지않음 5,962(91.1) 584(8.9)

조금느끼는편 27,979(93.3) 2,018(6.7)

많이느끼는편 12,781(91.8) 1,149(8.2)

대단히많이느낌 2,194(90.6) 227(9.4)

만성질환 유무 0.2783

없음 45,319(92.4) 3,704(7.6)

있음 3,597(92.9) 274(7.1)

만성질환 진단 경험*

고혈압 있음 1,413(91.6) 130(8.4) 0.1716

당뇨병 있음 458(91.2) 44(8.8) 0.3066

이상지질혈증있음 1,581(94.6) 91(5.4) 0.0011

관절염 있음 563(91.4) 53(8.6) 0.3052

백내장 있음 124(86.1) 20(13.9) 0.0037

＊ 진단 경험이 없는 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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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자의 자살생각

가. 연구 대상자의 자살생각 관련 특성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표 4).

최근 1년 이내에 자살생각을 한 적 있는 대상자는 2,779명(5.3%)이었으며,

남성 883명(3.6%), 여성 1,896명(6.8%)이었다.

자살생각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살생

각으로 인한 전문가 상담 여부에서 상담을 한 적 있는 대상자는 515명(18.5%)

이었다. 자살생각의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501명(18.0%)으로 가장 많았다.

남성의 경우 자살 생각의 행동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213명(24.1%)이었으

나, 여성은 기타 347명(18.3%), 가정불화가 340명(17.9%)이었다.

자살시도를 한 적 있는 대상자는 전체 연구 대상자 52,894명 중 152명

(0.3%)로 남성 58명(0.2%), 여성 94명(0.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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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 대상자의 자살생각 관련 특성

변수
남성 여성　 계

N=24,834명(47.0%) N=28,060명(53.0%) N=52,894명(100.0%)

자살생각 여부

없음 23,951(96.4) 26,164(93.2) 50,115(94.7)

있음 883(3.6) 1,896(6.8) 2,779(5.3)

자살생각으로 인한
전문가 상담 여부＊

예 161(18.2) 354(18.7) 515(18.5)

아니요 722(81.8) 1,542(81.3) 2,264(81.5)

자살생각원인†

경제적 어려움 213(24.1) 288(15.2) 501(18.0)

이성 문제 40(4.5) 57(3.0) 97(3.5)

질병·신체장애 56(6.3) 93(4.9) 149(5.4)

직장 문제 181(20.5) 270(14.2) 451(16.2)

외로움, 고독 101(11.4) 319(16.8) 420(15.1)

가정 불화 105(11.9) 340(17.9) 445(16.0)

진로 문제 82(9.3) 182(9.6) 264(9.5)

기타 105(11.9) 347(18.3) 452(16.3)

자살시도 여부

없음 24,776(99.8) 27,966(99.7) 52,742(99.7)

있음 58(0.2) 94(0.3) 152(0.3)

＊ 최근 1년간 죽고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 사람 대상

†자살생각이 있는 경우,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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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양상

자살생각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5). 연구 대

상자의 연령, 중증도 신체 활동 실천 여부를 제외하고 자살생각에 따른 일반

적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만성질환의 분포와 관련성을 확인하

고자 추가로 분석한 만성질환 진단 경험 따른 자살생각에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관절염, 백내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 대상자 중 2,779명(5.3%)이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

살생각이 있는 군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 883명(3.6%), 여성 1,896명

(6.8%)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은 19-24세 648명(4.6%), 25-29세 561

명(5.3%), 30-39세 1,570명(5.4%)이었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9명(10.1%), 중

졸 68명(13.0%), 고졸 874명(8.0%), 대졸 이상 1,828명(4.4%)이었으며, 이중 중

졸의 자살생각 ‘있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구 월간소득은 ‘하’인 집단 195

명(9.9%), ‘중하’ 962명(6.8%), ‘중상’ 962명(4.6%), ‘상’ 569명(3.9%)이었으며, 가

구 월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생각 ‘있음’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흡연 여

부에서는 비흡연 1,797명(4.9%), 현재흡연 698명(6.1%), 과거흡연 284명(5.8%),

음주 상태는 비음주 753명(5.2%), 보통음주 1,509명(5.0%), 고위험 음주 517명

(6.3%)에서 자살생각이 있었다. 중증도 신체 활동을 미실천 군 2,698명(5.2%),

실천 군 81명(5.5%)이 자살생각 ‘있음’에 해당하였다. 우울감이 없는 군은

1,997명(3.9%), 있는 군 782명(45.7%)으로 우울감이 있는 군에서 자살생각 ‘있

음’의 비율이 높았다. 주관적 스트레스의 경우 거의 느끼지 ‘않음’ 53명(0.8%),

조금 느끼는 편 658명(2.2%), 많이 느끼는 편 1,440명(10.3%), 대단히 많이 느

낌 628명(25.9%)이었으며,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살생각 ‘있음’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만성질환 유무의 경우 만성질환 ‘없음’이 2,446명(5.0%),

‘있음’ 333명(8.6%)에서 자살생각이 있었다. 추가로 분석한 만성질환 진단 경

험은 고혈압 113명(7.3%), 당뇨병 51명(10.2%), 이상지질혈증 141명(8.4%), 관

절염 87명(14.1%), 백내장 14명(9.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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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양상

변수

전체(N=52,894명)

자살생각
P value없음

N=50,115명(94.7%)
있음

N=2,779명(5.3%)

성별 <.0001

남성 23,951(96.4) 883(3.6)

여성 26,164(93.2) 1,896(6.8)

연령 0.1773

19-24세 12,468(95.1) 648(4.6)

25-29세 9,962(94.7) 561(5.3)

30-39세 27,685(94.6) 1,570(5.4)

교육수준 <.0001

초졸 이하 80(89.9) 9(10.1)

중졸 454(87.0) 68(13.0)

고졸 9,983(92.0) 874(8.0)

대졸 이상 39,598(95.6) 1,828(4.4)

가구 월간소득 <.0001

하 1,773(90.1) 195(9.9)

중하 14,387(93.2) 962(6.8)

중상 19,935(95.4) 962(4.6)

상 14,020(96.1) 569(3.9)

흡연 여부 <.0001

비흡연 34,696(95.1) 1,797(4.9)

현재흡연 10,772(93.9) 698(6.1)

과거흡연 4,647(94.2) 284(5.8)

음주 상태 <.0001

비음주 13,720(94.8) 753(5.2)

보통음주 28,762(95.0) 1,509(5.0)

고위험음주 7,633(93.7) 5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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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양상(계속)

변수

전체(N=52,894명)

자살생각
P value없음

N=50,115명(94.7%)
있음

N=2,779명(5.3%)

중증도신체활동실천여부 0.7063

미실천 48,715(94.8) 2,698(5.2)

실천 1.400(94.5) 81(5.5)

우울감 여부 <.0001

없음 49,185(96.1) 1,997(3.9)

있음 930(54.3) 782(45.7)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0001

거의느끼지않음 6,493(99.2) 53(0.8)

조금느끼는편 29,339(97.8) 658(2.2)

많이느끼는편 12,490(89.7) 1,440(10.3)

대단히많이느낌 1,793(74.1) 628(25.9)

만성질환 유무 <.0001

없음 46,577(95.0) 2,446(5.0)

있음 3,538(91.4) 333(8.6)

만성질환 진단 경험＊

고혈압 있음 1,430(92.7) 113(7.3) 0.0002

당뇨병 있음 451(89.8) 51(10.2) <.0001

이상지질혈증있음 1,531(91.6) 141(8.4) <.0001

관절염 있음 529(85.9) 87(14.1) <.0001

백내장 있음 130(90.3) 14(9.7) 0.0161
＊진단 경험이 없는 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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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 양상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 양상은 아래 표와 같다(표 6).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은 성별, 연령대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 중 자살생각이 있는 군에서 사회적 고립이 있는 군은 398

명(14.3%)이었다. 남성 대상자 중 자살생각이 있는 군에서 사회적 고립이 있

는 군은 167명(18.9%), 여성 231명(12.2%)이었다. 19-24세의 경우 자살생각이

있는 군에서 사회적 고립이 있는 군은 120명(18.5%), 25-29세 114명(20.3%),

30-39세 164(10.4)명이었다.

