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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지체장애인의 자살생각 관련요인

배경 및 목적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자살로 인한 조사망률이 높으며 신:

체활동 제한 자아상 저하 사회적 역할 축소 등으로 인해 자살위험에 더 노, ,

출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과반수만큼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살생각 연구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

다 그러므로 실제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남녀 성인 지체장애인의 자살생각.

의 관련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년 장애인실태조사 제 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만 세 이: 2017 10 19

상 성인 지체장애인 명 남성 명 여성 명 을 대상으로 성별3,203 ( : 1,738 , : 1,465 )

에 따른 자살생각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장애인실태조사는 년마다 시행되. 3

며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확률 비례 계통추출에 의해 표본추출이 이루어졌다.

일반적 특성 장애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에 따른 남녀 간 자살생각 차이를, ,

확인하기 위해 검정을 시행하였고 자살생각 관련요인을 확인하기Chi-square ,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참여 지체장애인 중 남성 명 여성 명 이: 186 (10.7%), 204 (13.9%)

자살생각이 있었으며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55). 일반적 특성,

장애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관련요인 분석 결과, , 남성 연구

참여 지체장애인에서는 일상생활 수행 시 부분도움이 필요한 경우(OR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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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총 가구소득이 만원인 경우95% CI 1.63-6.13), 100~200 (OR 2.37, 95%

흡연 상태가 과거흡연자인 경우 음주 빈도가 회 주인 경CI 1.17-4.79), , 2~3 /

우 우울증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OR 5.88, 95% CI 2.89-11.96),

느끼는 경우 사회적 차별을 항상 느끼는 경우(OR 13.89, 95% CI 6.66-29.00),

가족관계에 불만족하는 경우 건강상태에 불만(OR 2.34, 95% CI 1.07-5.11), ,

족하는 경우 주 돌봄자가 없는 경우 자살생각 오즈비가 높았다 여성 연구참, .

여 지체장애인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우울증이 있는 경우, (OR 4.69, 95% CI

스트레스를 매우 느끼는 경우 사2.67-8.27), (OR 11.39, 95% CI 5.15-25.18),

회적 차별을 가끔 느끼는 경우 가족관계에 불만족할 경우 건강상태 불만족, ,

할 경우 여가활동 만족도에 불만족할 경우 자살생각 오즈비가 높았다, .

결론 남녀 모두에서 심리사회적 변수인: 우울증 여부 스트레스 사회적 차, ,

별 가족관계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는 자살생각에 중요한 변수였으며 그, , ,

외에 남성은 경제력 건강행태가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었고 여성은 대인관계, , ,

여가활동 등 개인적 요인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관련요인

과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 프로그램 제공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기대

하며 향후 지체장애의 세분화된 진단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한 코호트,

연구 등의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어 장애인 자살 지체장애인 자살생각 자살시도 정신건강 우울 스: , , , , , ,

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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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

우리나라에서 높은 자살률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이다 자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자살위기에 대한 개입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년 기준 고의적 자해 즉 자살로 사망한 인구는 명으로 인구 십만2020 , 13,195

명당 명에 해당하며 국가 중 한국은 여전히 자살률 위로 가장 높은25.5 OECD 1

수준이다 통계청 자살은 개인 및 한 가정의 파탄뿐 아니라 국가적 손( , 2020).

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살예방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

다.

성인 자살의 취약계층으로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사회

적 인정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차별적 상황에 놓이기 쉬운 노인 장애인 성적, ,

소수자가 대표적이다 이유신 김한성( , , 2016).

신체적 장애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증가시킨다(Russell, Turner and

장애인은 지속적인 치료 및 재활로 인Joiner, 2009; Milner et al., 2019).

한 경제적 부담이 크고 신체적 장애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우울감을 느끼기

쉽다 이처럼 장애인은 자살위험에 더 노출되기 쉽다 실제로 통계청 사회조. .

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년 동안 자살생각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약 배 높1 3

았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살로 인한 조사망률도 장애인이 비장애( , 2017),

인에 비해 배 높았다 국립재활원 년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2.3 ( , 2018). 2019

한 장애인삶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생각의 원인은 신체적 및 정신적 건,

강 문제가 순위 였으며 경제적 어려움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 외로1 (39.3%) , ,

움 순이었다.

장애인은 유형별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살생각 정도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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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각 관련요인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 자살에 대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유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

어지거나 일부 장애 유형만을 대상으로 연구해온 경향이 있다 특정 장애, .

유형 중에는 정신장애인 서성이 김희숙 김양태 전석균 박봉길 이( , , , 2013; , ,

화복 중도장애인 황성혜 임원균 장애 노인 정준수 이혜경, 2007), ( , , 2012), ( , ,

윤명숙 김새봄 뇌졸중장애인 김춘종 구교만2016; , , 2020), ( , , 2017; Park,

신장장애인 이은미 홍남수 이수진 등을 대상으로 한 연Kim, 2016), ( , , , 2018)

구가 진행되었으나 장애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 을 차지하는 지체장, (49.3%)

애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체 장애란 골격 근육 신경계 중 어느 부분에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

신체기능에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하며 전체 장애인의 과반수를 차

지한다 지체장애는 선천적 원인이 후천적 원인이 로 대부분이 중. 1.2%, 97.9%

도에 장애를 갖게 되며 이는 안전사고나 교통사고 질병의 합병증 등으로 발,

생한다 이은원 송지영( , , 2019).

특정 시기까지 정상적인 삶을 살아오다 어느 순간 사고나 질병 등에 의해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되는 중도 장애인의 경우 선천적 장애와 다르게 갑작스러

운 신체 상태의 변화로 상실감을 느끼고 장애수용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경

험한다 석말숙 또한 사회적 소외감과 가족 및 직장 내 역할 변화를( , 2004).

경험하면서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부정적 정서는 자살생.

각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임원균 황성혜 실제로 후천적 장애( , , 2014),

인은 선천적 장애인보다 자살생각의 가능성이 배 높다고 보고되었다 이유1.48 (

신 김한성, , 2016).

지체장애인은 이처럼 대부분이 후천적 원인에 해당하여 자살 위험이 더 높

을 수 있고 장애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 ,

한 연구 특히 다양한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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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생각은 실제로 자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살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

문에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살시도에 대한(Malfent et al., 2010)

국내 분석 결과 자살생각은 자살시도에 유의미한 설명요인으로 작용하며 자살

생각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자살생각을 가진 응답자가 약 배 높은 자살시도80

가능성이 보고되었다 이유신 김한성 따라서 자살생각은 자살행동으( , , 2016).

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체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장애 관련 특성 심리사회적 특, ,

성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유의한 관련변수를 파악하여 장애인 자, ,

살 예방 대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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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2.

본 연구에서는 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체장애인의 자살2017

생각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 장애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에 따른 자살 생각, ,

관련 정도를 살펴보고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지체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장애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과 자살 생각, , ,

양상을 파악한다.

둘째 지체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장애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과 자살 생각의, , ,

관련성을 분석한다.

셋째 지체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장애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의 영향을 보정, , ,

한 자살생각의 독립적인 관련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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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찰.Ⅱ

장애인 자살1.

는 전 세계 인구의 약 를 장애인의 비율로 추정하며 우리나라의 경우WHO 15%

는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약 를 차지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5.3% ( , 2017).

중 장애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약 배 높으며 국립재2.3 (

활원 성인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우울감 경험은 로, 2018) 33.7%, 19.2%

비장애인에 비해 모두 높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통계청 사회( , 2020).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년 동안 자살생각을 해본 장애인은 로 비장애1 18.4%

인 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6.4% .

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 질환 및 장애가 자살 충동2018 ,

을 일으키는 원인 순위였으며 신체적 장애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증가시1,2 ,

킨다는 연구보고가 있다(Russell, Turner, Joiner, 2009; Milner et al.,

장애인은 지속적인 치료 및 재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며 신체적2019).

장애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우울감을 느끼기 쉽다 이처럼 장애인은 자살위험.

에 더 노출되기 쉬운 반면 장애인 자살에 대한 인식과 논의는 비장애인 자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장애인 자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살생각의 영향변수나 관련변수

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 장애노인 고령장애인 김예순 남영희 윤명( )( , , 2020;

숙 김새봄 박현숙 양희택 김혜미 허선영 강정희 유, , 2020; , , 2015; , , 2016; ,

은경 정준수 이혜경 이나 중노년기 장애인 고은혜 등, 2019; , , 2016) ( , 2021),

중도장애인 임원균 황성혜 황성혜 임원균 등과 같이 특정 연( , , 2014; , , 2012)

령이나 맥락에 노출된 장애집단이나 장애인 전체 대상의 연구가 주로 이뤄졌

다.



- 6 -

장애인 자살생각에 유의한 관련변수를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 우울 장애수, ,

용 상실감 스트레스 사회참여 일상생활활동 사회적 차별경험 자살시도, , , , , ,

경험 등이 있었다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이 낮을수록 자살생각 가능성이 높았.

던 연구결과 정준수 이혜경 한인영 이은진 김소영 와 달리( , , 2016; , , , 2013)

연령이 높아질수록 혹은 노년기일수록 자살생각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있었

다 남연희 한승길 문성호 성별은 남성일수록(Dennis et al., 2009; , , , 2015).

자살생각이 높다는 연구 박현숙 결과와 달리 이유신 등 연구에( , 2018) (2016)

서는 여성 장애인일수록 자살생각이 높았고 이은원 등 의 지체장애인, (2019)

대상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건강 상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관

성 있는 연구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장애인 자살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요인을 주로 통제변수로 활용하

였다 한인영 이은진 김소영 남연희 한승길 문성호 박현숙( , , , 2013; , , , 2015; ,

박용순 박현숙 양희택 임원균 황성혜 전석균, 2015; , , 2015; , , 2014; , 2007;

황성혜 임원균, , 2012; Mittendorfer-Rutz et al., 2014; Zhang et al.,

2016).

등 연구에서 우울은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심리적 특성이라Conwell (1990)

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상태가 자살을 유발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언급

하였다 전석균 등 연구에서는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에 고립감 소외감. (2007) ,

및 자살시도 경험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정적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자살시도 경험이 있을수록 정서적 고립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원서진 등 의 연구에서는 차별경험을 많. (2019)

이 한 장애인일수록 우울하며 우울을 경험한 장애인일수록 자살생각 가능성,

이 높았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우울감은 공통적으로 장애인 자살생각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원서진 김혜미 정( ,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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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이혜경 임원균 황성혜 전석균 박봉길 이화복, , 2016; , , 2014; , , , 2007;

황성혜 임원균, , 2012).

남연희 등 의 척수장애인 대상 연구에서 관계 상실감과 역할 상실감이(2015)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 때 상실감과 자살생각에 장애수용 사,

회참여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실감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

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박선아 박현숙 박용순( , 1997; , , 2015).

또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정준수 이혜경 이유신 김한성 김( , , 2016; , , 2016;

예순 남영희 홍화영 등 근로를 하지 않고 홍화영 등, , 2020; , 2019), ( , 2019;

원서진 김혜미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박현숙, , 2019; Milner et al., 2019) ( ,

원서진 김혜미 차별경험2018; , , 2019; Russell, Turner and Joiner, 2009),

을 할수록 이유신 김한성 원서진 김혜미 김석환 이현주 김( , , 2016; , , 2019; , ,

지현 장애수용이 낮을수록 황성혜 임원균, 2018) (Lund et al., 2016; , , 2012;

남연희 한승길 문성호 박현숙 양희택 사회참여가 낮을수록, , , 2015; , , 2015),

원서진 김혜미 남연희 한승길 문성호 만성질환이 있을수( , , 2019; , , , 2015),

록(박재산 등 이유신 김한성 원서진 김혜미, 2009; , , 2016; , , 2019) 자살생각

가능성이 높았다.

자살생각 뿐 아니라 자살시도도 변수로 사용되어 왔다(Jurisić, Marusic,

2009; McCullumsmith et al., 2015; Zhang et al., 2016; Mittendorfer-Rutz

et al., 2014; Demirkaya, 2016).

자살생각을 한다고 해서 모두 자살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생각

은 자살시도 실제 자살로 이어지는 자살행위 중의 한 과정이며, (Beck, Kovacs

가벼운 수준의 자살생각이라도 이후 심각한 수준으로and Weissman, 1979),

발전되거나 자살시도 및 자살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경고 메시지로 받

아들여야 한다(Simmons, Murphy, 1985) 따라서 자살행위나 자살사례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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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역학연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살의 대리

변수로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중요한 지표로 사용해왔다.

이와 같이 자살생각은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이

해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므로 자살생각의 요인을 파악(Simmons, Murphy, 1985)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장애 유형별 자살관련 연구2.

