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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Recently, Korea has entered an aging society due to the steadily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dditionally, elderly suicidal rate in Korea is the highest among OECD member countries.

Because old age is a time when all functions are weakened physically, mentally, and socially, negative experiences, including 

depression and poor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may lead to suicidal intentions.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experienced by the elderly and their suicidal intentions.

Methods :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anuary 2 to March 31, 2019 by administering a questionnaire targeting people aged 

≥ 65 years, who were registered at public health centers located in U-city, Gyeonggi-do. In total, 1,015 copies of data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3.0 program. The χ2 test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suicidal intentions of the elderly subjects. The t-test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uicidal intentions,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elderly subjects.

Results : The study results revealed that 168 people (16.6 %) had thought of suicide and 3.2 % had actually tried to commit 

suicide. The reasons for suicidal thoughts were family problems in 60 (5.6 %), economic problems in 49 (4.6 %), and physical 

illness in 44 (4.1 %). Those with suicidal intentions had higher levels of depression (t=11.712, p<.001) and higher quality of life 

scores (t=−9.565, p<.001).

Conclusion :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proposed that a suicide prevention policy and program that can improve the elderly's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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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출산률 저하의 영향으로 한민국 생산연령 인구의 

구성비는 점점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의 구성비는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노령화지수는 100을 넘어섰

고, 2019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는 15 

%로 세계 평균인 9 %를 훨씬 상회하여 고령사회로 진입

한 상태이다(Korea Population, Health and Welfare 

Association, 2019). 이후 지속적인 노인 인구 증가로 2025

년에는 20.3 %로 초고령사회를 예측하고 있으며, 2067년

에는 46.5 %로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Statistics Korea, 2019). 이러한 인구변화와 더불어 노인 

자살률 역시 높은 수준이다. 2019년 통계청 국내 ‘사망

원인 통계’에 의하면 질병 이외 외부요인(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률에서 자살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제적 비교를 위해 OECD 국가 간 연령구조 차이

를 제거한 ‘표준화 자살률은 한민국이 2018년 기준 인

구 10만명 당 24.7명으로, OECD 평균 11.5명보다 2배 이

상 높아 OECD 회원국 중 2위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9). 그 중 노인 자살률의 경우 

OECD 국가 비교 시 20 ~60 는 2배, 70 ~80세 이상

에서 3배 이상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 2018). 중앙자살예

방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자살사망자의 자살 동기는 정

신적 문제(31.6 %), 경제적 문제(25.7 %), 그리고 신체적 

질병 문제(18.4 %)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살에 

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6.7 %의 노인 중 13.2 %가 실

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살 의도

가 자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노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모든 기능이 약

해지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성숙과 통합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신의 지나온 삶을 통합할 수 없는 우울

감과 삶의 질 저하 등의 부정적인 경험이 자살 의도로 

연결될 수 있다. 

노인이 되어감에 따라 경제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문

제로 부양받지 못하게 되면서 식사, 거동, 청소와 사회적 

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노인 삶의 질은 점차 떨어지게 된다(Yang & Ju, 2011). 

삶의 질이란 살아가는 것이 더 좋거나 나빠지는 것과 관

련한 만족감 또는 행복감을 말하는 것으로(Kim 등, 

2018), 노인의 삶의 질에는 심리, 가족관계, 신체 생리, 

사회환경, 인구사회학적 특징 등 여러 가지 변인들이 영

향을 미치게 된다(Shin & Kim, 2013). 이러한 변인군들

의 효과 크기를 연구한 Shin과 Kim(2013)의 연구결과, 심

리 변인군의 하부 변인 중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노인 삶

에 있어 가장 큰 효과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으

며,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을 연구주제로 한 Orsolini 등

(2020)의 연구에서는 우울증과 자살은 연관성이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중앙자살예방센터(2018) 조사에 의하

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살 동기 가운데 정신적,  정신

과적 질병 문제가 31.7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은 다른 연령층보다 우울 증세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더욱 위험하고(Yoon과 Yeom, 

2017), 자살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Nam 등, 2019). 