표 6.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 양상

자살생각 여부
사회적 고립 여부(N=52,894명)

없음 있음
P value

N=48,916명(92.5%) N=3,978명(7.5%)

전체(N=52,894명) <.0001

없음 46,535(95.1) 3,580(7.1)

있음 2,381(85.7) 398(14.3)

남성(N=24,834명) <.0001

없음 21,892(91.4) 2,059(8.6)

있음 716(81.1) 167(18.9)

여성(N=28,060명) <.0001

없음 24,643(94.2) 1,521(5.8)

있음 1,665(87.8) 231(12.2)

19-24세(N=13,116명) <.0001

없음 11,136(89.3) 1,332(10.7)

있음 528(81.5) 120(18.5)

25-29세(N=10,523명) <.0001

없음 8,912(89.5) 1,050(10.5)

있음 447(79.7) 114(20.3)

30-39세(N=29,255명) <.0001

없음 26,487(95.7) 1,198(4.3)

있음 1,406(89.6) 16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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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한 모형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독립변수 하나만을 고려한 단변수 모델 1에서 사회적 고립 ‘없음’ 대비 사회

적 고립 ‘있음’의 자살생각 오즈비가 2.17배(95% CI 1.94-2.43)로 통계적 유의

성이 높았다.

모델 2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중증도 신체 활동 실천

여부를 제외한 건강행태 요인을 통제한 후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자살생각

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고립 ‘없음’ 대비 사회적 고립 ‘있음’에서 자

살생각 오즈비가 1.86배(95% CI 1.65-2.10)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구사회

학적 요인 중 성별에서는 남성 대비 여성이 3.21배(95% CI 2.89-3.56)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자살생각의 오즈비는 유

의하지 않았다. 가구 월간소득의 경우 ‘하’인 군 대비 ‘중하’ 0.70배(95% CI

0.59-0.83), ‘중상’ 0.53배(95% CI 0.45-0.63), ‘상’ 0.48배(95% CI 0.40-0.58)로

자살생각 오즈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건강행태 요인 중 흡연 여부

는 ‘비흡연’ 대비 ‘현재흡연’ 2.12배(95% CI 1.89-2.39), ‘과거흡연’ 1.96배(95%

CI 1.70-2.26), 음주 상태는 ‘비음주’ 대비 ‘고위험음주’ 1.27배(95% CI

1.12-1.44)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비음주’ 대비 ‘보통음주’의 자살생각 오즈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델 3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중증도 신체 활동 여부를 제외한 건강행태

요인 및 건강상태 요인을 모두 통제한 후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비교하였다. 모델 3은 사회적 고립 ‘없음’ 대비 ‘있음’에서 자살생각 오즈비가

1.68배(95% CI 1.46-1.92)로 모델 1, 모델 2와 더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

련성을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2.32배(95%

CI 2.08-2.59)로 모델 2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연령에서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교육수준에서는 초졸 이하 대비 대졸 이상 0.4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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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 0.21-0.95)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구 월간소득에서는 ‘하’인

군 대비 ‘중하’ 0.76배(95% CI 0.64-0.94), ‘중상’ 0.61배(95% CI 0.51-0.75), ‘상’

0.54배(95% CI 0.45-0.67)로 모델 2에서와 같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건강행태 요인 중 흡연 여부는 ‘비흡연’ 대비 ‘현재흡연’ 1.38배

(95% CI 1.22-1.57), ‘과거흡연’ 1.52배(95% CI 1.30-1.7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 음주 상태의 경우 모델 2에서 확인된 통계적 유의성이 모델 3에

서는 사라졌다. 건강상태 요인으로는 우울감 ‘없음’ 대비 ‘있음’이 8.06배(95%

CI 7.16-9.06),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은 거의 느끼지 않음 대비 조금 느끼는

편 2.64배(95% CI 1.99-3.50), 많이 느끼는 편 10.37배(95% CI 7.85-13.69), 대

단히 많이 느낌 20.60배(95% CI 15.36-27.63)로 통계적 유의성이 높았다. 만성

질환 유무의 경우 만성질환 ‘없음’ 대비 ‘있음’이 1.48배(95% CI 1.29-1.70)로 자

살생각 오즈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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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N=52,894명)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사회적 고립

없음 1.00 1.00 1.00

있음 2.17(1.94-2.43) <.0001 1.86(1.65-2.10) <.0001 1.68(1.46-1.92) <.0001

성별

남성 1.00 1.00

여성 3.21(2.89-3.56) <.0001 2.32(2.08-2.59) <.0001

연령

19-24세 1.00 1.00

25-29세 1.09(0.97-1.23) 0.1566 0.95(0.83-1.08) 0.3950
30-39세 1.05(0.95-1.16) 0.3156 1.06(0.95-1.18) 0.3193

교육수준

초졸 이하 1.00 1.00

중졸 1.23(0.59-2.60) 0.5792 1.03(0.46-2.32) 0.9352

고졸 0.89(0.44-1.80) 0.7524 0.66(0.31-1.41) 0.2855

대졸 이상 0.58(0.29-1.17) 0.1297 0.45(0.21-0.95) 0.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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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계속)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가구 월간소득

하 1.00 1.00

중하 0.70(0.59-0.83) <.0001 0.76(0.64-0.94) 0.0084

중상 0.53(0.45-0.63) <.0001 0.61(0.51-0.75) <.0001
상 0.48(0.40-0.58) <.0001 0.54(0.45-0.67) <.0001

흡연 여부

비흡연 1.00 1.00

현재흡연 2.12(1.89-2.39) <.0001 1.38(1.22-1.57) <.0001

과거흡연 1.96(1.70-2.26) <.0001 1.52(1.30-1.70) <.0001

음주 상태

비음주 1.00 1.00

보통음주 1.05(0.95-1.15) 0.3375 0.98(0.89-1.08) 0.6873

고위험음주 1.27(1.12-1.44) 0.0001 1.02(0.89-1.17) 0.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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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계속)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우울감 여부
없음 1.00

있음 8.06(7.16-9.06) <.0001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거의 느끼지 않음 1.00
조금 느끼는 편 2.64(1.99-3.50) <.0001
많이 느끼는 편 10.37(7.85-13.69) <.0001

대단히 많이 느낌 20.60(15.36-27.63) <.0001
만성질환 유무

없음 1.00
있음 1.48(1.29-1.70) <.0001
＊ Model 1 : 사회적 고립

†Model 2 :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 월간소득), 건강행태 요인(흡연 여부, 음주 상태) 통제

‡Model 3 :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 월간소득), 건강행태 요인(흡연 여부, 음주 상태), 건강상태 요인(우울감 여부,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만성질환

유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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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별에 따른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

가. 남성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

남성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모형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독립변수 하나만을 고려한 단변수 모델 1에서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

‘없음’ 대비 사회적 고립 ‘있음’의 자살생각 오즈비가 2.48배(95% CI 2.83-2.95)

로 통계적 유의성이 높았다.

모델 2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중증도 신체활동 실천 여

부를 제외한 건강행태 요인을 통제한 후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고립 ‘없음’ 대비 사회적 고립 ‘있음’에서 자살생

각 오즈비가 2.08배(95% CI 1.72-2.51)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연령에서 19-24세 대비 30-39세 1.31배(95% CI 1.09-1.56)만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교육수준에 따른 자살생각의 오즈비는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 월간소득의 경우 ‘하’인 군 대비 ‘중하’ 0.68배(95% CI 0.52-0.89),

‘중상’ 0.56배(95% CI 0.42-0.73), ‘상’ 0.46배(95% CI 0.34-0.62)로 자살생각의

오즈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건강행태 요인 중 흡연 여부는 비흡연

대비 현재흡연 1.37배(95% CI 1.17-1.61), 음주 상태는 비음주 대비 보통음주

0.79배(95% CI 0.67-0.93)만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으나, 과거흡연과 고위험

음주는 유의하지 않았다.