장애인은 유형별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살생각 정도나 자

살생각에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밖에 없다 장애인 자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특정 장애 유형 중에는 정신장애인 서성이 김희숙 김양태( , , , 2013;

전석균 박봉길 이화복 송승연 이용표, , , 2007; , , 2021; 최윤미 한인, 2013;

영 이은진 김소영, , , 2013; Radomsky et al., 1999 중도장애인 황성혜 임), ( ,

원균 고령장애인 정준수 이혜경 윤명숙 김새봄 김혜, 2012), ( , , 2016; , , 2020;

미 허선영 강정희 유은경 김예순 남영희 박현숙 박, , 2016; , , 2019; , , 2020; ,

용순 뇌병변장애인 김춘종 구교만 이영미, 2015), ( , , 2017; , 2015; Park, Kim,

신장장애인 이은미 홍남2016; Yang Y et al., 2016; Nazem et al., 2008), ( ,

수 이수진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 2018) .

장애 종류별 자살연구 중에도 특히 정신장애인이나 고령장애인 대상의 자살

연구가 많았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은 심리사회적 정신건강. ,

문제를 자살시도의 중요한 동기로 생각하고 심리적 정신적 요인에 중점을 두,

기 때문이며 실제로 자살 성공자의 경우에 가 정신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90%

려진 바 있다 윤명숙 채완순( , , 2009; Foster, Gillespie and McClelland,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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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이 발생한 후 유가족이나 지인을 대상으로 자살원인에 대한 경찰청 통

계자료에 의하면 순위가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였으며 그 외에는 경제적 문1 ,

제 육체적 문제 가정문제 등 작게 순위 변동이 있었다 경찰청 조현, , ( , 2015).

병 기분장애 물질 관련장애로 정신장애를 진단받은 대부분은 사회적 경제, , ,

적으로 고립되어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여 일반인구보다 자살위험이 높으며 제(

영묘 조현병의 경우 일반인보다 자살률이 배 높다, 2004), 8 (Radomsky et al.,

주요 우울장애는 자살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이며 기분장애는 자살1999). ,

한 사람에서 가장 많은 진단이다 제영묘 이처럼 장애 유형 중에서도( , 2004).

정신장애인의 자살연구는 많을 수밖에 없으며 자살생각에 영향요인을 파악하

는 연구를 포함하여 자살연구는 많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신체기능에 장애를 가진 외부장애 집단과는 다르며 이들을 비교하거나

동일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연구 역시 사회적 경제적인 소외로 인해 전 연령층 중,

자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살 고위험군이므로 장애 유형 중 상대적으

로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 재가 장애 노인의 상실감과 자살생각 박현. (

숙 박용순 고령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자살 박현숙 양희택, , 2015), ( , , 2015),

장애 노인의 자살충동이나 자살생각 정준수 이혜경 김혜미 허선영( , , 2016; , ,

강정희 유은경 노령화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의 자살생각 비2016; , , 2019),

교 윤명숙 김새봄 등의 연구가 있었다( , , 2020) .

장애인삶패널조사 에 따르면 만 세 이상 장애 유형별 추정 자살 생(2019) 12

각률은 정신장애인이 로 가장 높았으며 지체장애인이 내부 안면장7.9% 7.4%, /

애가 였고 그 이후에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7.2% (6.2%), (6.9%), / (5.4%), /

자폐성 장애 순이었다 이처럼 지체장애인의 자살생각 응답 비율이 상(3.5%) .

대적으로 높음에도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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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의 자살 연구는 없지만 중도장애인이나 척수장애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지체장애인의 가 후천적 원인에 의한 발생으로 대. 97.7%

부분이 중도장애인에 해당되어 지체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만 중도장애인에

는 그 외 다른 유형도 포함된 것이므로 한계가 있다 척수장애인의 자살생각.

연구 역시 지체장애인의 일부를 포함하지만 척수신경 손상에 국한되어 있어

소아마비 관절질환 골절 절단 등의 그 외 상하지 및 신체구조 장애를 가진, , ,

지체장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남연희 등 연구에서는 척수장애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015)

을 장애수용과 사회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상실감은 척수

장애인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 때 장애수용과 사회참여가 상실

감과 자살생각 관계에 매개효과로 작용하였다 상실감은 건강 관계 경제. , , ,

역할 상실감으로 분류하였고 이 중 관계 상실감과 역할 상실감이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 후 인간관계에.

서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고 새로운 역할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임원균 등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구 지역에 세 이상 중도장애인(2014) S 18

의 자살생각 관련 변인에 대해 일상생활활동 자살시도경험 우울변수를 중심, ,

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중도장애인이 대조군에 비.

해 자살생각이 높았고 성별 연령 장애등급과 일상생활활동은 자살생각에 영, ,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 유무가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을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우울과 자살시.

도경험이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일상생활 동작

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장애등급 성별 연령 기초. , , ,

생활보장 수급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결과와 일관되지 않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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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장애인의 자살생각은 인구사회학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 손상이나 제한, ,

외에도 다양한 심리 사회적 변수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

위와 같이 최근 특정 장애 유형을 대상으로 한 자살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

나 특히 장애 유형 중 가장 많은 지체장애인의 자살생각 연구는 찾아(49.3%)

보기 어려웠다.

지체장애인의 정신건강 연구3.

지체장애인이란 상지 하지 또는 신체구조에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철수 절단 마비 관절장애 변형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주( , 2009) , , ,

된 진단명으로는 소아마비 척수손상 경추 흉추 요추 척수염 관절질환, ( , , ), , ,

말초신경질환 왜소증 척추질환 골절 및 절단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실태조, , , (

사, 2017).

지체장애인은 우리나라 년 기준 장애인 유형 중 가장 많았으며 년2018 , 2010

부터 지체장애인 인구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후천적 장( , 2019).

애 발생시기를 살펴보면 만 세가 로 가장 높으며 세40~49 21.8% 30~39 (17.6%),

만 세 만 세 순으로 높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50~59 (16.5%), 20~29 (14%) ( ,

이처럼 사회 경제적 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2017).

고 이는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적 수요가 가장 많고 가장으로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는 시기이므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한승길( , 2014).

지체장애 발생의 선천적 원인은 유전적 결함 선천적 기형 소아마비 근이, , ,

영양증 출생 전후 감염 등이 있으며 후천적 원인은 안전사고나 교통사고 질, ,

병의 합병증이나 후유증 등이 있다 서울아산병원 장애인실태조사 에( ). (2017)

의하면 지체 장애의 장애발생 원인은 후천적 원인이 로 압도적이었으며97.7%

후천적 원인 중 약 는 사고 약 는 질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29.7% , 48% .



- 12 -

특정 시기까지 정상적인 삶을 살아오다 어느 순간 사고나 질병 등에 의해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되는 중도 장애인의 경우 선천적 장애와 다르게 갑작스러

운 신체상태의 변화로 상실감을 느끼고 장애수용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경,

험하며 석말숙 사회적 소외감과 가족 및 직장 내 역할 변화를 경험하( , 2004),

면서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부정적 정서는 자살생각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임원균 황성혜 실제로 후천적 장애인은( , , 2014),

선천적 장애인보다 자살생각의 가능성이 배 높은 연구결과를 보였다 이유1.48 (

신 김한성, , 2016).

선천적 장애인과 달리 비장애인으로의 삶을 살아왔기에 갑작스러운 장애를

중도에 갖게 된 장애인의 공통적인 반응으로 충격 불안 우울 등이 빈번하게, ,

나타나고 이재희 이는 심리적 안녕 및 정신건강을 위협한다( , 2010), (Turner,

중도에 갖게 된 손상의 영구성과 독립성의 상실은 기본적인Beiser, 1990).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사회참여 제한 달라진,

신체적 외관 등에 대한 우울 등을 경험하는 것을 고려할 때 권복순 박현숙( , ,

심리적 적응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황성혜 임원균 따라서2005), ( , , 2012)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및 관심이 필요하다.

지체장애인에 대한 국내연구는 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졌다 년 지체1980 . 1985

장애 중 소아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연성 및 지구력에 미치는 운동 영향

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전혜자 년대 년대에는 대부분 운동( , 1985) 1990 , 2000

프로그램이나 그 외 분야별 재활훈련 등 지체기능에 중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

되었다.

치료프로그램 참여와 정신건강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는 전통무예교실 참

여가 정신건강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심태영 등 운동 프로그램( , 2013),

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박기용 등 김성진 신체활동 프로( , 2010; , 2009),

그램과 상실감 관련성 배성우 최귀정 이현수 운동참여가 심리상태( , ,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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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구교만 박수경 남인수 골( , 2017; , 2018; , 2011),

프참여와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송채훈 김관호 스포츠활동과 정신건( , , 2019),

강 및 심리상태 박현선 김미경 조정연 이광우 김대경 등( , , , 2008; , 2019; ,

윤석민 김성진 원예치료와 자아존중감 사회 심리 정서2015; , 2017; , 2010), ,

적 행동특성 이명희 유용권 휠체어댄스 프로그램과 심리적 웰빙 관( , , 2010),

련성 이선애 등이 진행되었다( , 2012) .

지체장애인의 정신건강 심리상태에 중점을 둔 연구는 년대 이후에 많, 2010

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지체장애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고용기간.

박선혜 강주희 오혜정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 , , , 2009),

향 심지선 안민권 안진경 지체장애인 정신건강 상태 영향요인 이은( , , , 2020), (

원 송지영 스트레스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조상은 강, , 2019), ( ,

상경 자기수용과 삶의 만족에 대한 질적연구 김미숙 서수균, 2010), ( , , 2019),

직장 내 차별이나 직무만족도와 심리사회요인의 관계 전혜영 최희철( , 2020; ,

오승진 김경은 장애수용과 자존감 사회참여 차별경험 김도희, , 2019), , , ( ,

우울과 장애수용이 중도장애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황성혜 임2019), ( ,

원균 장애수용 자존감 우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김영미, 2012), , , ( ,

척수장애인의 우울증 신은경 최정아 유양숙 등이 있2020), ( , , 2007; , 2001)

다.

이은원 등 연구에서는 만 세 이상의 지체장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2019) 50

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일반적 특성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물질적, ,

지지 우울 삶의 만족도 주관적 정신건강상태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 , .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건강 상태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고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삶의 만족도에서는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남성은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물질적 지지 우울 삶의 만족도가 정신건, , ,

강에 유의한 영향 요소였으며 여성은 배우자 여부 우울 삶의 만족도가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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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남녀 모두 우울 삶의 만족도에서 정신건. ,

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의 대한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신체 장애와 자살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Russell, Turner, Joiner, 2009; Khazem; 2018; Milner et al.,

교통사고로 신체적 장애를 갖게 된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살생각과2019),

자살행동 그리고 심리적 요인들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Jurisić B, Marusic

지체장애인의 우울 연구A, 2009; McCullumsmith et al., 2015), (Turner,

지체장애와 우울 및 불안의 관련성Noh, 1988; Lewis Brown, Turner, 2010),

지체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의 장애와 정신건강(Lenze et al., 2001), (Minotti

등이 있었다et al., 2021) .

등 연구에서는 척수신경 장애를 갖게 된 세 이상의McCullumsmith (2015) 18

장애인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대상자 중 가13.3%

최근 주 이내 자살생각이 있었고 가 자살 시도 경험이 있었다 다른 요2 7.4% .

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살시도와 자살생각은 현재 우울정도와 관련이 있었

다 자살시도는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손상 당시 연령이 낮을수록 우울증을. , ,

갖고 있거나 우울할수록 조울증 및 조현병과 관련이 있었고 자살생각은 손상,

후 기간이 길수록 자살시도 경험과 관련이 있었다, .

최근까지의 국내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에 대한 심리사회적 요

인이나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는 장애수용 및 자아존중감 등을 주요변수로

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에 대한 연구였으며 이들의 정신건강을 직접적으, ,

로 확인할 수 있는 자살생각에 대한 분석 연구는 부족했다 장애인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비관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결국 신체의 약화 다른 질환 자살, ,

사고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결국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등 개인 및 국가적 손

실을 야기한다 김성진 따라서 장애 인구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대(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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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후천적 원인에 해당하여 자살위험이 더 높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자

살생각에 관한 연구는 의미가 있으며 관련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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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Ⅲ

연구의 틀1.

지체장애인 명 중 만 세 이상인 최종 명을 대상으로 종속변수 자3215 19 3203

살생각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X
2
- tes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독립변수
장애 특성
- 장애 유형
- 장애 지속기간
- 일상생활 수행시도움정도
- 장애 정도
- 장애 발생시기

일반적 특성
- 연령
- 성별
- 교육 수준
- 월평균 총 가구소득
- 결혼 상태
- 근로 여부
- 흡연 여부
- 음주 여부
- 신체활동 여부
- 만성질환 여부

심리사회적 특성
- 우울증 여부
- 스트레스
- 사회적 차별
- 가족관계 만족도
- 친구 수 만족도
- 주거상태 만족도
- 건강상태 만족도
- 한달수입 만족도
- 여가활동 만족도
- 주 돌봄자 여부

종속변수

자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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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2.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년 장애인 실태2017

조사 제 차 조사 결과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장애인실태조사는 년10 . 1980

부터 년마다 시행하였으며 년 이후부터는 매년 년마다 수행하고 있다5 2005 3 .