최근 노인의 질적인 삶에 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

게 되면서 노인 우울과 삶의 질에 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Choi 등, 2014; Lee과 Lyu, 2017; Lim과 

Kim, 2018; Yeom, 2016), 노인 자살과 노인 주거지역이

나 주거형태(지역사회, 시설, 재가, 독거, 단독 등)와 관

련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Lee & Kang, 2020; Nam 

등, 2019; Oh 등, 2014; Park & Wee, 2015; Sohn, 2012; 

Yang & Ju, 2011; Yoo & Jeong, 2016). 그러나 노인의 삶

은 개인적 측면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중요하므로(Park과 

Kwon, 2014), 주기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역사회 

건강관리센터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경기도 소재 일개 도

시의 보건소에 등록된 노인들을 중심으로 우울과 삶의 

질, 자살 의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에 경험하는 우울과 삶

의 질이 자살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타인과의 관계

성이 형성된 보건소 등록 노인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자

살행위 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에 보다 실제적 근거를 제

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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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 정도를 확인하고 자

살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노인 인구가 10 % 이상인 경기도 U시 소재 

보건소에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하였다, 설

문을 위한 방문에 앞서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 및 

방법에 해 설명하였으며, 설명한 연구 내용에 해 이

해하고 허락한 경우만 가정이나 복지관 및 경로당을 방

문하여 설문조사 참여에 한 자발적 동의, 개인정보 사

용과 학술적 정보제공에 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후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문항은 소

문항을 포함하여 총 55문항이므로 서술적 조사연구 시 

문항 당 10명의 최소 기준을 만족시키려면(Polit과 

Hungler, 1987) 연구 상자가 550명 이상이어야 한다. 본 

조사 시 모집된 총 조사 상자는 1015명으로 최소 기준

을 만족하므로 모든 자료를 연구분석에 사용하였다. 자

료수집 기간은 2019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였으며, 

전체 설문 중 불완전하게 작성된 설문 85부를 제외한 

1,015부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3. 연구도구  

1) 자살 의도

자살 의도는 노인 상자의 자살과 관련된 특성을 조

사하기 위해 ‘자살 생각’, ‘자살 충동’, ‘자살 시도’, ‘자살 

방법’ 등에 한 세부 내용에 답하도록 설문 문항을 구

성하였다.

2) 우울

우울은 Sheikh와 Yesavage(1986)의 단축형 노인우울척

도(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를 사용

하였다. 총 15문항의 자기보고형 노인우울척도로서 노인

상자의 우울증상 측정 도구로 자주 사용되는 도구이

다. ‘예’ 와 ‘아니오’로 답하도록 구성된 2분 척도로서 점

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87이었다.

3) 삶의 질

삶의 질은 Min 등(2000)이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를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반적 

삶의 질과 건강을 측정하는 2문항과 신체적 건강 영역 7

문항, 심리적 영역 6문항, 사회적 관계 영역 3문항, 환경 

영역 8문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26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Min 등(2000)의 연구에서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92 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우울, 삶의 질 

점수는 빈도와 백분율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하였

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 상자의 자살 의도와의 

차이 검정은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노인 상자의 자살 

의도와 우울 정도, 삶의 질과의 연관성 검정은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결 과 

1. 노인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1015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상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성별은 남성 노인 285(28.1 %)명, 여성 노인 730명

(71.9 %)으로 여성 노인이 조사 상자의 다수를 차지

하였다. 연령별 분포는 65~79세가 655명(64.5 %), 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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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356명(35.1 %), 기타 또는 무응답 상자가 4명(0.4 

%)으로 나타나 60 와 70  노인 상자가 가장 많았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516명(50.8 %), ‘중학

교 이상 고등학교 졸업’ 상자가 430명(42.4 %), 학교 

졸업 이상이 69명(6.8 %)으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이 507명(50.0 %), 사별이 406명(40.0 %), 이

혼 또는 별거 상태가 80명(7.9 %), 미혼이 22명(2.2 %) 순

으로 조사되어 기혼 상태의 상자와 사별 상태의 상

자가 가장 많았다.  