모델 3은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중증도 신체활동 여부를 제외

한 건강행태 요인 및 건강상태 요인을 모두 통제한 후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

각의 관련성을 비교하였다. 모델 3은 사회적 고립 ‘없음’ 대비 ‘있음’에서 자살

생각 오즈비가 1.86배(95% CI 1.51-2.29)로 모델 1, 모델 2와 더불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연령에서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대비 대졸 이상 0.29배(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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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0.09-0.99)만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으나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

월간소득에서는 ‘하’인 군 대비 ‘중상’ 0.64배(95% CI 0.47-0.87), ‘상’ 0.51배

(95% CI 0.36-0.7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행태 요인 중

흡연 여부는 모델 2에서 보였던 비흡연 대비 현재흡연의 통계적 유의성이 모

델 3에서는 사라졌다. 음주 상태의 경우 모델 2에서와 같이 비음주 대비 보통

음주 0.81배(95% CI 0.67-0.97)로 자살생각의 오즈비가 통계적으로 낮았다. 건

강상태 요인으로는 우울감 ‘없음’ 대비 ‘있음’이 9.13배(95% CI 7.43-11.21), 주

관적 스트레스 수준은 거의 느끼지 않음 대비 조금 느끼는 편 2.79배(95% CI

1.72-4.53), 많이 느끼는 편 12.11배(95% CI 7.51-19.52), 대단히 많이 느낌

23.50배(95% CI 14.20-38.88)로 통계적 유의성이 높았다. 만성질환 유무의 경

우 만성질환 ‘없음’ 대비 ‘있음’이 1.63배(95% CI 1.34-1.97)로 자살생각 오즈비

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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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남성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N=24,834명)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사회적 고립

없음 1.00 1.00 1.00

있음 2.48(2.83-2.95) <.0001 2.08(1.72-2.51) <.0001 1.86(1.51-2.29) <.0001

연령

19-24세 1.00 1.00

25-29세 1.12(0.90-1.39) 0.3050 0.89(0.70-1.12) 0.3234

30-39세 1.31(1.09-1.56) 0.0035 1.04(0.85-1.26) 0.7031

교육수준

초졸 이하 1.00 1.00

중졸 0.92(0.29-2.94) 0.8843 0.63(0.17-2.36) 0.4944

고졸 0.57(0.19-1.67) 0.3041 0.40(0.12-1.34) 0.1367

대졸 이상 0.41(0.14-1.22) 0.1082 0.29(0.09-0.99) 0.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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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남성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계속)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가구 월간소득

하 1.00 1.00

중하 0.68(0.52-0.89) 0.0056 0.80(0.59-1.08) 0.1470

중상 0.56(0.42-0.73) <.0001 0.64(0.47-0.87) 0.0045

상 0.46(0.34-0.62) <.0001 0.51(0.36-0.71) <.0001

흡연 여부

비흡연 1.00 1.00

현재흡연 1.37(1.17-1.61) 0.0001 1.04(0.87-1.23) 0.6997

과거흡연 1.07(0.86-1.34) 0.5326 0.95(0.75-1.20) 0.6839

음주 상태

비음주 1.00 1.00

보통음주 0.79(0.67-0.93) 0.0057 0.81(0.67-0.97) 0.0217

고위험음주 0.96(0.79-1.18) 0.7221 0.87(0.70-1.07) 0.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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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남성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계속)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우울감 여부

없음 1.00

있음 9.13(7.43-11.21) <.0001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거의 느끼지 않음 1.00

조금 느끼는 편 2.79(1.72-4.53) <.0001

많이 느끼는 편 12.11(7.51-19.52) <.0001

대단히 많이 느낌 23.50(14.20-38.88) <.0001

만성질환 유무

없음 1.00

있음 1.63(1.34-1.97) <.0001

＊ Model 1 : 사회적 고립

†Model 2 : 인구사회학적 요인(연령, 교육수준, 가구 월간소득), 건강행태 요인(흡연 여부, 음주 상태) 통제

‡Model 3 : 인구사회학적 요인(연령, 교육수준, 가구 월간소득), 건강행태 요인(흡연 여부, 음주 상태), 건강상태 요인(우울감 여부,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만성질환 유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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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

여성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에 대한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모형의 결과는 표 9와 같다.

독립변수 하나만을 고려한 단변수 모델 1에서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

‘없음’ 대비 사회적 고립 ‘있음’의 자살생각 오즈비가 2.25배(95% CI 1.94-2.61)

로 통계적 유의성이 높았다.

모델 2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중증도 신체활동 실천 여

부를 제외한 건강행태 요인을 통제한 후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고립 ‘없음’ 대비 사회적 고립 ‘있음’에서 자살생

각 오즈비가 1.61배(95% CI 1.37-1.88)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자살생각의 오즈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 월간소득의 경우 ‘하’인 군 대비 ‘중하’ 0.73배(95% CI 0.58-0.90),

‘중상’ 0.54배(95% CI 0.43-0.67), ‘상’ 0.51배(95% CI 0.41-0.65)로 자살생각의

오즈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건강행태 요인 중 흡연 여부는 비흡연

대비 현재흡연 3.09배(95% CI 2.61-3.65), 과거흡연 2.75배(95% CI 2.28-3.30),

음주 상태는 비음주 대비 보통음주 1.17배(95% CI 1.05-1.30), 고위험음주 1.42

배(95% CI 1.21-1.30)로 통계적 유의성이 높았다.

모델 3은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중증도 신체활동 여부를 제외

한 건강행태 요인 및 건강상태 요인을 모두 통제한 후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

각의 관련성을 비교하였다. 모델 3은 사회적 고립 ‘없음’에 비해 ‘있음’에서 자

살생각 오즈비가 1.47배(95% CI 1.23-1.75)로 모델 1, 모델 2와 더불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연령과 교육수준은 모

델 2와 같이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가구 월간소득에서는 ‘하’

인 군 대비 ‘중하’ 0.77배(95% CI 0.61-0.98), ‘중상’ 0.62배(95% CI 0.48-0.79),

‘상’ 0.57배(95% CI 0.44-0.74)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건강행태 요인 중

흡연 여부는 모델 2에서와 같이 비흡연 대비 현재흡연 1.85배(95% CI 1.5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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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흡연 2.20배(95% CI 1.79-2.71)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음

주 상태는 모델 2에서 확인된 통계적 유의성이 모델 3에서는 사라졌다. 건강

상태 요인으로는 우울감 ‘없음’ 대비 ‘있음’이 7.39배(95% CI 6.40-8.53), 주관

적 스트레스 수준은 거의 느끼지 않음 대비 조금 느끼는 편 2.57배(95% CI

1.82-3.64), 많이 느끼는 편 9.61배(95% CI 6.82-13.53), 대단히 많이 느낌

19.20배(95% CI 13.37-27.58)이었으며 자살생각 오즈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만성질환 유무의 경우 만성질환 ‘없음’ 대비 ‘있음’이 1.35배(95% CI

1.10-1.65)으로 자살생각 오즈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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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여성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N=28,060명)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사회적 고립

없음 1.00 1.00 1.00

있음 2.25(1.94-2.61) <.0001 1.61(1.37-1.88) <.0001 1.47(1.23-1.75) <.0001

연령

19-24세 1.00 1.00

25-29세 1.10(0.95-1.27) 0.2001 0.98(0.84-1.14) 0.7767

30-39세 1.00(0.89-1.13) 0.9918 1.09(0.96-1.24) 0.1941

교육수준

초졸 이하 1.00 1.00

중졸 1.42(0.53-3.78) 0.4813 1.31(0.47-3.70) 0.6089

고졸 1.14(0.45-2.90) 0.7790 0.88(0.33-2.34) 0.7934

대졸 이상 0.73(0.29-1.84) 0.5012 0.59(0.22-1.56) 0.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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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여성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계속)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가구 월간소득