해당 자료는 전국 장애인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유일하게 장애 출

현율을 나타내며 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실태 및 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

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특히 년 제 차 조사는 면접조사 수행과. 2017 10

자료 처리 과정에서 방식을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새로 도입하여 효율성과 정확성을 개선하였다 조사원이 조사 내용을 조사표.

에 기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조사원이 면PAPI(Paper and Pencil Interview)

접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조사 현장에서 컴퓨터에 입력하여 조사 지도원에게

전송하면 조사 지도원이 자료에 대한 보완을 엄격히 시행하여 최종적인 결과

를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표본추출은 조사구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개의 층으로, , 3

층화하여 확률 비례 계통추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 표본은 전국 개의250

조사 지역 가구 가구원 명 였다36,200 ( 91,405 ) . 전체조사 장애인 대상자 6,549

명 중 등록장애유형 순위에 지체장애로 기재한 명 중 만 세 미만을1 3,215 19

제외한 성인 지체장애인 명을 최종 분석 대상자로 하였다3,203 .

본 연구는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로부터 면제심의 승인을 받았다

(4-2021-0884).



- 18 -

변수의 선정 및 정의3.

가 종속변수.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장애인 실태조사의 자살과 관련된 문항 중

년을 기준으로 최근 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 있습니2017 ‘ 1

까 의 질문에 자살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을 없다고 대답한 집단을?’ 1, 2

로 구분하였다.

나 독립변수.

일반적 특성1.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월평균 총 가구소득 결혼 상, , , ,

태 근로 여부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신체활동 여부 만성질환 여부에 대해, , , , ,

조사하였다 연령은 세 미만 세 세 세 세 세. ‘50 ’, ‘50 ~59 ’, ‘60 ~69 ’, ‘70

이상 의 그룹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성별은 남자 여자로 구분하였다 교육 수’ , .

준은 최종학력이 미취학 무학을 무학 으로 년제 이하 대학 년제 이하, ‘ ’ , 3 , 4

대학 대학원 이상을 대졸 이상 으로 범주화하여 무학 초졸 중졸 고졸, ‘ ’ , , , ,

대졸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만원 미만 만원 이, 100 , 100

상 만원 미만 만원 이상 만원 미만 만원 이상 만원 미만~200 , 200 ~300 , 300 ~400 ,

만원 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결혼 상태는 유배우자를 배우자 있음 으400 . ‘ ’

로 사별 이혼 별거 미혼 기타를 배우자 없음 으로 재코딩하였고 근로, , , , ‘ ’

여부는 지난 주간 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 있는지의 질문에1 , 1 1

있었음 무급가족종사자를 있음 으로 없었음으로 응답한 군을 없, 2 ‘ ’ , 3 ‘

음 으로 해당되지 않은 경우 비해당 으로 분류하였다 흡연 여부는 현재’ , ‘ ’ .

담배를 피우는지 여부에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에도 피우지 않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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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을 과거흡연 매일 피‘ ’, ‘ ’,

움 가끔 피움을 현재흡연 군으로 코딩하였고 음주 여부는 최근 년동안, ‘ ’ 1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는지의 질문에 전혀 마시지 않음 한 달에 번 미만을, 1

회 달 미만 회 달 회 달 회 주 회 주 이상‘1 / ’, ‘1 / ’, ‘2~4 / ’, ‘2~3 / ’, ‘4 / ’

으로 재코딩하였다 신체활동 여부는 최근 년 동안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하. 1

였는지 유무로 구분하였다 만성질환 여부는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 2015

고서 주요 만성질환 정의를 참고하여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 관절병증, , ,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골다공증 심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혈( , , ), ( , ),

관질환 뇌졸중 암 가지 질환에 대해 현재 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 7 ‘3

을 앓고 계십니까 의 질문에 한 가지 이상의 질환에서 예 로 응답한 경우’ ‘ ’

로 재정의 하였다.

장애 특성2.

장애 특성으로는 장애 유형 장애 지속기간 일상생활 수행 시 남의 도움, ,

정도 장애 정도 장애 발생시기에 대해 조사하였다 장애 유형은 크게 변형, , . ,

관절장애 마비 절단으로 분류하였다 장애 지속기간은 만 나이에서 장애 시, , .

작나이를 뺀 기간을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으로 재코딩 하5 , 5 ~10 , 10

였다 일상생활 수행 시 남의 도움정도는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

다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다는 독립적 수, ‘

행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부분도움 필요 대부분 남의 도움이’, ‘ ’,

필요하다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상당도움 필요 로 재코, ‘ ’

딩하였다 장애 정도는 급을 중증 급을 경증으로 분류하였다 장애 발. 1~3 , 4~6 .

생시기는 돌 이전 출생 시를 돌 이후를 로 분류하였다, ‘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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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회적 특성3.

심리사회적 특성으로는 우울증 여부 스트레스 정도 사회적 차별경험 여, ,

부 가족관계 만족도 친구 수 만족도 현재 주거 만족도 요즘 건강상태 만, , , ,

족도 한달 수입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 주 돌봄자 여부를 조사하였다 우, , , .

울증 여부는 현재 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을 앓고 계십니까 의 질문‘ 3 ’

에서 우울증 항목에 대한 응답에 따라 예 아니오 비해당으로 분류하였고, , ,

스트레스 정도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정도 느끼고 있습니‘

까 의 질문에 느끼지 않는 편이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느끼지 않는다’ , ‘ ’

로 재코딩하여 매우 많이 느낀다 느끼는 편이다 보통이다‘ ’, ‘ ’, ‘ ’,

느끼지 않는다 로 재분류하였다 사회적 차별경험 여부는 현재 장애 때문‘ ’ .

에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어느정도 느끼는지에 따라 항상 느낀다‘ ’,

가끔 느낀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 로 구분하‘ ’, ‘ ’, ‘ ’

였다 생활 만족도는 가족관계 만족도 친구 수 만족도 현재 주거 만족도. , , ,

건강상태 만족도 한달 수입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를 포함하였고 매우 만, ,

족 약간 만족은 만족 으로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은 불만족 으로, ‘ ’ , , ‘ ’

재코딩하였다 가족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에 비해당 수입이 없는 경. ,

우 한달 수입 만족도에 비해당을 포함하였다 주 돌봄자 여부는 현재 일상생.

활을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예 아니오 비해당으로 분, ,

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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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4.

통계 분석 방법은 데이터를 데이터로 변환하여SPSS SAS SAS(Statistical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인 유의수준Analysis System) 9.4 version

은 미만으로 하였다p-value 0.05 .

성별에 따른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 교육 수준 월평, ,

균 총가구 소득 결혼 상태 근로 여부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신체활동 여, , , , ,

부 만성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 특성인 장애 유형 장애 지속기간 일상, , , ,

생활 수행 시 남의 도움정도 장애 정도 장애 발생시기 심리사회적 특성인, , ,

우울증 여부 스트레스 사회적 차별경험 가족관계 만족도 친구 수 만족도, , , , ,

주거상태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한달 수입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 주, , , ,

돌봄자 여부의 빈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

성 중 근로 여부와 일부 심리사회적 특성 변수들은 비해당 응답자가 있었‘ ’

는데 근로 여부 우울증 가족관계 만족도 한달 수입, (n=1,431), (n=562), (n=9),

만족도 주 돌봄자 여부 이다(n=227), (n=1,829) .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남녀 간 자살생각 자살시도의 차이를, Chi-square

검정을 통해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각 특성 일반적 특성 장애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 , , )

과 자살생각 여부의 비교는 검정을 통해 자살생각이 있는 그룹과Chi-square

자살생각이 없는 그룹으로 나누어 빈도 백분율 및 관련성을 검정하였다 단, . ,

기대빈도수가 미만인 경우 를 시행하였다5 Fisher’s exact test .

마지막으로 자살생각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여 오즈비 이하 와 신뢰구(Logistic regression) (Odds Ratio; OR) 95%

간 이하 을 산출하였다 모형 은 장애 유(95% Confidence Interval; 95% CI) .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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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장애 지속기간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정도와 자살생각과의 관계만을 분, ,

석하였고 모형 는 연령 성별 최종 학력 월평균 총 가구소득 결혼 상, , , , ,Ⅱ

태 근로 여부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신체활동 여부 만성질환 여부를 추가, , , , ,

보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모형 은 모형 에 심리사회적 특성 등 모든 변수, Ⅲ Ⅱ

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

해 독립변수 간 분자팽창인자 를 검증하였(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다.



- 23 -

연구결과.Ⅳ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특성1.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특성은 남성 여성에 따라 일반적 특성 연령 교육, ( ,

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결혼 상태 근로 여부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신체, , , , , ,

활동 여부 만성질환 여부 장애 특성 장애 유형 장애 지속기간 일상생활, ), ( , ,

수행 시 도움정도 장애 정도 장애 발생시기 심리사회적 특성 우울증 여, , ), (

부 스트레스 정도 사회적 차별 여부 가족관계 만족도 친구 수 만족도 주, , , , ,

거상태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한달 수입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 주 돌, , , ,

봄자 여부 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성별에 따른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일) .

반적 특성은 표 과 같다< 1> .

연구 참여 지체장애인은 총 명으로 남성이 명 여성이3203 1738 (54.3%), 1465

명 이며 연령은 세 이상 세 미만이 세 이상 세 미만이(45.7%) 19 50 12.4%, 50 60

세 이상 세 미만이 세 이상이 였다 교육 수준은21.0%, 60 70 25.8%, 70 40.8% .

남성이 중졸 이하가 여성이 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교육 수준이49.1%, 81.9%

낮았다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남성이 만원 이상이 여성이 로. 200 54.0%, 35.4%

남성의 소득수준이 여성보다 높았다 결혼 상태는 남성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 로 여성의 보다 높았으며 근로 여부는 비해당이 였으며72.7% 48.1% 44.7% ,

남성에서 근로하지 않는 경우가 로 여성 보다 낮았다 흡연 상태는41.5% 70.5% .

비흡연자가 전체 대상자 중 였으며 남성은 가 비흡연 과거57.6% 26.9% , 39.1%

흡연 가 현재흡연자였으며 여성은 가 비흡연 가 과거흡연, 34.0% , 94.0% , 3.0% ,

가 현재흡연자였다 최근 년간 음주 여부는 회 달 미만 음주 분율이 남3.0% . 1 1 /

성은 여성은 였으며 전반적인 남성의 음주 횟수 분율이 여성보다46.8%,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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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최근 년간 신체활동 여부는 남성이 여성이 였으며 만. 1 61.1%, 59.2% ,

성질환 여부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 관절병증 심장질환 뇌졸중 암, , , , , ,

중 최소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가 여성 남성이 였1 82.7%, 60.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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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일반적 특성1.

변수 항목

전체 남성 여성

(N=3203) (N=1738) (N=1465)

N % N(%) N(%)
연령 세19~49 398 12.4 306(17.6) 92(6.3)

세50~59 673 21.0 472(27.2) 201(13.7)

세60~69 826 25.8 460(26.5) 366(25.0)

세 이상70 1306 40.8 500(28.8) 806(55.0)

교육 수준 무학 452 14.1 73(4.2) 379(25.9)

초졸 1035 32.3 426(24.5) 609(41.6)

중졸 566 17.7 354(20.4) 212(14.5)

고졸 785 24.5 601(34.6) 184(12.6)

대졸이상 365 11.4 284(16.3) 81(5.5)

월평균 가구소득 만원<100 855 26.7 310(17.8) 545(37.2)

만원 미만200 891 27.8 490(28.2) 401(27.4)

만원 미만300 507 15.8 318(18.3) 189(12.9)

만원 미만400 424 13.2 285(16.4) 139(9.5)

만원 이상400 526 16.4 335(19.3) 191(13.0)

결혼 상태 배우자 있음 1968 61.4 1263(72.7) 705(48.1)

배우자 없음＊ 1235 38.6 475(27.3) 760(51.9)

근로 여부 유 17 0.5 6(0.4) 11(0.8)

무 1755 54.8 722(41.5) 1033(70.5)

비해당 1431 44.7 1010(58.1) 421(28.7)

흡연 여부 비흡연 1844 57.6 467(26.9) 1377(94.0)

과거흡연 723 22.6 679(39.1) 44(3.0)

현재흡연 636 19.9 592(34.0) 44(3.0)

음주 여부 무 회 달 미만~1 / 2102 65.6 814(46.8) 1288(87.9)

회 달1 / 159 5.0 103(5.9) 56(3.8)

회 달2-4 / 328 10.2 257(14.8) 71(4.9)

회 주2-3 / 366 11.4 333(19.2) 33(2.2)

회 주 이상4 / 248 7.7 231(13.3) 17(1.2)

신체활동 여부 유 1929 60.2 1062(61.1) 867(59.2)

무 1274 39.8 676(38.9) 598(40.8)

만성질환† 여부 유 2263 70.7 1052(60.5) 1211(82.7)

무 940 29.3 686(39.5) 254(17.3)

배우자 없음 사별 이혼 별거 미혼: , , ,＊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 관절병증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골다공증: , , , ( , , ),†

심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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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성별에 따른 장애 특성은 표 와 같다 전체 장애< 2> .