가족의 형태는 독거가 411명(40.5 %)으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은 부부만 사는 경우가 366명(36.1 %),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219명(21.6 %) 순으로 조사되었다. 

의료보장의 형태는 건강보험인 경우가 764명(75.3 %)

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 1종 또는 2종인 경우가 218명

(21.5 %), 차상위계층 상자가 33명(3.3 %) 순이었다. 

Chat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285 (28.1)

Female 730 (71.9)

Age(year)

65~79 655 (64.5)

72.3±6.8680~99 356 (35.1)

Etc. (Including no response) 4 (0.4)

Education

Elementary school 516 (50.8)

Middle or high school 430 (42.4)

≧ University 69 (6.8)

Marital status

Single 22 (2.2)

Married 507 (50.0)

Divorce or separation 80 (7.9)

Bereavement 406 (40.0)

Family form

Living alone 411 (40.5)

Only married couple 366 (36.1)

Living with other family members 219 (21.6)

Etc. (Including no response) 19 (1.9)

Medical insurance type

Medical insurance 764 (75.3)

Medicaid type1 or type2 218 (21.5)

Near poverty groups 33 (3.3)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subject (n=1015)

2. 노인대상자의 자살 의도 조사

자살에 한 노인 상자의 의도를 조사하기 위해 자

살과 관련된 다음 7개의 문항에 해 답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지금까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습

니까?’ 라는 질문에 847명(83.4 %)의 조사 상자가 ‘아니

다’ 라고 답을 하였으나, ‘그렇다’ 라고 답을 한 상자

의 경우도 168명(16.6 %)이나 되었다. 두 번째로 ‘자살 

생각이 든 적이 있다면, 구체적 자살 계획(방법)을 생각

하고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없다’가 923명(90.9 

%)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약물을 선택한 경우가 

39명(3.8 %), 투신이 17명(1.7 %), 연탄중독이 7명(0.7 %)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생각해 본 

경우도 조사 상자의 약 10 % 정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살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세 번째 질문에는 ‘없다’ 라고 답한 노인 상자가 

983명으로 96.8 %를 차지하였으나, 1회 시도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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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tacteristics  Categories n (%)

1. Have you ever thought of committing suicide?
Yes 168 (16.6)
No 847 (83.4)

2. If you ever thought of suicide, were you thinking of a specific 
suicidal plan (method)?

No 923 (90.9)

Yes

Medication 39 (3.8)
Pesticides 3 (0.3)

Hang the neck 2 (0.2)
Brodie 17 (1.7)

Briquette gas
poisoning

7 (0.7)

Self-injury 2 (0.2)
Medication & 
Hang the neck

2 (0.2)

Pesticides & Brodie 1 (0.1)
Etc.* 19 (1.9)

3. Have you ever attempted suicide?

No 983 (96.8)

Yes

Once 22 (2.2)
Twice 5 (0.5)

Three times 3 (0.3)
Four times 1 (0.1)

≧ Five times 1 (0.1)

4. What are the methods of suicidal attempts?

Medication 28 (2.8)
Pesticides 5 (0.5)

Hang the neck 1 (0.1)
Brodie 11 (1.1)

Briquette gas poisoning 3 (0.3)
Self-injury 3 (0.3)

Etc.* 964 (95.0)

5. Why did you feel suicidal? (Check all that apply)

Family affair 60 (5.6)
Economic issue 49 (4.6)

Affection between man and woman 4 (0.4)
Psychiatric problems 

(Including depression)
27 (2.5)

Physical illness 44 (4.1)
Workplace problems 3 (0.3)