하 1.00 1.00

중하 0.73(0.58-0.90) 0.0037 0.77(0.61-0.98) 0.0366

중상 0.54(0.43-0.67) <.0001 0.62(0.48-0.79) <.0001

상 0.51(0.41-0.65) <.0001 0.57(0.44-0.74) <.0001

흡연 여부

비흡연 1.00 1.00

현재흡연 3.09(2.61-3.65) <.0001 1.85(1.52-2.24) <.0001

과거흡연 2.75(2.28-3.30) <.0001 2.20(1.79-2.71) <.0001

음주 상태

비음주 1.00 1.00

보통음주 1.17(1.05-1.30) 0.0056 1.07(0.95-1.20) 0.2848

고위험음주 1.42(1.21-1.30) <.0001 1.10(0.92-1.31) 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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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여성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계속)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우울감 여부

없음 1.00

있음 7.39(6.40-8.53) <.0001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거의 느끼지 않음 1.00

조금 느끼는 편 2.57(1.82-3.64) <.0001

많이 느끼는 편 9.61(6.82-13.53) <.0001

대단히 많이 느낌 19.20(13.37-27.58) <.0001

만성질환 유무

없음 1.00

있음 1.35(1.10-1.65) 0.0039
＊ Model 1 : 사회적 고립

†Model 2 : 인구사회학적 요인(연령, 교육수준, 가구 월간소득), 건강행태 요인(흡연 여부, 음주 상태) 통제

‡Model 3 : 인구사회학적 요인(연령, 교육수준, 가구 월간소득), 건강행태 요인(흡연 여부, 음주 상태), 건강상태 요인(우울감 여부,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만성질환 유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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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령에 따른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

가. 19-24세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

19-24세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에 대한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모형의 결과는 표 10과 같다.

독립변수 하나만을 고려한 단변수 모델 1의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 ‘없

음’ 대비 사회적 고립 ‘있음’의 자살생각 오즈비가 1.90배(95% CI 1.55-2.34)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모델 2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중증도 신체활동 실천 여

부를 제외한 건강행태 요인을 통제한 후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고립 ‘없음’ 대비 사회적 고립 ‘있음’에서 자살생

각 오즈비가 1.61배(95% CI 1.29-2.00)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에서는 남성 대비 여성은 3.41배(95% CI 2.78-4.17)로 통계적 유

의성이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자살생각의 오즈비는 초졸 이하 대비 대졸

이상 0.10배(95% CI 0.02-0.56)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

구 월간소득의 경우 ‘하’인 군 대비 ‘중상’ 0.64배(95% CI 0.47-0.86), ‘상’ 0.66

배(95% CI 0.48-0.89)만 자살생각 오즈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건강

행태 요인 중 흡연 여부는 비흡연 대비 현재흡연 2.19배(95% CI 1.72-2.78),

과거흡연 2.32배(95% CI 1.62-3.35)로 통계적 유의성이 높았으나, 음주 상태에

서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모델 3은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중증도 신체활동 여부를 제외

한 건강행태 요인 및 건강상태 요인을 모두 통제한 후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

각의 관련성을 비교하였다. 모델 3은 사회적 고립 ‘없음’에 비해 ‘있음’에서 자

살생각 오즈비가 1.46배(95% CI 1.14-1.87)로 모델 1, 모델 2와 더불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에서는 남성 대비

여성의 경우 자살생각의 오즈비가 2.05배(95% CI 1.65-2.54)로 모델 2에서와



- 53 -

같이 통계적 유의성이 높았다. 교육수준 역시 모델 2와 같이 초졸 이하 대비

대졸 이상에서만 0.11배(95% CI 0.01-0.82)만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가구

월간소득에서는 ‘하’인 군 대비 ‘중상’ 0.69배(95% CI 0.50-0.97), ‘상’ 0.71배

(95% CI 0.50-0.99)만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건강행태 요인 중 흡연 여부

는 모델 2에서와 같이 비흡연 대비 현재흡연 1.39배(95% CI 1.07-1.81), 과거

흡연 1.81배(95% CI 1.21-2.71)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음주 상

태는 모델 2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건강상태 요인으로는 우

울감 ‘없음’ 대비 ‘있음’이 8.45배(95% CI 6.73-10.61),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은

거의 느끼지 않음 대비 조금 느끼는 편 2.26배(95% CI 1.38-3.70), 많이 느끼

는 편 9.67배(95% CI 5.95-15.70), 대단히 많이 느낌 19.83배(95% CI

11.70-33.60)이었으며 자살생각의 오즈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만성

질환 유무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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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19-24세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N=13,116명)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사회적 고립

없음 1.00 1.00 1.00

있음 1.90(1.55-2.34) <.0001 1.61(1.29-2.00) <.0001 1.46(1.14-1.87) 0.0027

성별

남성 1.00 1.00

여성 3.41(2.78-4.17) <.0001 2.05(1.65-2.54) <.0001

교육수준

초졸 이하 1.00 1.00

중졸 0.29(0.05-1.76) 0.1794 0.28(0.03-2.49) 0.2558

고졸 0.20(0.04-1.07) 0.0598 0.17(0.02-1.30) 0.0876

대졸 이상 0.10(0.02-0.56) 0.0084 0.11(0.01-0.82) 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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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19-24세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계속)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가구 월간소득

하 1.00 1.00

중하 0.83(0.62-1.11) 0.2093 0.83(0.60-1.16) 0.2800

중상 0.64(0.47-0.86) 0.0035 0.69(0.50-0.97) 0.0316

상 0.66(0.48-0.89) 0.0076 0.71(0.50-0.99) 0.0476

흡연 여부

비흡연 1.00 1.00

현재흡연 2.19(1.72-2.78) <.0001 1.39(1.07-1.81) 0.0144

과거흡연 2.32(1.62-3.35) <.0001 1.81(1.21-2.71) 0.0041

음주 상태

비음주 1.00 1.00

보통음주 0.99(0.82-1.19) 0.8955 0.92(0.75-1.12) 0.4035

고위험음주 0.98(0.75-1.29) 0.9040 0.80(0.59-1.08) 0.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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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19-24세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계속)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우울감 여부

없음 1.00

있음 8.45(6.73-10.61) <.0001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거의 느끼지 않음 1.00

조금 느끼는 편 2.26(1.38-3.70) 0.0012

많이 느끼는 편 9.67(5.95-15.70) <.0001

대단히 많이 느낌 19.83(11.70-33.60) <.0001

만성질환 유무

없음 1.00

있음 1.48(0.97-2.26) 0.0700
＊ Model 1 : 사회적 고립

†Model 2 :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교육수준, 가구 월간소득), 건강행태 요인(흡연 여부, 음주 상태) 통제

‡Model 3 :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교육수준, 가구 월간소득), 건강행태 요인(흡연 여부, 음주 상태), 건강상태 요인(우울감 여부,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만성질환 유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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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5-29세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

25-29세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에 대한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모형의 결과는 표 11과 같다.

독립변수 하나만을 고려한 단변수 모델 1의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 ‘없

음’ 대비 사회적 고립 ‘있음’의 자살생각 오즈비가 2.17배(95% CI 1.75-2.69)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모델 2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중증도 신체활동 실천 여

부를 제외한 건강행태 요인을 통제한 후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고립 ‘없음’ 대비 사회적 고립이 ‘있음’에서 자살

생각 오즈비가 1.99배(95% CI 1.58-2.50)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구사회학

적 요인 중 성별에서는 남성 대비 여성은 3.50배(95% CI 2.80-4.38)로 통계적

유의성이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자살생각의 오즈비는 유의하지 않았다. 가

구 월간소득의 경우 ‘하’인 군 대비 ‘중하’ 0.65배(95% CI 0.44-0.95), ‘중상’

0.47배(95% CI 0.31-0.69), ‘상’ 0.42배(95% CI 0.28-0.64)이었으며 자살생각의

오즈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건강행태 요인 중 흡연 여부는 비흡연

대비 현재흡연 2.08배(95% CI 1.60-2.70), 과거흡연 1.96배(95% CI 1.41-2.27)

로 통계적 유의성이 높았으나, 음주 상태에서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모델 3은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중증도 신체활동 여부를 제외