유형에서 관절장애가 로 가장 많았고 절단이 마비가 변68.8% , 13.3%, 12.6%,

형이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관절장애가 절단이 마비가5.4% . 59.1%, 20.1%,

였으며 여성의 경우 관절장애가 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애 지속15.9% , 80.2% .

기간은 년 이상이 년 이상 년 미만 년 미만의 경우가10 79.5%, 5 ~10 15.8%, 5

순이었고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정도는 독립적으로 가능한 경우가4.7% ,

부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 도움 필요한 경우가 였78.9%, 14.6%, 6.4%

다 장애 정도의 경우 전체 중 가 경증 가 중증이었으며 장애 발. 81.1% , 18.9% ,

생 시기는 돌 이전에 선천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돌 이후 발생한 경우가2.5%,

였다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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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전체 남성 여성

(N=3203) (N=1738) (N=1465)

N % N(%) N(%)

장애 유형 변형 169 5.4 85(5.0) 84(5.8)

관절장애 2173 68.8 1012(59.1) 1161(80.2)

마비 399 12.6 272(15.9) 127(8.8)

절단 419 13.3 334(20.1) 75(5.2)

장애 지속기간 년 미만5 148 4.7 76(4.5) 72(5.0)

년 이상 년 미만5 10 498 15.8 201(11.7) 297(20.5)

년 이상10 2514 79.5 1436(83.8) 1078(74.5)

일상생활수행시 독립적 2528 78.9 1447(83.3) 1081(73.8)

도움정도 부분도움 필요 469 14.6 201(11.5) 268(18.3)

상당도움 필요 206 6.4 90(5.2) 116(7.9)

장애 정도 경증 2598 81.1 1342(77.2) 1256(85.7)

중증 605 18.9 396(22.8) 209(14.3)

장애 발생시기 출생시 돌 이전/ 78 2.5 39(2.3) 39(2.7)

돌 이후 3082 97.5 1674(97.7) 1408(97.3)

표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장애 특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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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성별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은 표 과 같다 우< 3> .

울증 여부는 비해당이 였으며 남성 중 여성 중 가 우울증이17.6% 3.2%, 6.1%

있다고 답하였다 스트레스 여부는 남성과 여성의 분율이 큰 차이가 없었으.

며 남성 중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 이라는 응답이 여성의 경우, ‘ ’ 40.5%,

였다 사회적 차별에 대해 남성은 항상 느낀다 가끔 느낀38.9% . ‘ ’ 5.0%, ‘

다 여성은 항상 느낀다 가끔 느낀다 가 였다’ 23.4%, ‘ ’ 3.1%, ‘ ’ 20.1% .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이 없는 경우 비해당 으로 하였으며 였다‘ ’ 0.3% .

가족이 있는 대상자 중 남성에서 가족관계에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하는( , )

경우가 여성은 였다 친구 수 만족도 정도는 남성의 경우 만족하83.8%, 84.4% .

는 경우가 여성이 였으며 주거상태 만족도 정도는 남성이78.4%, 75.9% ,

여성 였다 건강상태 만족도는 남성의 경우 현재 건강상태에 불78,4%, 76.9% .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하는 경우가 여성 로 여성이 남( , ) 57.7%, 79.5%

성보다 많았다 한달 수입 만족도는 현재 수입이 있는 사람만 응답하였고 그. ,

외 남성 여성 는 비해당 으로 하였다 현재 수입에 불만족하는3.7%, 11.1% ‘ ’ .

남성은 여성은 였으며 여가활동 만족도의 경우 남성의 만족도는64.0%, 58.2% ,

여성 였다54.2%, 50.8% .

주 돌봄자 여부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

의 분율은 여성은 였으며 남성 중 주 돌봄자가 필요하지만 없는27.4%, 35.0% ,

경우가 여성의 경우 였다 주 돌봄자 여부에 비해당인 경우는 남8.5%, 16.3% .

성 여성 였다64.1%, 48.7 .



- 29 -

변수 항목

전체 남성 여성

(N=3203) (N=1738) (N=1465)

N % N(%) N(%)

우울증 여부 유 146 4.6 56(3.2) 90(6.1)

무 2495 77.9 1247(71.8) 1248(85.2)

비해당 562 17.6 435(25.0) 127(8.7)

스트레스 매우 많이 느낀다 528 16.5 279(16.1) 249(17.0)

느끼는 편이다 1274 39.8 704(40.5) 570(38.9)

보통이다 699 21.8 364(20.9) 335(22.9)

느끼지 않는다 702 21.9 391(22.5) 311(21.2)

사회적 차별 항상 느낀다 132 4.1 87(5.0) 45(3.1)

가끔 느낀다 700 21.9 406(23.4) 294(20.1)

별로 느끼지 않는다 1544 48.2 789(45.4) 755(51.5)

전혀 느끼지 않는다 827 25.8 456(26.2) 371(25.3)

가족관계 만족도 만족 2692 84.1 1456(83.8) 1236(84.4)

불만족 502 15.7 277(15.9) 225(15.4)

비해당 9 0.3 5(0.3) 4(0.3)

친구 수 만족도 만족 2474 77.2 1362(78.4) 1112(75.9)

불만족 729 22.8 376(21.6) 353(24.1)

주거상태 만족도 만족 2489 77.7 1363(78.4) 1126(76.9)

불만족 714 22.3 375(21.6) 339(23.1)

건강상태 만족도 만족 1037 32.4 736(42.4) 301(20.6)

불만족 2166 67.6 1002(57.7) 1164(79.5)

한달수입 만족도 만족 1011 31.6 561(32.3) 450(30.7)

불만족 1965 61.4 1113(64.0) 852(58.2)

비해당 227 7.1 64(3.7) 163(11.1)

여가활동 만족도 만족 1686 52.6 942(54.2) 744(50.8)

불만족 1517 47.4 796(45.8) 721(49.2)

주 돌봄자 여부 유 989 30.9 476(27.4) 513(35.0)

무 385 12.0 147(8.5) 238(16.3)

비해당 1829 57.1 1115(64.1) 714(48.7)

표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심리사회적 특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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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남녀 간 자살생각2.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성별에 따른 자살관련 변수의 차이는 표 와 같< 4>

다 자살관련 변수로 자살생각 자살시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남성 중 자살생. , .

각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여성 중 자살생각이 있는 경우가 로 남10.7%, 13.9%

성보다 여성의 자살생각이 많았으며 이는 유의하였다 자살시도의(p=0.0055).

경우 남성 중 자살시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로 자살시도 경험, 1.0% ,

이 있는 여성의 분율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유의하지 않았다(p=0.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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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체 남자 여자

p-value
N(%) N(%) N(%)

자살생각 있음 390(12.2) 186(10.7) 204(13.9) 0.0055

없음 2813(87.8) 1552(89.3) 1261(86.1)

자살시도 있음 32(1.0) 18(1.0) 14(1.0) 0.8205

없음 3171(99.0) 1720(99.0) 1451(99.0)

표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남녀 간 자살생각 차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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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수준3.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장애 특성 심리사회적, ,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 연령 성별( , ,

교육 수준 월평균 총 가구소득 결혼 상태 근로 여부 흡연 여부 음주 여, , , , ,

부 신체활동 여부 만성질환 여부 장애 특성 장애 유형 장애 지속기간, , ), ( , ,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정도 장애 정도 장애 발생시기 심리사회적 특성 우, , ), (

울증 스트레스 사회적 차별 가족관계 만족도 친구 수 만족도 주거상태, , , , ,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한달 수입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 주 돌봄자 여, , , ,

부 에 따른 자살생각 여부를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자살생각 차이는 표 와 같< 5>

다 연령에 따라서는 세 미만에서 자살생각을 가진 있는 경우가 대. 50 9.8%, 50

가 대가 세 이상이 로 세 이상에서의 자살생각 분12.0%, 60 12.2%, 70 12.9% 70

율이 가장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의 경우 남성에서 여성에서. 10.7%,

는 가 자살생각이 있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자살생각 분율13.9%

이 높았다 교육 수준에 따른 자살생각의 경우 무학에서 자살생각(p=0.0055). ,

이 있는 경우가 로 가장 높았으며 초졸 중졸 고졸13.9% (13.1%), (12.4%),

대졸 이상 순이였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월평균 가구소(11.7%), (8.0%) .

득의 경우 만원 미만 군에서 자살생각을 가진 분율이 로 가장 높았100 17.78%

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 상태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군에(p<.0001).

서 자살생각이 있는 경우가 배우자가 없는 군에서는 로 배우자가9.8%, 16.0%

없는 군에서 자살생각이 높았다 근로 여부에 따라서는 지난 주간(p<.0001). 1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를 한 경우 비해당의 경우 로16.3%, 23.5%, 7.0%

근로를 한 경우 자살생각이 높았으며 이는 유의하였다 흡연 여부에(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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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자살생각은 비흡연 군이 과거흡연 군이 현재흡연 군이12.2%, 12.9%,

로 과거흡연 군에서 자살생각이 가장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음주11.3% ,

여부의 경우 회 달 미만 군이 회 달 군이 회 달 군이1 / 13.4%, 1 / 10.7%, 2-4 /

회 주 군이 회 주 이상 군이 로 회 달 미만 음주하7.0%, 2-3 / 10.9%, 4 / 11.3% , 1 /

는 군이 자살생각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신(p=0.0156).

체활동 여부의 경우 최근 년동안 운동을 한 군에서 자살생각이 있는 경우는1

로 운동을 하지 않는 군에서 자살생각이 있는 경우 보다 낮았으나11.4% 13.4%

유의하지 않았고 만성질환이 있는 군에서 자살생각이 있는 경우가 로, 14.0%

만성질환이 없는 군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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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자살생각 p-value

유 무

N(%) N(%)

연령 세19~49 39(9.8) 359(90.2) 0.4185

세50~59 81(12.0) 592(88.0)

세60~69 101(12.2) 725(87.8)

세 이상70 169(12.9) 1137(87.1)

성별 남 186(10.7) 1552(89.3) 0.0055

여 204(13.9) 1261(86.1)

교육 수준 무학 63(13.9) 389(86.1) 0.0751

초졸 136(13.1) 899(86.9)

중졸 70(12.4) 496(87.6)

고졸 92(11.7) 693(88.3)

대졸이상 29(8.0) 336(92.0)

월평균가구소득 만원<100 152(17.8) 703(82.2) <.0001

만원 미만200 124(13.9) 767(86.1)

만원 미만300 33(6.5) 474(93.5)

만원 미만400 40(9.4) 384(90.6)

만원 이상400 41(7.8) 485(92.2)

결혼 상태 배우자 있음 192(9.8) 1776(90.2) <.0001

배우자 없음 198(16.0) 1037(84.0)

근로 여부 유 4(23.5) 13(76.5) <.0001

무 286(16.3) 1469(83.7)

비해당 100(7.0) 1331(93.0)

흡연 여부 비흡연 225(12.2) 1619(87.8) 0.6855

과거흡연 93(12.9) 630(87.1)

현재흡연 72(11.3) 564(88.7)

음주 여부 무 회 달 미만~1 / 282(13.4) 1820(86.6) 0.0156

회 달1 / 17(10.7) 142(89.3)

회 달2-4 / 23(7.0) 305(93.0)

회 주2-3 / 40(10.9) 326(89.1)

회 주이상4 / 28(11.3) 220(88.7)

신체활동 여부 유 219(11.4) 1710(88.6) 0.0796

무 171(13.4) 1103(86.6)

만성질환 여부 유 317(14.0) 1946(86.0) <.0001

무 73(7.8) 867(92.2)

표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및 자살생각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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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특성에 따른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자살생각 차이는 표 과 같다< 6> .

장애 유형은 마비 형태에서 자살생각이 로 가장 많았고 관절장애16.8%

절단 변형 순이었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11.8%), (10.3%), (8.3%)

장애 지속기간의 경우 년 미만이 년 이상 년 미만이(p=0.0069). 5 18.9%, 5 10

년 이상이 로 년 미만동안 장애를 가진 군에서 자살생각이 가12.4%, 10 11.5% 5

장 높았으며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p=0.0259).

정도에 따른 자살생각은 독립적 수행이 가능한 군에서 부분도움이 필요8.9%,

한 군이 상당도움 필요 군이 로 상당도움이 필요한 군에서 가장21.3%, 31.1%

자살생각이 높았으며 이는 유의하였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중증(p<.0001).