Abuse/Violence 6 (0.6)
Bereavement 13 (1.2)

Interpersonal problems 7 (0.7)
Sudden emotional excitement 5 (0.5)

Etc.* 854 (79.7)
6. Has anyone in your family or close acquaintance committed 

suicide?
Yes 75 (7.4)
No 940 (92.6)

7. How long has it been since a family member or acquaintance 
committed suicide?

No* 939 (92.5)

Yes

1 year or less 9 (0.9)
>1 year, ≦5 years 18 (1.8)

>5 years, ≦10 years 20 (2.0)
≧10 years 29 (2.9)

*Including no response

Table 2. Characteristics related to suicide in elderly subject (n=1015)

22명(2.2 %), 2회 시도가 5명(0.5 %), 3회 시도가 3명(0.3 

%), 4회 시도, 1명(0.1 %), 5회 이상 시도한 경우도 1명

(0.1 %)으로 조사되어 다수의 자살 시도를 했었던 노인

상자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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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질문인 ‘자살 시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

는 질문에는 95.0 %인 964명이 기타 또는 무응답이었으

며, 응답자의 경우 약물 28명(2.8 %), 투신 11명(1.1 %), 

농약 5명(0.5 %), 연탄중독과 자해가 각각 3명(0.3 %), 목

을 맴 1명(0.1 %)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자살 충동을 느낀 이유는 무엇입니

까?’이었으며, 기타 또는 무응답을 제외한 153명의 답변

에서는 가정문제가 60명(5.6 %), 경제문제가 49명(4.6 

%), 신체적 질병이 44명(4.1 %)으로 가장 높은 결과 빈도

를 나타내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으십니

까?’ 라는 여섯 번째 질문에는 ‘없다’가 940명(92.6 %)으

로 조사되었으며, 자살한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49명의 

경우, ‘지인이 자살한 지 얼마나 경과하였습니까?’ 라는 

마지막 질문에는 10년이 넘은 경우가 29명(2.9 %),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가 20명(2.0 %) 순으로 조사되었

다(Table 2).

3. 노인대상자의 우울과 삶의 질 조사 

노인 상자들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1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우울 측정 도구를 이용하였다. 질문

에 한 답변은 예(1점), 아니오(0점)로 이루어진 2분 척

도로서 문항의 총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상자들의 우울 평균 점수는 15점 만점 

중 4.48±4.03점으로 나타났다. 우울 측정 문항 중 ‘요즈

음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기력이 좋은 편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부정적 

응답인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가 42.1 %와 41.2 %로 가

장 높게 조사되었다(Table 3). 

노인 상자의 삶의 질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삶의 질 측정도구를 사용하

였으며, 총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삶의 질 총 합계 점수의 평균은 78.69±16.88

점이었으며, 삶의 질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측정된 

문항은 ‘당신은 침울한 기분, 절망, 불안,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낍니까?’ 로 역문항으로 

전환 결과, 5점 만점 중 3.70±1.18점이었다. 반면 삶의 질 

점수가 가장 낮은 문항은 ‘당신은 당신의 성생활에 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의 문항과 ‘당신은 당신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

까?’ 문항으로 삶의 질 점수는 5점 만점 중 각각 

1.97±1.18점과 2.23±1.07점이었다(Table 3). 

삶의 질은 생활에 한 만족도로 노인의 주관적 삶의 

만족 평균 수준은 5.00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삶의 

질 평균점수가 3.03±0.36점이었다(Table 3).