한 건강행태 요인 및 건강상태 요인을 모두 통제한 후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

각의 관련성을 비교하였다. 모델 3은 사회적 고립 ‘없음’에 비해 ‘있음’에서 자

살생각 오즈비가 1.82배(95% CI 1.41-2.35)로 모델 1, 모델 2와 더불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에서는 남성 대비

여성의 경우 자살생각의 오즈비가 2.28배(95% CI 1.80-2.89)로 모델 2에서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이 높았다. 교육수준 역시 모델 2와 같이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가구 월간소득에서는 ‘하’인 군 대비 ‘중상’ 0.58배(95% CI 0.37-0.90),

‘상’ 0.52배(95% CI 0.33-0.82)만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건강행태 요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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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여부는 모델 2에서 보인 비흡연 대비 현재흡연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

졌고, 비흡연 대비 과거흡연 1.68배(95% CI 1.18-2.41)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 음주 상태는 모델 2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건강상태 요인으로는 우울감 ‘없음’ 대비 ‘있음’이 7.77배(95% CI 6.10-9.89),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은 거의 느끼지 않음 대비 조금 느끼는 편 3.19배(95%

CI 1.55-6.55), 많이 느끼는 편 10.98배(95% CI 5.39-22.37), 대단히 많이 느낌

25.74배(95% CI 12.35-53.71)이었으며 자살생각의 오즈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 만성질환 유무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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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5-29세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N=10,523명)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사회적 고립

없음 1.00 1.00 1.00

있음 2.17(1.75-2.69) <.0001 1.99(1.58-2.50) <.0001 1.82(1.41-2.35) <.0001

성별

남성 1.00 1.00

여성 3.50(2.80-4.38) <.0001 2.28(1.80-2.89) <.0001

교육수준

초졸 이하 1.00 1.00

중졸 1.71(0.20-14.34) 0.6210 0.97(0.11-8.69) 0.9766

고졸 1.45(0.19-11.21) 0.7230 0.58(0.07-4.75) 0.6104

대졸 이상 1.00(0.13-7.66) 0.9959 0.42(0.05-3.39) 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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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5-29세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계속)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가구 월간소득

하 1.00 1.00

중하 0.65(0.44-0.95) 0.0244 0.76(0.49-1.16) 0.2044

중상 0.47(0.31-0.69) <.0001 0.58(0.37-0.90) 0.0145

상 0.42(0.28-0.64) <.0001 0.52(0.33-0.82) 0.0053

흡연 여부

비흡연 1.00 1.00

현재흡연 2.08(1.60-2.70) <.0001 1.29(0.98-1.71) 0.0724

과거흡연 1.96(1.41-2.72) <.0001 1.68(1.18-2.41) 0.0045

음주 상태

비음주 1.00 1.00

보통음주 1.01(0.82-1.23) 0.9584 0.95(0.76-1.18) 0.6206

고위험음주 1.29(0.98-1.70) 0.0704 0.93(0.69-1.27) 0.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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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5-29세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계속)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우울감 여부

없음 1.00

있음 7.77(6.10-9.89) <.0001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거의 느끼지 않음 1.00

조금 느끼는 편 3.19(1.55-6.55) 0.0016

많이 느끼는 편 10.98(5.39-22.37) <.0001

대단히 많이 느낌 25.74(12.35-53.71) <.0001

만성질환 유무

없음 1.00

있음 1.44(0.99-2.08) 0.0552
＊ Model 1 : 사회적 고립

†Model 2 :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교육수준, 가구 월간소득), 건강행태 요인(흡연 여부, 음주 상태) 통제

‡Model 3 :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교육수준, 가구 월간소득), 건강행태 요인(흡연 여부, 음주 상태), 건강상태 요인(우울감 여부,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만성질환 유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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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0-39세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

30-39세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에 대한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모형의 결과는 표 12와 같다.

독립변수 하나만을 고려한 단변수 모델 1의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 ‘없

음’ 대비 사회적 고립 ‘있음’의 자살생각 오즈비가 2.56배(95% CI 2.17-3.06)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모델 2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중증도 신체활동 실천 여

부를 제외한 건강행태 요인을 통제한 후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고립 ‘없음’ 대비 사회적 고립 ‘있음’에서 자살생

각 오즈비가 1.85배(95% CI 1.65-2.09)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에서는 남성 대비 여성은 3.21배(95% CI 2.80-4.38)로 통계적 유

의성이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자살생각의 오즈비는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

월간소득의 경우 ‘하’인 군 대비 ‘중하’ 0.71배(95% CI 0.60-0.84), ‘중상’ 0.54배

(95% CI 0.45-0.64), ‘상’ 0.49배(95% CI 0.41-0.58)이었으며 자살생각의 오즈비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건강행태 요인 중 흡연 여부는 비흡연 대비

현재흡연 2.13배(95% CI 1.89-2.40), 과거흡연 1.97배(95% CI 1.71-2.27)로 통

계적 유의성이 높았으며, 음주 상태에서는 비음주 대비 고위험음주 1.27배

(95% CI 1.12-1.44)만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모델 3은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중증도 신체활동 여부를 제외

한 건강행태 요인 및 건강상태 요인을 모두 통제한 후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

각의 관련성을 비교하였다. 모델 3은 사회적 고립 ‘없음’에 비해 ‘있음’에서 자

살생각 오즈비가 1.71배(95% CI 1.39-2.11)로 모델 1, 모델 2와 더불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에서는 남성 대비

여성의 경우 자살생각의 오즈비가 2.52배(95% CI 2.16-2.95)로 모델 2에서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이 높았다. 교육수준 역시 모델 2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가구 월간소득에서는 ‘하’인 군 대비 ‘중하’ 0.70배(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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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93), ‘중상’ 0.55배(95% CI 0.41-0.74), ‘상’ 0.45배(95% CI 0.33-0.61)만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건강행태 요인 중 흡연 여부는 비흡연 대비 현재흡

연 1.44배(95% CI 1.21-1.71), 과거흡연 1.47배(95% CI 1.21-1.78)로 통계적 유

의성이 모델 2에서와 같이 높았다. 음주 상태는 모델 2에서 보였던 비음주 대

비 고위험음주의 통계적 유의성이 모델 3에서는 사라졌다. 건강상태 요인으로

는 우울감 ‘없음’ 대비 ‘있음’이 7.96배(95% CI 6.72-9.42), 주관적 스트레스 수

준은 거의 느끼지 않음 대비 조금 느끼는 편 2.70배(95% CI 1.82-4.00), 많이

느끼는 편 10.77배(95% CI 7.31-15.88), 대단히 많이 느낌 19.81배(95% CI

13.16-29.81)이었으며 자살생각의 오즈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만성

질환 유무의 경우 만성질환 ‘없음’ 대비 ‘있음’이 1.51배(95% CI 1.29-1.77)로 자

살생각 오즈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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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30-39세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N=29,255명)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사회적 고립

없음 1.00 1.00 1.00

있음 2.56(2.17-3.06) <.0001 1.85(1.65-2.09) <.0001 1.71(1.39-2.11) <.0001

성별

남성 1.00 1.00

여성 3.21(2.90-3.57) <.0001 2.52(2.16-2.95) <.0001

교육수준

초졸 이하 1.00 1.00

중졸 1.23(0.58-2.58) 0.5881 1.24(0.47-3.28) 0.6639

고졸 0.88(0.44-1.78) 0.7307 0.83(0.33-2.06) 0.6851

대졸 이상 0.58(0.29-1.16) 0.1228 0.58(0.23-1.43) 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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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30-39세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계속)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가구 월간소득

하 1.00 1.00

중하 0.71(0.60-0.84) <.0001 0.70(0.53-0.93) <.0001

중상 0.54(0.45-0.64) <.0001 0.55(0.41-0.74) <.0001

상 0.49(0.41-0.58) <.0001 0.45(0.33-0.61) <.0001

흡연 여부

비흡연 1.00 1.00

현재흡연 2.13(1.89-2.40) <.0001 1.44(1.21-1.71) <.0001

과거흡연 1.97(1.71-2.27) <.0001 1.47(1.21-1.78) <.0001

음주 상태

비음주 1.00 1.00

보통음주 1.04(0.95-1.15) 0.3520 1.03(0.90-1.18) 0.6553

고위험음주 1.27(1.12-1.44) 0.0001 1.16(0.97-1.38) 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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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30-39세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계속)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우울감 여부