에서 자살생각이 있는 경우가 로 경증보다 유의하게 자살생각이 높게 나18.4%

타났고 장애 발생시기의 경우 돌 이후 장애 발생 군에서 자살생각(p<.0001),

이 있는 경우가 로 돌 이전 장애 발생 군 에 비해 높았으나 유의하12.2% 6.4%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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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자살생각 p-value

유 무

N(%) N(%)

장애 유형 변형 14(8.3) 155(91.7) 0.0069

관절장애 256(11.8) 1917(88.2)

마비 67(16.8) 332(83.2)

절단 43(10.3) 376(89.7)

장애 지속기간 년 미만5 28(18.9) 120(81.1) 0.0259

년 미만~10 62(12.4) 436(87.6)

년 이상10 290(11.5) 2224(88.5)

일상생활 수행 시 독립적 226(8.9) 2302(91.1) <.0001

도움정도 부분도움 필요 100(21.3) 369(78.7)

상당도움 필요 64(31.1) 142(68.9)

장애 정도 경증 279(10.7) 2319(89.3) <.0001

중증 111(18.4) 494(81.6)

장애 발생시기 출생시 돌 미만/ 5(6.4) 73(93.6) 0.1226

돌 이후 375(12.2) 2707(87.8)

표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장애 특성 및 자살생각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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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회적 특성에 따른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자살생각 차이는 표 과< 7>

같다 우울증이 있는 군의 가 자살생각이 있다고 답하였고 우울증이 없. 52.0% ,

는 군에서 자살생각이 있는 경우는 비해당 군에서 로 우울증이 있11.2%, 6.2%

는 경우가 자살생각이 높았으며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스트레(p<.0001),

스는 매우 많이 느낀다고 답한 군에서 자살생각이 있는 경우가 로 가장36.4%

높았으며 이는 유의하였다 사회적 차별에 따른 자살생각은 항상 느(p<.0001).

끼는 군에서 가끔 느끼는 군에서 별로 느끼지 않는 군에서34.1%, 19.3%,

전혀 느끼지 않는 군에서 만큼 자살생각이 있다고 답하였고 이는9.1%, 8.3%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관계 만족도의 경우 불만족 매우 불만(p<.0001). (

족 약간 불만족 하는 군에서 자살생각이 있다고 답한 분율이 였으며, ) 28.9% ,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하는 군 비해당 군에서 가 자살생각이( , ) 8.9%, 44.4%

있다고 답하였고 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친구 수 만족도 주거(p<.0001). ,

상태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한달 수입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의 경우에, , ,

도 불만족하는 군이 만족하는 군보다 자살생각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모

두 유의하였다 주 돌봄자 여부의 경우 주 돌봄자가 있는 군에서 자(p<.0001).

살생각이 있는 경우가 로 주 돌봄자가 없는 군 비해당 군 보18.1% 16.6%, 8.0%

다 자살생각이 높았으며 이는 유의하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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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자살생각 p-value

유 무

N(%) N(%)

우울증 여부 유 76(52.0) 70(48.0) <.0001

무 279(11.2) 2216(88.8)

비해당 35(6.2) 527(93.8)

스트레스 매우 많이 느낀다 192(36.4) 336(63.6) <.0001

느끼는 편이다 150(11.8) 1124(88.2)

보통이다 28(4.0) 671(96.0)

느끼지 않는다 20(2.8) 682(97.2)

사회적 차별 항상 느낀다 45(34.1) 87(65.9) <.0001

가끔 느낀다 135(19.3) 565(80.7)

별로 느끼지 않는다 141(9.1) 1403(90.9)

전혀 느끼지 않는다 69(8.3) 758(91.7)

가족관계 만족도 만족 241(8.9) 2451(91.1) <.0001

불만족 145(28.9) 357(71.1)

비해당 4(44.4) 5(55.6)

친구 수 만족도 만족 228(9.2) 2246(90.8) <.0001

불만족 162(22.2) 567(77.8)

주거상태 만족도 만족 253(10.2) 2236(89.8) <.0001

불만족 137(19.2) 577(80.8)

건강상태 만족도 만족 41(4.0) 996(96.0) <.0001

불만족 349(16.1) 1817(83.9)

한달수입 만족도 만족 78(7.7) 933(92.3) <.0001

불만족 288(14.7) 1677(85.3)

비해당 24(10.6) 203(89.4)

여가활동 만족도 만족 107(6.4) 1579(93.7) <.0001

불만족 283(18.7) 1234(81.3)

주 돌봄자 여부 유 179(18.1) 810(81.9) <.0001

무 64(16.6) 321(83.4)

비해당 147(8.0) 1682(92.0)

표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자살생각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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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변수 간 관련성4.

연구 참여 지체장애인의 장애 특성 장애 정도 장애 지속기간 일상생활 수( , ,

행 시 도움정도 과 심리사회적 특성 우울증 여부 스트레스 사회적 차별 경) ( , ,

험 주 돌봄자 여부 가족관계 만족도 건강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 간 관, , , , )

련성을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여 확인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과 같다< 8> .

우울증 여부의 경우 장애 정도가 중증일 때 우울증이 있는 분율이 높았으며

장애 지속기간은 짧은 경우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이(p=0.0054), (p=0.0079),

필요할수록 우울증이 있는 분율이 높았으며 이는 모두 유의한 차이(p<.0001),

를 보였다 스트레스 여부에서는 장애 정도가 중증일수록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유의하였다 장애 지속기간에 따라서는 통계(p<.0001).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이 필요할수록 스트레스를,

매우 느낀다고 답한 분율이 높았으며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사회적 차별 경험의 경우 장애 정도가 중증일 때가 차별 경험을 느끼는 경우

가 많았고 장애 지속기간이 년 이상인 경우 차별경험을 느낀다고 답한 분, 10

율이 높았으며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정도가 필요할수록 차별경험이 많았으,

며 이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 돌봄자의 경우 장애 정도가(p<.0001).

중증인 경우 주 돌봄자가 있는 군이 경증인 경우 주 돌봄자가 있는 군54.6%,

이 로 중증일 때 주 돌봄자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유의하였다25.4%

장애 지속기간에 따라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일상생활 수행 시 도(p<.0001). ,

움정도가 필요할수록 주 돌봄자가 있었으며 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장애 지속기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p<.0001).

으며 장애 정도가 중증일 때 가족관계에 불만족하는 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

며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정도가 필요할수록 가족관계에 불만족한(p=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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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답하였다 건강 만족도는 장애 정도가 중증일수록 현재 건강상(p<.0001).

태에 만족하는 분율이 유의하게 낮았으며(p=0.0029 장애 지속기간에 따라서),

는 유의하지 않았다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이 필요할수록 건강상태에 불만족.

하는 분율이 높았으며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가활동 만족도(p<.0001).

의 경우 장애 정도가 중증일수록 여가활동에 불만족하였고 장애 지(p<.0001),

속기간에 따라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이 필요할수록 여.

가활동에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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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장애 정도
p-value

장애 지속기간
p-value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정도
p-value

경증 중증 년 미만5 년 미만~10 년 이상10 독립적 부분도움 완전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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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유 110(4.2) 36(5.9) 0.0054 9(6.1) 21(4.2) 113(4.5) 0.0079 88(3.5) 36(7.7) 22(10.7) <.0001

무 2053(79.0) 442(73.1) 117(79.0) 416(83.5) 1931(76.8) 1936(76.6) 390(83.1) 169(82.0)

비해당 435(16.8) 127(21.0) 22(14.9) 61(12.3) 470(18.7) 504(19.9) 43(9.2) 15(7.3)

스트레스 매우느낌 394(15.2) 134(22.2) <.0001 38(25.7) 78(15.7) 402(16.0) 0.0647 359(14.2) 104(22.2) 65(31.6) <.0001

느끼는편 1029(39.6) 245(40.5) 59(39.9) 197(39.6) 1001(39.8) 1010(40.0) 187(39.9) 77(37.4)

보통 575(22.1) 124(20.5) 24(16.2) 107(21.5) 559(22.2) 579(22.9) 90(19.19) 30(14.6)

느끼지않음 600(23.1) 102(16.9) 27(18.2) 116(23.3) 552(22.0) 580(22.9) 88(18.8) 34(16.5)

차별경험 항상느낌 67(2.6) 65(10.7) <.0001 1(0.7) 12(2.4) 112(4.5) <.0001 80(3.2) 30(6.40) 22(10.7) <.0001

가끔느낌 468(18.0) 232(38.4) 32(21.6) 79(15.9) 569(22.6) 473(18.7) 150(32.0) 77(37.4)

별로느끼지않음 1309(50.4) 235(38.8) 67(45.3) 227(45.6) 1238(49.2) 1257(49.7) 206(43.9) 81(39.3)

전혀느끼지않음 754(29.0) 73(12.1) 48(32.4) 180(36.1) 595(23.7) 718(28.4) 83(17.7) 26(12.6)

주 돌봄자 유 659(25.4) 330(54.6) <.0001 51(34.5) 137(27.5) 770(30.6) 0.3854 379(15.0) 405(86.3) 205(99.5) <.0001

무 286(11.0) 99(16.3) 16(10.8) 56(11.2) 307(12.2) 320(12.7) 64(13.7) 1(0.5)

비해당 1653(63.6) 176(29.1) 81(54.7) 305(61.3) 1437(57.2) 1829(72.3) 0(0.0) 0(0.0)

가족관계 만족 2215(85.3) 477(78.8) 0.0003 126(85.1) 430(86.4) 2106(83.8) 0.7025 2163(85.6) 374(79.8) 155(75.2) <.0001

만족도 불만족 375(14.4) 127(21.0) 22(14.9) 67(13.4) 400(15.9) 359(14.2) 92(19.6) 51(24.8)

비해당 8(0.3) 1(0.2) 0(0.0) 1(0.2) 8(0.3) 6(0.2) 3(0.6) 0(0.0)

건강상태 만족 872(33.6) 165(27.2) 0.0029 40(27.0) 154(30.9) 834(33.2) 0.2120 953(37.7) 70(14.9) 14(6.8) <.0001

만족도 불만족 1726(66.4) 440(72.7) 108(73.0) 344(69.1) 1680(66.8) 1575(62.3) 399(85.1) 192(93.2)

여가활동 만족 1422(54.7) 264(43.6) <.0001 76(51.4) 277(55.6) 1317(52.4) 0.3894 1427(56.5) 220(46.9) 39(18.9) <.0001

만족도 불만족 1176(45.3) 341(56.4) 72(48.6) 221(44.4) 1197(47.6) 1101(43.5) 249(53.1) 167(81.1)

표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심리사회적 특성 간 관련성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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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생각 관련요인의 로지스틱 회귀분석5.

가 전체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자살생각 관련요인.

전체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장애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의, ,

상호영향을 보정한 자살생각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으

로 실시하였고 관련요인에 따른 오즈비 분석 결과는 표 와 같다 모형< 9> . Ⅰ

에서는 장애 특성과 자살생각의 관계만을 분석하였고 모형 에서는 장애 특, Ⅱ

성과 일반적 특성을 보정하였고 모형 에서는 장애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Ⅲ

심리사회적 특성을 추가하여 모든 변수를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에서 장애 유형은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 지,Ⅰ

속기간은 년 이상군에 비해 년 미만 군이 배 자살10 5 1.81 (95% CI 1.16-2.81)

생각이 높았으며 유의하였다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정도에 따라서는 독립적.

인 군에 비해 부분도움이 필요한 경우 배 완전도움이2.72 (95% CI 2.08-3.55),

필요한 경우 배 로 자살생각이 높아졌으며 이는 통계적4.42 (95% CI 3.12-6.26)

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에서는 장애 특성과 일반적 특성 변수를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장,Ⅱ

애 지속기간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정도 연령 성별 월평균 총 가구소득, , , , ,

결혼 상태 흡연 여부 만성질환 여부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장애 지속, , .

기간이 년 이상 군에 비해 년 미만 군이 배 자살생10 5 1.73 (95% CI 1.09-2.76)

각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정도는 독립적 수행 군에 비,

해 부분도움 필요 군이 배 완전도움 필요 군이2.40 (95% CI 1.79-3.21), 4.04

배 만큼 자살생각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95% CI 2.72-6.00) .

은 세 이상 군에 비해 세 군이 배 세가70 60~69 1.64 (95% CI 1.21-2.23), 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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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세 군에서 배 만큼 자2.19 (95% CI 1.50-3.20), 19~49 2.41 (95% CI 1.42-4.09)

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성별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자살생각이 배. 1.45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월평균 총 가구소(95% CI 1.01-2.09) .

득의 경우 만원 이상 군에 비해 만원 군이 배400 100~200 1.73 (95% CI

만원 미만 군이 배 만큼 자살생각이 유1.15-2.60), 100 2.08 (95% CI 1.36-3.19)

의하게 높아졌으며 결혼 상태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자살생각이 배 높았고 유의하였다 흡연1.38 (95% CI 1.07-1.78) .

여부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과거흡연자는 배 자살생1.57 (95% CI 1.09-2.27)

각이 유의하게 높았고 현재흡연자는 배 자살생각이 높았으나 유의하지, 1.47

않았다 만성질환 여부의 경우 만성질환이 없는 군에 비해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군이 배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았다1.78 (95% CI 1.29-2.44) .

모형 에서는 장애 특성 일반적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의 모든 변수를 보, ,Ⅲ

정하여 분석한 결과 장애 지속기간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정도 흡연 여부, , ,

음주 여부 우울증 여부 스트레스 사회적 차별경험 가족관계 만족도 건강, , , , ,

상태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장애 지속기간의, .