Variable M±SD

Depression 4.48±4.03

Quality of life
Item scores 3.03±0.36

Total 78.69±16.88

Table 3.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survey results of elderly subject (n=1015)

4. 노인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살 의도의 차이

노인 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 의도

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자살 

의도와의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노인 상자

의 결혼상태(χ2=27.262, p<.001), 가족 형태(χ2=17.773, 

p<.001), 의료보장 형태(χ2=18.084, p<.001)에 따라 자살 

의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성별(χ
2=.001, p=.974)이나 연령(χ2=.825, p=.364), 학력(χ
2=6.121, p=.047)에 따른 자살 의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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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Suicidal intention 

χ 2 pn (%)
Yes No

Gender
Male 47 (16.5) 238 (83.5)

.001 .974
Female 121 (16.6) 609 (83.4)

Age(year)

65~79 114 (17.4) 541 (82.6)

 .825＊ .36480~99 53 (14.9) 303 (85.1)

≧100 1 (25.0) 3 (75.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00 (19.4) 416 (80.6)

6.121 .047Middle or High school 58 (13.5) 372 (86.5)

≧ University 10 (14.5) 59 (85.5)

Marital status

Single 9 (40.9) 13 (59.1)

27.262 <.001

Married 70 (13.8) 437 (86.2)

Divorce or
separation

26 (32.5) 54 (67.5)

Bereavement 63 (15.5) 343 (84.5)

Family form

Living alone 92 (22.4) 319 (77.6)

17.773 <.001

Only married couple 47 (12.8) 319 (87.2)

Living with other
family members

28 (12.8) 191 (87.2)

Etc. (Including no response) 1 (5.3) 18 (94.7)

Medical insurance type

Medical insurance 106 (13.9) 658 (86.1)

18.084 <.001Medicaid type 1 or type2 51 (23.4) 167 (76.6)

Near poverty groups 11 (33.3) 22 (66.7)
＊Fisher’s exact test, p <.001

Table 4. Suicidal intentions according to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subject (n=1015)

5. 노인대상자의 우울 정도, 삶의 질에 따른 자살 의도의 

차이 

상자의 우울 정도, 삶의 질에 따른 자살 의도의 차

이 검정을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자살 의

도가 있는 사람의 우울 정도가 더 높았으며(t=11.712, 

p<.001), 삶의 질의 경우 자살 의도가 없는 사람이 삶의 

질 점수가 더 높은 것(t=-9.565, p<.001)으로 나타났다

(Table 5). 

Suicidal intention
t p

Yes No

Depression 7.96±4.33 3.79±3.59 11.712 <.001

Quality of life 67.79±16.75 80.85±16.05 -9.565 <.001

p <.001

Table 5. Differences in suicidal intentions according to the degree of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of 
elderly subjects (n=1015)



대한통합의학회지 제8권 제4호

74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8 No.4

Ⅳ. 고 찰 

본 연구는 노년기에 경험하는 우울과 삶의 질이 자살 

의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여 자살

행위 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 상자의 자살에 한 생각은 다

수의 상자에서 ‘아니다’라고 답을 하였으나 ‘그렇다’

라고 답한 경우도 16.6 %나 되었으며,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는 상자의 경우  약물, 투신, 연탄중독 순으로 

구체적인 자살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Khang 등

(2010)의 선행 연구에서도 과거 자살에 한 생각을 표

현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살로 인하여 사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3배라고 보고하였다. 무엇보다 

자살 생각은 자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노인의 자살 의

도를 파악하는 요인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32명의 

상자들이 자살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자

살 방법은 약물 28명(2.8 %), 투신 11명(1.1 %), 농약 5명

(0.5 %), 연탄가스중독과 자해가 각 3명(0.3 %), 목을 맴 

1명(0.1 %)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자

살예방센터 연구결과와 연령별 세분화에서는 다소 차이

가 있었으나 내용면에서는 유사하였는데, 2018년 중앙자

살예방센터의 수단별 자살사망자 조사 결과 60 에서는 

목 맴, 추락, 가스중독의 순이였으며, 70 에는 목 맴, 추

락 그리고 농약음독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80

에서는 목 맴, 농약음독, 추락의 순이었다. 2018년 이

후 노인들의 자살 방법의 경향이 다소 변화된 결과를 살

펴볼 수 있었는데, 노인들의 경우 다양한 만성질환을 앓

고 있어 여러 가지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노인들의 약물에 한 접근

성이 높아진 것이 자살 방법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리

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약물 접근성에 한 보

다 세심한 관리를 통한 자살 예방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살 충동을 느낀 이유는 가정문제가 60명(5.6 %), 경