없음 1.00

있음 7.96(6.72-9.42) <.0001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거의 느끼지 않음 1.00

조금 느끼는 편 2.70(1.82-4.00) <.0001

많이 느끼는 편 10.77(7.31-15.88) <.0001

대단히 많이 느낌 19.81(13.16-29.81) <.0001

만성질환 유무

없음 1.00

있음 1.51(1.29-1.77) <.0001
＊ Model 1 : 사회적 고립

†Model 2 :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교육수준, 가구 월간소득), 건강행태 요인(흡연 여부, 음주 상태) 통제

‡Model 3 :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교육수준, 가구 월간소득), 건강행태 요인(흡연 여부, 음주 상태), 건강상태 요인(우울감 여부,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만성질환 유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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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본 연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제2기 순환조사 4차년도(2017년)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 52,894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 간의 관련성이 있음을 파악하

였다.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은 자살생각과 독립적인 관련성을 보였으며, 성별과 연령을 층화 분석한

모형 중 남녀, 모든 연령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규명된 자살생각 관련 요인을 고려하여

인구사회학적, 건강행태, 건강상태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월간 소득이며, 건강행태 요인은 흡연 여부, 음주

상태, 중증도 이상의 신체 활동 실천 여부로 설정하였다.

건강행태 요인 중 중증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여부는 사회적 고립과 자살

생각의 교차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고립과 자살

생각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에 추가하거나 제거하였을 때 다른 변수에 유

의한 영향을 주지 않아, 로지스틱 회귀분석 시 통제변수로는 활용하지 않았다.

건강상태 요인은 우울증상 여부,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만성질환 여부를 사

용하였다. 특히, 우울증상은 자살생각에 강력한 위험요인을 보고되고 있으므로

단순 2주간의 우울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지 않고, 우울증 선별도구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문항의 응답 값을 사용하여 우울증상 여

부를 구분하였다.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분석한 본 연구의

유의미한 결과와 선행연구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39세 미만의 청년층 52,894명을 분석한 결과, 자살생각을 한 적 있

는 대상자는 전체 5.3%였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다. 2017년 국민건강영

양조사에서 성인 19세 이상에서 자살생각률은 4.73%,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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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6.96%로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질병관리본부, 2017; 권준현 등,

2019).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적 고립은 다섯 가지 하위항목의 총점을 사용한

것으로, 사회적 고립의 요인으로 알려진 배우자 유무, 1인 가구 여부, 사회연

결망 유무, 사회활동 참여 여부, 직업 유무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고립이 있음

에 해당하는 군이 전체 연구 대상자 중 7.5%에 해당하였으며, 성별에 따라서

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측정한

Menec 등(201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의 발생률이 전체 연구 대상자의

5.1%, 남성 5.4%, 여성 4.8%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단면조사를 분석한 연

구로 발생률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선행 연구과 대조는 불가하다. 다만 본 연

구에서 사회적 고립이 있음에 해당하는 성별의 비율은 동일하게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의 하위항목 중 배우자 없

음, 1인 가구, 사회연결망 없음, 직업 없음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차지하는 비

율이 더 높았고, 여성의 경우 사회활동 비참여에서만 남성보다 비율이 높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확인한 모형 전

체에서 사회적 고립이 없는 군 대비 있는 군의 자살생각 오즈비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성별과 연령을 층화한 모형 전체에서도 자살생각의 오즈비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 간의 관련성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고등학생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

를 살펴본 연구(박진영, 2016)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묘숙, 2012; 최

봄이, 2021)의 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Calati 등(2019)의 연구에서와 같

이 사회적 고립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 확인된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의 경우,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살

펴본 모형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자살생각 오즈비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연

령을 층화한 모형에서 마찬가지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자살생각 오즈비가 유

의하게 높았다. 이는 청년층의 남성보다 여성에서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Nock et al., 2008; 정나라, 김호, 이승묵, 2010; 김재우, 2018;



- 69 -

조은희, 이수진, 김여진, 2020). 또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자살생각 관련 요인

을 규명한 연구(김선영, 정미영, 김경나, 2014)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자살생각

오즈비가 높다고 나타나 본 논문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연령의 경우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살펴본 모형에서는

관련 변수로서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19-24세, 25-29세, 30-39세

세부집단으로 연령을 층화한 모형 전체에서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의 오즈비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김홍중(2015)의 연구에 의하면, 청년층은 생

존주의 세대로 기회와 보상의 격차가 커진 사회의 상황에서도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으려 애쓰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직장 내 승진, 결혼, 주거 독립 등에

서 오는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청년층 자살을 예방하고자, 정부는 청년들의 생활터를 중심으로

고위험군 스크리닝, 자살예방 교육 및 상담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근로

자 지원프로그램 EAP(Employee Assessment Program)를 도입하여 근로자 개

인의 신용, 가정 등 다양한 문제 관리를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있다.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는 관심과 다양한 지원체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자살 관련 연구는 많지만, 청년층

을 세부연령으로 나누어 살펴본 심층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청년의 세부연

령 집단과 관련된 자살생각의 변인들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후속 연구와

청년세대별 자살특성 분석을 위한 심층 면담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구월간 소득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가구월간 소득이 ‘하’ 인

군 대비 ‘중하’, ‘중상’, ‘상’인 군으로 갈수록 자살생각의 오즈비가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는데, 이는 기존 선행연구(신상수, 신영전, 2014; 김재우, 2018;

정인관, 한우재, 2020)와 동일한 결과이다. 중앙자살예방센터(2020)에 의하면

경제생활 문제가 25.7%로 자살 동기 2위를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 추가로 분

석한 자살생각의 행동원인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

다.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 위협으로 청년층은 구직난과 경제난을 경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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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 취업장려금,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

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빈곤층의 자살생각 위험성이 높고 빈곤에서 탈

출한 집단에서 자살생각이 소멸될 확률이 크다는 연구 결과(우혜경, 조영태,

2013)를 토대로 자살예방을 위해 단기간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통해 자살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건강행태 요인에 중 흡연의 경우,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확인한 모형의 모델 2, 3에서 비흡연 대비 현재흡연, 과거흡연의 자살생각 오

즈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데이터를 사용

하여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유선화

등., 2018)에 따르면 비흡연자 대비 현재 흡연자와 과거 흡연자가 모두 자살생

각 위험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흡연과 자살위험에 대한 메타연구

(Schneider et al., 2005)에서 비흡연자에 비해 현재 흡연자들의 자살생각 오즈

비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성별을 층화한 남성 모형

의 모델 2에서 흡연과 자살생각의 오즈비는 현재흡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고, 모델 3에서는 유의성이 사라졌다. 반면 여성의 경우, 자살생각

오즈비의 유의성이 모델 2, 3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의 자살생각 결

정요인 중 흡연이 남성의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성에

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연구(김재우, 2018)와 일치하는 결과였지만, 남녀

흡연자 모두가 비흡연자에 비해 자살생각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박은옥, 2014)

와는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 여성 흡연자의 경우 흡연 여부를 과소 보고하

는 경향이 있으므로(Jung-Choi, Khang and Cho, 2012), 성별에 따른 분석 결

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상태 요인 중 우울 증상 여부와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은 여러 선행연구

에서와 같이 자살 생각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 전체 모형

에서도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우울 증상 여부와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은 통

제된 변수들 중 가장 높은 자살생각 오즈비로 확인되는데, 이는 자살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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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수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우울 증상이 없

는 군에 비해 있는 군일 경우,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군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

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의 오즈비도 함께 높아졌는데, 이는 기존 연구와 동일

한 결과였다(정나라, 김호, 이승묵, 2010; 김선영, 정미영, 김영나, 2014; 김재우,

20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에 따르면 주요우울장애의 1년 유병률은 전

체 연령층의 1.8% 정도였으나, 18-29세가 3.6%로 가장 많았다. 많은 연구에서

검증되었듯이 자살자의 대부분은 우울 증상을 갖고 있었으며, 자살생각이 우울

증의 주요 증상과 관련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신상수, 신영전, 2014; 전현규,

심재문, 이건창, 2015). 한편 2019년 서울시 정신건강통계에 따르면 전 연령층

가운데 30대 남성 31.3%, 20대 여성 35.8%로 스트레스 인지율이 가장 높다고 보

고했다. 이러한 청년층의 높은 스트레스 수준은 대인기피, 공격·충동적 행동을 일

으키고 이는 다시 청년층의 우울증 및 자살행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우울과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청년들이 심각한 자살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발

견을 통한 개입과 청년층의 스트레스 대처관리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

요하다.