경우 년 이상 군에 비해 년 미만 군이 배 자살생각10 5 1.79 (95% CI 1.06-3.02)

이 유의하게 높았고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정도는 독립적 수행 군에 비해 부,

분도움 필요 군이 배 완전도움 필요 군이 배1.91 (95% CI 1.25-2.91), 2.42 (95%

자살생각이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I 1.40-4.18) .

모형 에서는 모형 와 다르게 연령 성별 월평균 총 가구소득 결혼 상, , ,Ⅲ Ⅱ

태 만성질환 여부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음주 여부는 유의한 값으로, ,

나타났다 흡연 여부는 비흡연자에 비해 과거흡연자가 배. 1.69 (95% CI

자살생각이 높았고 음주 여부는 회 달 미만 음주 군에 비해1.12-2.55) , 1 / 2~3

회 주 음주 군이 배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았다 우/ 1.81 (95% CI 1.14-2.87) .

울증 여부에 따라서는 우울증이 없는 경우에 비해 우울증이 있는 군이 배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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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생각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스트레스(95% CI 3.20-7.54) .

여부에 따라서는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군에 비해 느끼는 편인 경우 배3.66

매우 많이 느끼는 경우 배 만큼(95% CI 2.20-6.09), 12.19 (95% CI 7.17-20.71)

자살생각이 높아졌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사회적 차별경험은.

전혀 느끼지 않는 군에 비해 항상 느끼는 군이 배 자2.60 (95% CI 1.44-4.70)

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았고 가족관계 만족도의 경우 만족 군에 비해 불만족,

군이 배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만족1.72 (95% CI 1.26-2.34) .

도에서는 만족하는 경우에 비해 불만족하는 경우 배1.78 (95% CI 1.19-2.64)

자살생각이 높았고 여가활동 만족도 역시 만족하는 경우에 비해 불만족하는,

경우 배 자살생각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1.69 (95% CI 1.27-2.26)

였다 이 때 변수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했을 때 모든 변수가 값이 미만. VIF 5

으로 변수들 간 독립성을 확인하였다(1.03~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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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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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유형 변형 1.0 1.0 1.0

관절장애 1.38(0.78-2.45) 1.41(0.78-2.54) 1.77(0.90-3.49)

마비 1.52(0.81-2.83) 1.46(0.77-2.76) 1.80(0.86-3.77)

절단 1.24(0.65-2.35) 1.38(0.71-2.67) 1.48(0.69-3.16)

장애 지속기간 년 이상10 1.0 1.0 1.0

년 이상 년 미만5 10 1.13(0.84-1.53) 1.14(0.84-1.55) 1.23(0.87-1.74)

년 미만5 1.81(1.16-2.81) 1.73(1.09-2.76) 1.79(1.06-3.02)

일상생활 수행 시 독립적 1.0 1.0 1.0

도움정도 부분도움 필요 2.72(2.08-3.55) 2.40(1.79-3.21) 1.91(1.25-2.91)

완전도움 필요 4.42(3.12-6.26) 4.04(2.72-6.00) 2.42(1.40-4.18)

연령 세 이상70 1.0 1.0

세60~69 1.64(1.21-2.23) 1.05(0.74-1.50)

세50~59 2.19(1.50-3.20) 1.05(0.68-1.61)

세19~49 2.41(1.42-4.09) 1.11(0.61-2.01)

성별 남 1.0 1.0

여 1.45(1.01-2.09) 1.32(0.88-1.98)

교육 수준 대졸 이상 1.0 1.0

고졸 1.18(0.73-1.91) 1.27(0.74-2.17)

중졸 1.30(0.77-2.19) 1.31(0.72-2.37)

초졸 1.18(0.71-1.96) 1.27(0.71-2.26)

무학 1.03(0.58-1.84) 1.24(0.65-2.36)

월평균 가구소득 만원 이상400 1.0 1.0

만원 미만300~400 1.18(0.73-1.92) 1.19(0.70-2.02)

만원 미만200~300 0.85(0.51-1.39) 0.71(0.41-1.23)

만원 미만100~200 1.73(1.15-2.60) 1.38(0.87-2.18)

만원 미만100 2.08(1.36-3.19) 1.33(0.82-2.17)

결혼 상태 유배우자 1.0 1.0

무배우자 1.38(1.07-1.78) 1.33(0.99-1.78)

근로 여부 무 1.0 1.0

유 1.90(0.59-6.17) 2.37(0.57-9.95)

비해당 0.61(0.46-0.82) 0.78(0.56-1.10)

흡연 여부 비흡연 1.0 1.0

과거흡연 1.57(1.09-2.27) 1.69(1.12-2.55)

현재흡연 1.47(0.99-2.18) 1.08(0.69-1.69)

음주 여부 회 달 미만1 / 1.0 1.0

회 달1 / 1.08(0.62-1.87) 0.98(0.52-1.87)

회 달2~4 / 0.76(0.47-1.23) 1.08(0.64-1.84)

회 주2~3 / 1.36(0.91-2.05) 1.81(1.14-2.87)

회 주 이상4 / 1.19(0.74-1.90) 1.48(0.88-2.50)

신체활동 여부 유 1.0 1.0

표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자살생각 관련요인 전체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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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1.01(0.79-1.27) 0.82(0.63-1.07)

만성질환 여부 없음 1.0 1.0

있음 1.78(1.29-2.44) 1.51(0.97-2.36)

우울증 여부 없음 1.0

있음 4.91(3.20-7.54)

비해당 1.10(0.62-1.94)

스트레스 느끼지 않는다 1.0

보통이다 1.39(0.75-2.55)

느끼는 편이다 3.66(2.20-6.09)

매우 많이 느낀다 12.19(7.17-20.71)

사회적 차별 전혀 느끼지 않는다 1.0

별로 느끼지 않는다 0.89(0.63-1.26)

가끔 느낀다 1.45(0.99-2.12)

항상 느낀다 2.60(1.44-4.70)

가족관계 만족도 만족 1.0

불만족 1.72(1.26-2.34)

비해당 1.05(0.19-5.72)

친구 수 만족도 만족 1.0

불만족 0.91(0.67-1.23)

현재주거 만족도 만족 1.0

불만족 1.04(0.78-1.39)

건강상태 만족도 만족 1.0

불만족 1.78(1.19-2.64)

한달수입 만족도 만족 1.0

불만족 1.30(0.94-1.80)

비해당 0.88(0.48-1.60)

여가활동 만족도 만족 1.0

불만족 1.69(1.27-2.26)

주 돌봄자 여부 유 1.0

무 1.53(0.97-2.40)

비해당 1.23(0.8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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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성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자살생각 관련요인.

남성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장애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의, ,

상호 영향을 보정한 자살생각의 관련요인 분석결과는 표 과 같다< 10> .

모형 에서는 장애 특성만을 보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장애 유형 장애 지속,Ⅰ

기간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고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정도에서 독립적인 군,

에 비해 부분도움이 필요한 경우 배 완전도움이 필요3.39 (95% CI 2.29-5.03),

한 경우 배 자살생각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3.50 (95% CI 1.99-6.17)

의하였다.

모형 에서는 장애 특성과 일반적 특성 변수를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일,Ⅱ

상생활 수행 시 도움정도 연령 월평균 총 가구소득 만성질환 여부가 유의, , ,

한 변수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정도는 독립적 수행 군에 비해 부.

분도움 필요 군이 배 완전도움 필요 군이 배2.75 (95% CI 1.78-4.26), 2.96 (95%

자살생각이 높았으며 유의하였다 연령은 세 이상 군에 비해CI 1.57-5.60) . 70

세에서 배 세에서 배50~59 2.03 (95% CI 1.22-3.37), 19~49 2.02 (95% CI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월평균 총 가 구소득의 경우1.03-3.98) , 400

만원 이상 군에 비해 만원 군이 배 만원100~200 2.38 (95% CI 1.30-4.34), 100

미만 군이 배 자살생각이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2.71 (95% CI 1.36-5.40)

하였다 만성질환 여부의 경우 만성질환이 없는 군에 비해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배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았다1.69 (95% CI 1.15-2.48) .

모형 에서는 장애 특성 일반적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의 모든 변수를 보, ,Ⅲ

정하여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정도 월평균 총 가구소득 흡연, , ,

여부 음주 여부 우울증 여부 스트레스 사회적 차별 가족관계 만족도 건, , , , , ,

강상태 만족도 주 돌봄자 여부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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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정도는 모형 와 같이 독립적 수행군에 비해 부,Ⅰ Ⅱ

분도움 필요 군 과 완전도움 필요 군(OR 3.17, 95% CI 1.63-6.13) (OR 2.84,

에서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 만성질환은 모형95% CI 1.18-6.81) . ,

와 다르게 유의하지 않았으며 흡연 여부 음주 여부는 모형 와 다르게 유,Ⅱ Ⅱ

의한 값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총 가구소득의 경우 월평균 만원 이상군에. 400

비해 만원군에서 배 자살생각이 높았으며 통계100~200 2.37 (95% CI 1.17-4.79)

적으로 유의하였다 흡연 여부는 비흡연자에 비해 과거흡연자가 배. 1.67 (95%

자살생각이 높았으며 음주 여부는 회 달 미만 음주 군에 비CI 1.02-2.75) , 1 /

해 회 주 음주 군이 배 자살생각이 높았다 우울증2~3 / 1.76 (95% CI 1.04-2.98) .

여부에 따라서는 우울증이 없는 군에 비해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자살생각이

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스트레스 정도5.88 (95% CI 2.89-11.96) .

에 따라서는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군에 비해 느끼는 편인 경우 배3.52 (95%

매우 많이 느끼는 경우 배 자살생각CI 1.73-7.17), 13.89 (95% CI 6.66-29.00)

이 유의하게 높았다 사회적 차별은 전혀 느끼지 않는 군에 비해 항상 느끼는.

군이 배 자살생각이 높았고 가족관계 만족도는 만족2.34 (95% CI 1.07-5.11) ,

군에 비해 불만족한 군이 자살생각이 배 높았다 건강2.04 (95% CI 1.29-3.22) .

상태 만족도는 만족한 군에 비해 불만족한 군이 자살생각이 배1.65 (95% CI

높았으며 주 돌봄자 여부는 주 돌봄자가 있는 군에 비해 주 돌봄1.02-2.67) ,

자가 없는 군에서 자살생각이 배 높았다2.12 (95% CI 1.02-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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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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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유형 변형 1.0 1.0 1.0

관절장애 2.34(0.83-6.62) 2.16(0.74-6.25) 2.13(0.63-7.19)

마비 2.70(0.92-7.88) 2.27(0.75-6.82) 2.07(0.59-7.31)

절단 2.49(0.85-7.29) 2.38(0.79-7.16) 2.08(0.59-7.35)

장애 지속기간 년 이상10 1.0 1.0 1.0

년 이상 년 미만5 10 1.30(0.81-2.07) 1.40(0.86-2.26) 1.28(0.73-2.23)

년 미만5 1.49(0.75-2.94) 1.47(0.72-3.00) 1.47(0.66-3.25)

일상생활 수행 시 독립적 1.0 1.0 1.0

도움정도 부분도움 필요 3.39(2.29-5.03) 2.75(1.78-4.26) 3.17(1.63-6.13)

완전도움 필요 3.50(1.99-6.17) 2.96(1.57-5.60) 2.84(1.18-6.81)

연령 세 이상70 1.0 1.0

세60~69 1.29(0.81-2.06) 0.79(0.46-1.34)

세50~59 2.03(1.22-3.37) 1.02(0.57-1.84)

세19~49 2.02(1.03-3.98) 1.02(0.47-2.20)

교육 수준 대졸 이상 1.0 1.0

고졸 1.01(0.58-1.76) 1.31(0.69-2.47)

중졸 1.40(0.76-2.57) 1.62(0.79-3.30)

초졸 1.00(0.53-1.87) 1.13(0.55-2.32)

무학 0.90(0.36-2.27) 1.05(0.37-2.98)

월평균 가구소득 만원 이상400 1.0 1.0

만원 미만300~400 1.72(0.90-3.30) 1.86(0.90-3.85)

만원 미만200~300 0.88(0.43-1.83) 0.84(0.37-1.88)

만원 미만100~200 2.38(1.30-4.34) 2.37(1.17-4.79)

만원 미만100 2.71(1.36-5.40) 1.92(0.86-4.31)

결혼 상태 유배우자 1.0 1.0

무배우자 1.37(0.92-2.04) 0.97(0.59-1.59)

근로 여부 무 1.0 1.0

유 1.01(0.10-10.23) 1.53(0.05-43.68)

비해당 0.70(0.47-1.06) 0.95(0.58-1.55)

흡연 여부 비흡연 1.0 1.0

과거흡연 1.54(0.99-2.39) 1.67(1.02-2.75)

현재흡연 1.48(0.92-2.36) 1.25(0.73-2.13)

음주 여부 회 달 미만1 / 1.0 1.0

회 달1 / 1.20(0.61-2.38) 1.12(0.50-2.55)

회 달2~4 / 0.73(0.40-1.31) 1.01(0.53-1.95)

표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자살생각 관련요인 남성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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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주2~3 / 1.26(0.80-2.00) 1.76(1.04-2.98)

회 주 이상4 / 1.11(0.67-1.86) 1.44(0.80-2.58)

신체활동 여부 유 1.0 1.0

무 0.93(0.66-1.31) 0.79(0.53-1.17)

만성질환 여부 없음 1.0 1.0

있음 1.69(1.15-2.48) 1.58(0.91-2.75)

우울증 없음 1.0

있음 5.88(2.89-11.96)

비해당 1.12(0.56-2.22)

스트레스 느끼지 않는다 1.0

보통이다 1.07(0.44-2.63)

느끼는 편이다 3.52(1.73-7.17)

매우 많이 느낀다 13.89(6.66-29.00)

사회적 차별 전혀 느끼지 않는다 1.0

별로 느끼지 않는다 0.89(0.53-1.48)

가끔 느낀다 1.05(0.60-1.85)

항상 느낀다 2.34(1.07-5.11)

가족관계 만족도 만족 1.0

불만족 2.04(1.29-3.22)

비해당 1.71(0.18-15.96)

친구 수 만족도 만족 1.0

불만족 1.19(0.76-1.87)

현재주거 만족도 만족 1.0

불만족 1.02(0.66-1.57)

건강상태 만족도 만족 1.0

불만족 1.65(1.02-2.67)

한달수입 만족도 만족 1.0

불만족 1.36(0.84-2.20)

비해당 0.99(0.37-2.76)

여가활동 만족도 만족 1.0

불만족 1.16(0.77-1.77)

주 돌봄자 여부 유 1.0

무 2.12(1.02-4.38)

비해당 1.82(0.9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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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자살생각 관련요인.