만성질환 유무의 경우,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확인한 모

형의 모델 3에서 만성질환이 없는 군 대비 있는 군의 자살생각 오즈비가 유의

하게 높았으며, 성별을 층화한 전체 모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면 연령에 상관없이 자살생각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강은정, 2005)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자살생각 오즈비가 1.28배(95% CI

1.10-1.64)로 높았다는 Ferro 등의 연구(2017)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반면, 연

령을 층화하였을 때 30-39세 모형에서만 자살생각 오즈비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19-24세, 25-29세는 만성질환 이환율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생활습관의 변화, 흡연, 음주 등 많은

건강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연령에 상관없이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만성질환 조기발견·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20-30대 국

가검진제도를 도입하였다. 청년기에 특별히 발병 가능성이 큰 만성질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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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포함한 맞춤형 청년건강검진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청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국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청년층의 만성질환 예방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더 나아가 청년층의 자살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2011년「자살예

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중앙자살예방센터, 중

앙심리부검센터 등을 설치하여 자살률을 낮추고자 노력하였다. 2018년에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고 범부처적, 지자체, 민간의 협조를 강조

하며 자살예방을 추진하였다. 기존에 설치되었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

리부검센터를 통합하여 2021년 4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설립되어 이를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자살에 대한 예방, 개입,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

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학, 직장 등의 생활터에서 자살예방 사업이 진

행되고 있으며, 고위험군 스크리닝을 통해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지역 정신건

강복지센터 및 민간과 연계하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층이 다른 연령군과 구분되는 특성으로 모바일 등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들 수 있다. 2021년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청년세대는 능숙한 스마트

폰 사용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영역을 쉽게 넘나들고,

특히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중요한 의사소통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고명지, 2020). 이러한 청년층의 특성을 반영

하여 최근 보건분야에서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등을

활용한 청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Mobile Instant Messaging, MIM)이 청년층과 중년층의 우울감 표현 동기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연구(안순태, 이하나, 2021)에서 청년층에서 우울감 표

현에 작용하는 규범의 영향력이 대면 상황이나 모바일 인스턴트 메세징에 매

개된 상황에서 동일하게 작용하였다. 디지털 미디어의 노출이 많은 청년세대

에는 대면과 비대면 커뮤니티케이션에서 특별한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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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간 자체보다 어떠한 사람과 만나 대화가 이루어지는지가 청년층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 정책 수립 시, 익

명성을 기반으로 심리상태와 고민을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비대면 상담의 접

근방법이 기존의 입증된 대면 상담을 통한 개입의 효과를 대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사용과 사회자본, 사회적 고립 간의 관계를 확

인한 연구(Cho, 2015)에서는 청년세대에서 커뮤니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사회자본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는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이려정과 정병웅의 연구(2020)에서 외로움에 대처하는 행동으로

SNS 활동을 하며, 이러한 활동이 많을수록 사회적 고립감이 오히려 높아지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였다. 이는 SNS 활동에 외로움이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활동이 일상생활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역할을 하지 못

함을 뜻한다. 그러나 디지털기기가 능숙한 청년세대에서 소셜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다른 대상과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청년세대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재정의와 중재를 위한 개입방법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효과 검증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청년의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의 노동자, 직

원, 하급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고용주 또는 상사가 종속된 노동자의 위치를

이용하여 업무 과다지시, 성희롱 등의 괴롭힘을 일으킬 수 있다. 청년층은 상

위자 등에 의해 무시, 치욕을 받더라도 포기하고 체념함으로써 자신을 사회적

으로 고립시키게 된다(조계원, 2019).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 내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직장 내 프로그램 개발과 조직 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감시체계 구축

이 필요하다. 청년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노출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 측정 시 직장 내 위치 등을

고려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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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단면조사를 사용하여 설정한

독립변수인 사회적 고립과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의 인과관계 설명이 어렵고 일

반화에 무리가 있다. 사회적 고립이 자살생각을 높이는 데 유의한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으나, 조사 시점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들의 관련성이 인과관계라

고 보기 어렵다.

둘째, 조사 자료가 1:1면접 설문조사로서 연구 대상자가 누락 또는 축소하여

질문에 답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예

를 들어, 자살생각 경험이 있었으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니라고 답할 가능성

이 있다. 또한, 여성 흡연자의 경우 흡연 여부를 과소 보고하는 경향으로

(Jung-Choi, Khang and Cho, 2012), 이는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가능성

이 있다.

셋째, 독립변수인 사회적 고립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하위항목 중 사회연

결망의 경우, 이웃·친척·친구와의 연락빈도가 대면, 직접 접촉만 인정된 점이

다. 청년층의 중요한 사회연결망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과 같은 소셜 네트

워킹 서비스가 사회연결망에 측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설명

력을 높이기 위해 청년층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연결망의 측

정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한 하위항목들은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의 항목을 사용하였으므로, 청년층의 사

회적 고립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사

회연결망, 직장 내 위치 등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고립의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노인과 청소년 위주의 연구에

서 벗어나, 보건학적 대상에서 논의가 부족했던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생각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건강행태,

건강상태 요인을 단계적으로 통제하고, 성별과 연령을 층화하여 청년층의 사

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에 대해 심층 분석하였다는 점도 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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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만 19세 이상 39

세 이하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 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파악하

였다.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은 자살생각과 독립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연령을

층화하여 분석한 모형 중 남녀, 모든 연령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월간 소득과 우울증상,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은 자살 생각에 위험을 높이

는 공통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노인과 청소년 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 비교적 논의가

부족했던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심층 분석하였다는 점

에 의의가 있다. 또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인 사회적 고립

에 대해 파악한 점은 청년층의 자살 예방 정책의 기초 근거자료로써 활용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청년층의 중요한 사회연결망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등

을 사회적 고립 분석에 활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자살 예방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향후 청년세대의 중요한 사회연

결망인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상에서의 사회관계를 반영한 사회적 고립에 대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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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사회적 고립 정도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특성

변수

사회적 고립 정도* (N=52,894명)

0 1 2 3 4 5 P
valueN=15,050명(.28.5%) N=20,791명(39.3%) N=13,075명(24.7%) N=3,609명(6.8%) N=361명(0.7%) N=8명(0.0%)

성별 <.0001

남성 6,480(26.1) 9,399(37.9) 6,729(27.1) 2,014(8.1) 207(0.8) 5(0.0)

여성 8,570(30.5) 11,392(40.6) 6,346(22.6) 1,595(5.7) 154(0.6) 3(0.0)

연령 <.0001

19-24세 151(1.1) 5,509(42.0) 6,004(45.8) 1,360(10.4) 91(0.7) 1(0.0)

25-29세 1,280(12.2) 4,761(45.3) 3,318(31.5) 1,055(10.0) 108(1.0) 1(0.0)
30-39세 13,619(46.6) 10,521(35.9) 3,753(12.8) 1,194(4.1) 162(0.6) 6(0.0)

교육수준 <.0001

초졸 이하 17(19.1) 38(42.7) 17(19.1) 13(14.6) 4(4.5) 0(0.0)

중졸 138(26.4) 202(38.7) 107(20.5) 63(12.1) 10(1.9) 2(0.4)

고졸 3,059(28.1) 4,058(37.4) 2,574(23.7) 1,024(9.4) 137(1.3) 5(0.1)