여성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자살생각 관련요인에 따른 오즈비 분석 결과는

표 과 같다< 11> .

모형 에서 장애 지속기간의 경우 년 이상 군에 비해 년 미만 군에서10 5Ⅰ

배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일상생활 수행 시2.06 (95% CI 1.14-3.71) ,

도움정도에서 독립적인 군에 비해 부분도움이 필요한 경우 배2.17 (95% CI

완전도움이 필요한 경우 배 자살생각이1.50-3.14), 5.02 (95% CI 3.19-7.91)

높아졌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에서는 장애 특성과 일반적 특성 변수를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장,Ⅱ

애 지속기간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정도 연령 만성질환 여부가 유의한 변, , ,

수로 나타났다 장애 지속기간은 년 이상 군에 비해 년 미만 군에서 자살. 10 5

생각이 배 유의하게 높았다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정1.93 (95% CI 1.03-3.62) .

도는 독립적 수행 군에 비해 부분도움 필요 군이 배2.13 (95% CI 1.43-3.17),

완전도움 필요 군이 배 자살생각이 높아졌으며 통계적5.28 (95% CI 3.11-8.96)

으로 유의하였다 연령은 세 이상군에 비해 세에서 배. 70 60~69 2.13 (95% CI

세에서 배 세에서 배1.40-3.26), 50~59 2.31 (95% CI 1.24-4.31), 19~49 3.31

만큼 자살생각이 높아졌으며 이는 유의하였다 흡연 음(95% CI 1.25-8.76) . ,

주 신체활동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만성질환 여부의 경우 만성질환이, ,

없는 군에 비해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배 자살생2.06 (95% CI 1.15-3.67)

각이 유의하게 높았다.

모형 에서는 장애 특성 일반적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의 모든 변수를 보, ,Ⅲ

정하여 분석한 결과 결혼 여부 우울증 여부 스트레스 사회적 차별 가족, , , , ,

관계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 .



- 52 -

장애 지속기간과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정도는 모형 와 다르게 유의하지,Ⅰ Ⅱ

않았고 연령과 만성질환은 모형 와 다르게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Ⅱ

결혼 상태는 유배우자 군에 비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살생각이 배1.65

높았으며 우울증 여부의 경우 우울증이 없는 군에 비해(95% CI 1.09-2.50) ,

우울증이 있는 군이 배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았으4.69 (95% CI 2.67-8.27)

며 스트레스는 느끼지 않는 군에 비해 느끼는 편인 경우 배, 3.89 (95% CI

매우 많이 느끼는 경우 배 로 자살생각1.83-8.24), 11.39 (95% CI 5.15-25.18)

이 높아졌고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사회적 차별경험은 전혀 느끼.

지 않는 군에 비해 가끔 느끼는 경우 배 자살생각이1.98 (95% CI 1.16-3.39)

유의하게 높았으며 가족관계 만족도는 만족 군에 비해 불만족 군이 배, 1.73

자살생각이 높았다 건강상태 만족도의 경우 만족 군에(95% CI 1.11-2.71) .

비해 불만족 군이 배 자살생각이 높았고 여가활동 만2.7 (95% CI 1.20-6.05) ,

족도 역시 만족 군에 비해 불만족 군이 배 자살생각이2.38 (95% CI 1.56-3.65)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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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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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유형 변형 1.0 1.0 1.0

관절장애 0.99(0.50-1.99) 1.10(0.53-2.31) 1.63(0.67-3.96)

마비 1.13(0.50-2.58) 1.16(0.49-2.72) 1.79(0.64-5.00)

절단 0.59(0.21-1.69) 0.64(0.22-1.87) 0.77(0.23-2.63)

장애 지속기간 년 이상10 1.0 1.0 1.0

년 이상 년 미만5 10 0.98(0.66-1.46) 0.98(0.65-1.48) 1.25(0.78-2.00)

년 미만5 2.06(1.14-3.71) 1.93(1.03-3.62) 2.06(0.99-4.26)

일상생활 수행 시 독립적 1.0 1.0 1.0

도움정도 부분도움 필요 2.17(1.50-3.14) 2.13(1.43-3.17) 1.14(0.63-2.05)

완전도움 필요 5.02(3.19-7.91) 5.28(3.11-8.96) 1.86(0.87-3.98)

연령 세 이상70 1.0 1.0

세60~69 2.13(1.40-3.26) 1.49(0.91-2.46)

세50~59 2.31(1.24-4.31) 1.07(0.52-2.19)

세19~49 3.31(1.25-8.76) 1.56(0.50-4.85)

교육 수준 대졸 이상 1.0 1.0

고졸 1.85(0.66-5.14) 1.46(0.46-4.59)

중졸 1.32(0.45-3.89) 1.06(0.31-3.59)

초졸 1.60(0.57-4.52) 1.48(0.47-4.69)

무학 1.45(0.49-4.25) 1.38(0.42-4.57)

월평균 가구소득 만원 이상400 1.0 1.0

만원 미만300~400 0.72(0.33-1.58) 0.63(0.26-1.53)

만원 미만200~300 0.80(0.40-1.61) 0.68(0.31-1.47)

만원 미만100~200 1.29(0.72-2.29) 0.90(0.47-1.74)

만원 미만100 1.69(0.96-2.98) 1.00(0.52-1.92)

결혼 상태 유배우자 1.0 1.0

무배우자 1.42(1.00-2.02) 1.65(1.09-2.50)

근로 여부 무 1.0 1.0

유 2.65(0.66-10.70) 3.04(0.59-15.59)

비해당 0.51(0.33-0.80) 0.62(0.37-1.03)

흡연 여부 비흡연 1.0 1.0

과거흡연 1.62(0.74-3.56) 2.20(0.91-5.32)

현재흡연 1.22(0.49-3.04) 0.58(0.19-1.75)

음주 여부 회 달 미만1 / 1.0 1.0

회 달1 / 0.87(0.33-2.30) 0.78(0.24-2.59)

회 달2~4 / 0.85(0.36-2.00) 1.29(0.48-3.45)

표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의 자살생각 관련요인 여성11. ( )



- 54 -

회 주2~3 / 1.86(0.69-5.01) 2.92(0.94-9.09)

회 주 이상4 / 1.78(0.48-6.63) 2.56(0.56-11.80)

신체활동 여부 유 1.0 1.0

무 1.05(0.75-1.47) 0.85(0.57-1.25)

만성질환 여부 없음 1.0 1.0

있음 2.06(1.15-3.67) 1.44(0.65-3.16)

우울증 여부 없음 1.0

있음 4.69(2.67-8.27)

비해당 0.95(0.31-2.92)

스트레스 느끼지 않는다 1.0

보통이다 1.69(0.71-4.03)

느끼는 편이다 3.89(1.83-8.24)

매우 많이 느낀다 11.39(5.15-25.18)

사회적 차별 전혀 느끼지 않는다 1.0

별로 느끼지 않는다 0.87(0.53-1.43)

가끔 느낀다 1.98(1.16-3.39)

항상 느낀다 2.69(0.98-7.42)

가족관계 만족도 만족 1.0

불만족 1.73(1.11-2.71)

비해당 1.02(0.08-12.56)

친구 수 만족도 만족 1.0

불만족 0.68(0.44-1.06)

현재주거 만족도 만족 1.0

불만족 1.14(0.75-1.72)

건강상태 만족도 만족 1.0

불만족 2.70(1.20-6.05)

한달수입 만족도 만족 1.0

불만족 1.24(0.78-1.96)

비해당 0.89(0.41-1.95)

여가활동 만족도 만족 1.0

불만족 2.38(1.56-3.65)

주 돌봄자 여부 유 1.0

무 1.09(0.59-2.01)

비해당 0.75(0.41-1.38)



- 55 -

고찰.Ⅳ

본 연구는 성인 지체장애인의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 관련요인을 파악함으로

써 지체장애인의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장애,

인실태조사 제 차 년 자료 중 만 세 이상 성인 지체장애인 명을10 (2017 ) 19 3203

대상으로 자살생각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남성은 명 여성이 명 이며 전체 연구1738 (54.3%), 1465 (45.7%) ,

참여 지체장애인의 자살생각률은 명 으로 남성 명 여성390 (12.2%) 186 (10.7%),

명 이 자살생각이 있었고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204 (13.9%) (p=0.0055).

이는 장애인삶패널조사 의 지체장애인 자살생각률 와 전체 성인장애(2019) 7.4%

인 자살생각률 질병관리본부 보다 높았으며 장애인실태조사4.7%( , 2018) , (2017)

전체 성인장애인 자살생각률 보다 낮게 나타났다13.0% .

성인 지체장애인의 자살생각 관련요인은 일반적 특성 장애 특성 심리사회, ,

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 성별에 따라 자살생각 관련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남녀 전체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에서

장애 지속기간이 년 미만일 경우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정도가 필요한 경우5 ,

흡연 상태가 과거흡연자일 경우 음주 빈도가(OR 2.42, 95% CI 1.40-4.18), ,

회 주인 경우 우울증이 있을 경우 스트레스2~3 / , (OR 4.91, 95% CI 3.20-7.54),

를 많이 느끼는 경우 사회적 차별을 항상 느(OR 12.19, 95% CI 7.17-20.71),

낄 경우 가족관계에 불만족 할 경우 건강상태(OR 2.60, 95% CI 1.44-4.70), ,

에 불만족할 경우 여가활동에 불만족할 경우 자살생각 오즈비가 높았다 남, .

성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은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정도가 필요한 경우(OR

월평균 총 가구소득이 만원인 경우3.17, 95% CI 1.63-6.13), 100~200 (OR

흡연 상태가 과거흡연자인 경우 음주 빈도가2.37, 95% CI 1.17-4.79),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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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주인 경우 우울증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를/ , (OR 5.88, 95% CI 2.89-11.96),

매우 많이 느끼는 경우 사회적 차별을 항상(OR 13.89, 95% CI 6.66-29.00),

느끼는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에 불만족하는 경(OR 2.34, 95% CI 1.07-5.11),

우 건강상태에 불만족하는 경우 주 돌봄자가 없는 경우, , (OR 2.12, 95% CI

자살생각 오즈비가 높았다 여성 연구참여 지체장애인은 배우자가1.02-4.39) .

없는 경우 우울증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를 매, (OR 4.69, 95% CI 2.67-8.27),

우 느끼는 경우 사회적 차별을 가끔 느끼는(OR 11.39, 95% CI 5.15-25.18),

경우 가족관계에 불만족할 경우 건강상태 불만족할 경우 여가활동 만족도, , ,

에 불만족할 경우 자살생각 오즈비가 높았다.

이는 장애노인의 자살생각 관련요인인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정도와 일치하

였고 중도장애인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장애노인 전체장애인 중도, . , ,

장애인 지체장애인에서 우울증 스트레스 사회적 차별경험은 자살생각 관련, , ,

요인이었으며 신장장애인 자살생각 관련요인인 건강 만족도 가족 수 만족도, , ,

친구 수 만족도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장애 특성의 경우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정도는 남성과 전체 대상자의 자살

생각 관련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생.

각 오즈비가 높았다 이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김예순 남영희 등 등 와 유사( , , 2020; Kim K , 2010; Kim K , 2011)

하였으나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 임원균 황성혜 와는 일치, ( , , 2014)

하지 않았다.