대졸 이상 11,836(28.5) 16,493(39.8) 10,377(25.1) 2,509(6.1) 210(0.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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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사회적 고립 정도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특성(계속)

변수

사회적 고립 정도* (N=52,894명)

0 1 2 3 4 5 P
valueN=15,050명(.28.5%) N=20,791명(39.3%) N=13,075명(24.7%) N=3,609명(6.8%) N=361명(0.7%) N=8명(0.0%)

가구 월간소득 <.0001

하 95(4.8) 483(24.5) 757(38.4) 487(24.8) 141(7.2) 5(0.3)

중하 3,512(22.8) 5,512(35.7) 4,514(29.2) 1,760(11.4) 139(0.9) 3(0.0)

중상 7,258(34.7) 8,253(39.5) 4,448(21.3) 874(4.2) 64(0.3) 0(0.0)
상 4,185(28.7) 6,543(44.9) 3,356(23.0) 488(3.3) 17(0.1) 0(0.0)

흡연 여부 <.0001

비흡연 10,068(27.6) 14,671(40.2) 9,207(25.2) 2,324(6.4) 218(0.6) 5(0.0)

현재흡연 2,993(26.1) 4,289(37.4) 3,043(26.5) 1,030(9.0) 114(1.0) 1(0.0)

과거흡연 1,989(40.4) 1,831(37.1) 825(16.7) 255(5.2) 29(0.6) 2(0.0)

음주 상태 <.0001

비음주 4,112(28.4) 5,650(39.1) 3,503(24.2) 1,063(7.3) 141(1.0) 4(0.0)

보통음주 8,431(27.8) 12,004(39.7) 7,607(25.1) 2,046(6.8) 181(0.6) 2(0.0)

고위험음주 2,507(30.8) 3,137(38.5) 1,965(24.1) 500(6.1) 39(0.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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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사회적 고립 정도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특성(계속)

변수

사회적 고립 정도* (N=52,894명)

0 1 2 3 4 5 P
valueN=15,050명(.28.5%) N=20,791명(39.3%) N=13,075명(24.7%) N=3,609명(6.8%) N=361명(0.7%) N=8명(0.0%)

중증도 신체활동 실천
여부 0.1773

미실천 14,619(28.4) 20,198(39.3) 12,702(24.7) 3,533(6.9) 353(0.7) 8(0.0)

실천 431(29.1) 593(40.1) 373(25.2) 76(5.1) 8(0.5) 0(0.0)

우울증상 여부 <.0001

없음 14,771(28.9) 20,163(39.4) 12,545(24.5) 3,384(6.6) 312(0.6) 7(0.0)

있음 279(16.3) 628(36.7) 530(31.0) 225(13.1) 49(2.8) 1(0.1)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0001

거의 느끼지 않음 1,691(25.9) 2,489(38.0) 1,782(27.2) 529(8.1) 53(0.8) 2(0.0)

조금 느끼는 편 8,723(29.1) 11,921(39.7) 7,335(24.5) 1,867(6.2) 148(0.5) 3(0.0)

많이 느끼는 편 4,002(28.8) 5,431(39.0) 3,348(24.0) 1,019(7.3) 128(0.9) 2(0.0)

대단히 많이 느낌 634(26.2) 950(39.2) 610(25.2) 194(8.0) 32(1.3)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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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사회적 고립 정도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특성(계속)

변수

사회적 고립 정도* (N=52,894명)

0 1 2 3 4 5 P
valueN=15,050명(.28.5%) N=20,791명(39.3%) N=13,075명(24.7%) N=3,609명(6.8%) N=361명(0.7%) N=8명(0.0%)

만성질환 개수 <.0001

없음 13,553(27.7) 19,434(39.6) 12,332(25.2) 3,370(6.9) 328(0.6) 6(0.0)

있음 1,497(38.6) 1,357(35.1) 743(19.2) 239(6.1) 33(0.9) 2(0.1)

만성질환 진단
경험†

고혈압 있음 536(34.7) 533(34.5) 344(22.3) 111(7.2) 18(1.2) 1(0.1) <.0001

당뇨병 있음 171(34.0) 190(37.9) 97(19.3) 39(7.8) 5(1.0) 0(0.0) 0.0205

이상지질혈증있음 741(44.3) 570(34.1) 270(16.1) 83(5.0) 8(0.5) 0(0.0) <.0001

관절염 있음 222(36.1) 225(36.5) 116(18.8) 44(7.1) 8(1.3) 1(0.2) <.0001

백내장 있음 47(32.6) 49(34.0) 28(19.5) 17(11.8) 2(1.4) 1(0.7) <.0001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의 정도가 높음을 뜻함

†진단 경험이 없는 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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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사회적 고립 정도에 따른 자살생각 여부

변수

사회적 고립 정도*(N=52,894명)

0 1 2 3 4 5
P value

N=15,050(.28.5%) N=20,791(39.3%) N=13,075(24.7%) N=3,609(6.8%) N=361(0.7%) N=8(0.0%)

자살생각 여부 <.0001

없음 14,431(28.8) 19,784(39.4) 12,320(24.6) 3,286(6.6) 287(0.6) 7(0.0)

있음 619(22.3) 1,007(36.2) 755(27.2) 323(11.6) 74(2.7) 1(0.0)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의 정도가 높음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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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Purpose: Suicide is the number one cause of death

among young adults in South Korea, and is a serious social problem that

requires urgent national measures. In addition to recent rapid social

growth, young adults are experiencing psychosocial problems such as

isolation, deprivation and stress as a result of social and economic threats.

The social isolation reported by the strong risk factors for double suicide

is more serious than the problem of the phenomenon itself, with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i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suicide ideation was

repeatedly reported in the elderly and adolescent age group, however it is

difficult to browse in-depth studies that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in the

young adults group is there. Therefore,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young adults, who are relatively under-argued, and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suicidal ideation.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among young adul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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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52,894 young adults between the ages

of 19 and 39 in raw data from the 2017 Community Health Survey.

Set the independent variable as social isolation and the dependent

variable as suicidal ideation, demographic factors (gender, age, education

level, household monthly income), health behavior factors (smoking,

drinking, moderate physical activity), health status factors (depression,

stress, and chronic disease)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and crossover

analys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young adult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after controlling for socio-demographic factors, health behavior factors

excluding moderate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status factors in stages. In

addition, a stratified model of gender and age was add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suicidal thoughts among young

adults.

Results: The group corresponding to social isolation was 3,978 (7.5%),

2,226 (9.0%) men, 1,752 (6.2%) women. The group that had suicidal

thoughts during the past year was 2,779 (5.3%), and 883 (3.6%) men and

1,896 (6.8%) women.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young adult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model 3, when all factors were

controlled, with suicidal ideation odds ratio of 1.68 times (95% CI

1.46-1.92) times in the group with social isolation. Among the

gender-stratified in the odds ratio for social isolation and suicidal ideation

was 1.86 times (95% CI 1.51-2.29) for men in model 3, controlling for all

factors, and 1.47 times (95% CI 1.23-1.75) for women was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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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Also, among the age-stratified models, in model 3, when all factors

were controlled, the odds ratio for suicidal ideation was 1.46 times (95% CI

1.14-1.87) for 19-24 years old, and 1.82 times (95% CI 1.41-2.35) for 25-29

years old (95% CI 1.41-2.35), 30-39 years old 1.71 times (95% CI

1.39-2.11)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s a common factor, the odds ratio for suicidal ide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with low monthly household income

compared to the group with high household income compared to the group

without depressive symptoms, and in the group with high subjective stress

level compared to the group with low subjective stress level.

Conclusions: This study identified a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young adults. Even when variable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were controlled, the social isolation of the young adults

showed an independent relationship with suicidal ideation. Among the

models analyzed by stratification of sex and age, these results were the

same for both men and women and for all age groups.

Suicide prevention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young adults so that they can lead healthy lives as

members of society. In addition, a follow-up study on social isolation that

reflects social relationships in social networking services, which is an

important social network of the young generation, is need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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