장애 지속기간은 전체 대상자에서 자살생각 관련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남

성 여성 각각에서는 관련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장애 지속기간이 년 미, . 5

만인 경우 년 이상에 비해 자살생각 오즈비가 높았는데 이는 장애기간이 짧10

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일치하였고 김혜미 허선영 손( , , 2016),

상 후 기간이 길수록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



- 57 -

다(McCullumsmith et al., 2015). 장애수용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다는 연

구( 황성혜 임원균 남연희 한승길 문성호Lund et al., 2016; , , 2012; , , ,

박현숙 양희택2015; , , 2015 를 통해 장애를 가진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애 수)

용정도가 증가하여 자살생각이 낮아질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여성의 경우.

장애특성은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 중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남성만의 자살생각 관련요인으로 나타

났다 만원 이상 수입군에 비해 만원 수입군에서 자살생각 오즈비가. 400 100~200

높았으며 이는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자살생각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정준

수 이혜경 이유신 김한성 김예순 남영희 홍화영 등, , 2016; , , 2016; , , 2020; ,

2019)와 일치한다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은 장애인 자살생각 이유 위. 2 (15.6%)

로 자살의 주요 원인이며 장애인삶패널조사 여성에 비해 남성이 경제( , 2018),

적 활동이나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 특성 중 배우자 여부는 여성만의 자살생각 관련요인으로 나타났고 이

는 이혼과 사별인 경우 남연희 한승길 문성호 혼자 살수록 자살생각( , , , 2015),

이 높았으며 원서진 김혜미 여성의 경우에만 배우자가 유의한 영향을( , , 2019),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 이은원 송지영 와 유사하였다( , , 2019) .

생활습관 중 흡연 여부와 음주 여부는 남성과 전체대상자의 자살생각과 관련

이 있었고 여성 지체장애인의 경우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는 응답률은 각,

로 대부분이 해당되지 않았다 음주 및 불규칙한 식생활과 등 올바94%, 87.9% .

르지 않은 생활습관이 성인장애인의 자살생각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 원서(

진 김혜미 와 일치하였지만 비장애인 대상의 자살생각 연구에서 흡연, , 2019) , ,

알코올 의존이 남녀 모두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결과 박은옥 와는 성( , 2014)

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흡연의 경우 남성과 전체대상자에서 비흡연자에 비.

해 과거흡연자가 자살생각 오즈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이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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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홍화영 등 와 유사하였다 이( , 2019) .

는 장애인 특히 남성 지체장애인의 음주 흡연 등 건강행태에 대한 보건교육, ,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반적 특성 중 만성질환 여부의 경우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수

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남성 여성 전체 모두에서 모형, , Ⅱ에서만 유

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만성질환의 수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 원서진 김혜미 와 만성질환 여부가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관계가( , , 2019)

있다는 연구결과 박재산 등 이유신 김한성 와 유사하였다( , 2009; , , 2016) .

심리사회적 특성의 경우 우울증 여부 스트레스 정도 사회적 차별경험 가, , ,

족관계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는 남성 여성 전체 모두에서 자살생각과 관, , ,

련이 있었고 여가활동 만족도는 여성 전체대상자에서 자살생각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자살은 이미 뇌영상 연구 사후부검 연구 가족 연구 등을 통해 밀접, ,

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도 남성 여성 전체 모두에서. , ,

자살생각의 관련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증에 해당하는 군에서 연구참여 지체

장애인의 자살생각 오즈비가 높았다 우울은 비장애인의 자살시도 자살생각의. ,

위험요인으로 여러 연구 박은옥( , 2014; Chin, Lee, So, 2011; Park, 2008)에

서 밝혀졌으며 장애인 대상 연구에서도 자살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대부,

분의 결과( 박현숙 원서진 김혜미Conwell, Caine and Olson, 1990; , 2018; , ,

정준수 이혜경 임원균 황성혜 전석균 박봉길 이화2019; , , 2016; , , 2014; , ,

복 황성혜 임원균 이은미 홍남수 이수진, 2007; , , 2012; , , , 2018)와 일치하였다.

이처럼 우울은 자살의 중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우

울증인 경우에도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국가 중 우. OECD

울증 치료를 받는 인구 분율이 가장 적고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치료를 받는,

경우는 로 낮으며 정신질환실태조사 우울을 경험함에도 정신건강22.2% (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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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받는 경우는 에 불과하다 질병관리본부 국내 연구결과 낮은10% ( , 2012).

치료율의 이유로 정신과적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치료 회피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 심리치료에 대한 요구에 비해, ,

서비스 정보 제공 부족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향정신성 약물 처방 규제( , 2012), ,

정신의료기관 접근성 문제 이해종 등 등이 있었다 우울증 및 정신질환( , 2014) .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상담치료를 받

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와 같다는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며 이해종 등( , 2014),

특히 활동제한이 있는 장애인에게 조금 더 쉬운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접근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정도는 남녀 및 전체 모두에서 자살생각의 관련요인으로 확인되었

으며 느끼지 않는 군에 비해 느끼는 편 매우 많이 느낀다고 답한경우 자살생,

각 오즈비가 높았다 스트레스 역시 장애인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변.

수로 알려져 있으며(박현숙 원서진 등, 2018; , 2019; Russell et al., 2009),

하나의 큰 스트레스 사건보다 일상에서 겪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자살을 보다

의미있게 예측한다고 하였다 임숙빈 정철순 장애는 만성적인 스트레( , , 2002).

스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있어 스트레스 관리는 중요하게 생각되어

야 한다.

사회적 차별은 전혀 느끼지 않는 군에 비해 항상 느끼는 군에서 남성 여성, ,

전체에서 자살생각 오즈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경험을 할수록 자살.

생각이 높다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이유신 김한성 원서진 김혜미, , 2016; , ,

김석환 이현주 김지현 강초록 조영태 와 일치하였다2019; , , , 2018; , , 2019) .

장애인은 자신의 차별을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편이지만 장애인 대상의 차별,

경험이 높다고 보고되는 것은 그만큼 차별을 경험하는 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

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 , 2017)

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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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만족도 남성 여성 및 전체 모두에서 만족하는 군에 비해 불만족, ,

하는 경우 자살생각 오즈비가 증가하였다 이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김민주 김정숙 와 일치하였다( , 2014; , 2018) .

가족관계 만족도는 남성 여성 및 전체 모두에서 유의한 변수였으며 주 돌, ,

봄자 여부는 남성에서만 자살생각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만족도.

의 경우 만족군에 비해 불만족군에서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장장애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이은미 홍남수 이수진 척수장( , , , 2018),

애인 연구에서도 관계 상실감은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남연희 한승길 문성호 특히나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 일상생( , , , 2015).

활에서 가족의 도움 의존도가 높아 가족관계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주 돌봄자의 경우 주 돌봄자가 있는 군에 비해 없.

는 군이 자살생각 오즈비가 배 증가하였다2.12 .

여가활동 만족도의 경우 여성과 전체대상자에서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었다.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군에 비해 불만족하는 경우 자살생각 오즈비가 증가

하였고 이는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우울감과 자살,

충동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연구 홍화영 등 와 유사한 결과이다 반면( , 2019) .

홍화영 등 은 개인에게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단 단일 여가(2019)

프로그램이더라도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여가활동의 수보다는 장애인 개인에게 맞는 여가.

활동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우울증 여부 스트레스 사회적 차별 가족관계 만족도 건강상, , , ,

태 만족도 등의 심리사회적 변수는 남녀 모두에게서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심리적 변수를 포함하여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

정도 월평균 총 가구소득 흡연 음주 주 돌봄자 여부가 주요변수였고 여성, , , , ,

의 경우 배우자 여부 여가활동 만족도가 주요변수로 나타났다 실제로 남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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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직장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여성은 대, , ,

인관계 친구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활동 등의 개인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 ,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김혜경 김진희( , , 2009).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단면연구로 독립변수와 자살생각과의 시간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 시간적 선후관계를 통한 자살생각.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차 자. , 2

료를 이용함으로서 지체장애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주관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다양한 변수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지 못하였다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상.

태에는 주관적 영역이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심리사회적 특성을 포함

한 변수를 측정하는 직접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지체장애인은 큰 분류상 절. ,

단 관절장애 마비 변형 가지 형태로 분류하며 그 하위진단으로 소아마비, , , 4 ,

척수손상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수염 관절질환 근육질환 골절 등을 포함( , , ), , , ,

한다 이러한 세분화된 진단별로 자살생각 정도 및 주요요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지체장애인 전체의 자살생각을 대표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해석 상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체장애인의 자살생각에 관한연

구는 부족하였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지체장애인의

자살생각 연구는 의미가 있다 지체장애인의 자살시도로 이어질 수 있는 선행.

단계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함으로서 장애인 자살예방이나 관리

방안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성인 지체장애인 자살생.

각의 성별에 따른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남녀 자살에 차이가 있는 관련요인에

대한 각각에 중점을 둔 세분화된 중재가 가능하다.

장애는 만성적인 질환 중 하나로 평생 불편함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일상생활이나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지체장애를 가진 경우 장애인 본인과 가족

의 적응이 중요하다 가족관계 만족도가 남녀 모두에서 자살생각의 주요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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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것은 장애인 뿐 아니라 그 가족의 관계 개선을 위한 스트레스 우울을,

관리하는 방법 및 가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상담 프로그램 등의 제공이 중요

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지체장애인 자살예방에 있어 성별의 차이와 관련.

요인을 고려한 정책 개발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하며 앞으로,

지체장애의 세분화된 유형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는 심층적 후속연구

가 시도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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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Ⅴ

본 연구는 장애인실태조사 제 차 년 자료를 이용하여 만 세 이상10 (2017 ) 19

성인 지체장애인 명의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 관련요인을 살펴보았다3203 .

연구 결과 우울증 여부 스트레스 사회적 차별 가족관계 만족도 건강상태, , , ,

만족도는 남녀 모두에게서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는 변수였으며 그 외에도 남,

성에서는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정도 월평균 가구소득 흡연 음주 주 돌봄, , , ,

자가 여성의 경우 배우자 여부 여가활동 만족도가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 .

남녀 모두에게 심리사회적 변수는 자살생각에 중요한 변수였으며 남성은 경제,

력 사회적 지위 등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행태가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었으며 여성은 대인관계 여가활동 등의 관계적 개인적 요인과 더 관련성, , ,

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 관련요인에 따른 자살생각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

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만 장애인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지체장애인 전체,

와 남녀 각각의 자살생각 관련요인을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장.

애인 가족을 포함한 지체장애인의 자살예방 및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 프

로그램 제공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기대하며 향후 지체장애의 세분화된,

진단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한 코호트 연구 등의 심층적 후속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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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in physical disabilities

Joo Hye Hu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eejin Kimm, Ph.D)

Background and Purpose: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likely to have a

higher mortality rate from suicide than people without disabilities.

Limited physical activity, lower self image from disability, reduced

social role are easy to make them expose to suicide risk. However it

is hard to find researches on suicidal ideation of physical disabilites

even though they hold majority of entire disability types. For this

reason, this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of both men and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es.

Methods: This study analyzed 3203 adult physical disabilities(males:

1,738, Females: 1,465) aged over 19 by sex using the 10
th

National

survey on Persons with Disabilities(2017). The National survey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conducted every 3 years through in-depth

interview and sampling is extracted by probability proportion to size



- 76 -

systematic sampling. this study performed chi-square test to identif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disability characteristics,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perform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figure out factors related

to suicidal thought.

Result: Among the physical disabilitie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186 males(10.7%) and 204 females(13.9%) had suicidal thoughts,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s and

females(p=0.0055). As a result of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suicial

ide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disability characteristics,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the odds ratio of suicidal ideation was

higher for the physical disabilities who participated in male research

when they needed more help in daily life(OR 3.17, 95% CI 1.63-6.13),

when the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was 1 million~2 million

won(OR 2.37, 95% CI 1.17-4.79), when they were previous smokers,

when drinking frequency was 2-3times/week, when they had

depression(OR 5.88, 95% CI 2.89-11.96), when they felt very

stressed(OR 13.89, 95% CI 6.66-29.00), when they felt social

discrimination always(OR 2.34, 95% CI 1.07-5.11), when they were

unsatisfied either with family relationships or with health status, when

they had no spouse. The odds ratio of suicidal ideation was higher for

the physical disabilities who participated in female research when they

had no spouse, when they had depression(OR 4.69, 95% CI 2.67-8.27),

when they felt very stressed(OR 11.39, 95% CI 5.15-25.18) and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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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ion occasionally, when they were unsatisfied either with

family relationship or with health status or with rest&leisure activity.

Conclusion: For both male and female participants, psychosocial

variables such as depression, stress, social discrimination,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 health status were important variables in

suicidal ideation. Other factors such as economic condition and health

beharvior were related more in men, while personal factors such a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leisure activity were related more in

women.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c data

for providing rehabilitation programs considering related factors and

gender differences. In the future, it would be expected to need

in-depth follow up studies like prospective cohort including various

variables according to subdivided physical disability type.

Key words : The disabled suicide, Physical disabilities, Suicidal

ideation, Suicidal thought, Suicidal attempt, Mental health, Depression,

St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