제문제 49명(4.6 %), 신체적 질병이 44명(4.6 %) 순으로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 자살 생각을 하게 만드

는 표적인 선행 요인이라는 연구결과(Lee와 Lyu, 

2017; Nam 등, 2019), 그리고 중앙자살예방센터(2018)의 

61세 이상 변사자의 자살 통계 결과에서 육체적 문제가 

41.6 %, 정신적 문제 29.4 %, 경제적 문제 11.9 %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Yoo와 

Jeong(2016)의 연구결과인 경제적 어려움(37.3 %), 건강

문제(26.4 %), 배우자·가족·지인과의 갈등(16.3 %)과 순

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Oh 등

(2014)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자살 생각에 중요 영향

요인이 노인의 갈등관계망이라고 보고하였는데 노인에

게 갈등관계망은 주로 자녀와 극소수의 형제자매를 포

함한 친인척으로 분류되었으므로 가정문제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자살 사고를 이해함에 있어 

가정 내 상황의 파악을 최우선 전제로 하고 경제적 안정 

정도와 질병 상태의 파악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노인 상자의 우울 정도는 15점 만점 중, 

우울증 선별을 위한 최적 절단점인 10점보다 체적으

로 낮은 4.48±4.03점으로 조사되었으나(Cho 등, 1999), 

‘활동량이나 의욕이 떨어진 경우’와 ‘기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우울 정도를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을 상으로 한 다수의 선행연구

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제약이 많을수록 우울의 수

준이 높아짐을 보고한 것과 동일한 결과였다(Hong & 

Hwang, 2010; Jung & Jeon, 2013; Kim 등, 2017; Lee, 

2014). 따라서 노인을 위한 정신건강관리를 계획할 때 

노인 우울 정도의 파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노인 상자의 삶의 질 조사결과 평균점

수 3.03±0.36점으로 다수 상자가 ‘보통’ 정도의 삶의 

질을 영위하고 있으나, ‘성생활 만족’ 질문에서 

1.97±1.18 그리고 ‘필요를 만족시키는 충분한 돈이 있는

가’의 질문에서 2.23±1.07로 ‘보통’ 이하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노년기 성의 중요성 태도 조사결과 부정적 

답변이 65.9 %, 긍정적 답변이 21.9 %, 매우 중요하다는 

답변이 1.7 %를 나타낸 선행 연구결과(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서는 결혼상태, 가족 형태, 의료보장의 형태에서 자살 의

도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상태에서는 미혼

인 경우 40.9 %로 기혼에서 13.8 %의 조사결과보다 더 

높은 자살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나이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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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에 따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관계 맺음이 중

요하다고 한 선행연구(Park과 Kwon, 2014)와 유사하며,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자살 생각 관련 요인을 연구

한 Sohn(2012)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접촉 빈도가 드문 

상자의 자살 생각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노년기

는 지나온 과거와 현재를 살면서 타인과 접촉하고 관계

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통합하게 된다. 그러나 미혼

인 경우는 기혼자에 비해 가족구성원의 규모가 작아 접

촉과 관계의 빈도가 상 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기에 이

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미혼과 

이혼/별거의 경우 기혼 노인 상자와 차별화된 자살 예

방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 형태의 경우

에는 독거인 경우 22.4 %가 자살 의도가 있다고 답하

였다. 이는 독거노인이 비독거노인보다 자살 생각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Nam 등 2019; Oh 등, 

2014; Sohn, 2012; Yang과 Ju, 2011)의 결과와도 일치하였

다. 반면 Yoo와 Jeong(2016)의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측면의 가구원 수는 자살 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 결과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거의 원인에는 미혼, 이혼 또

는 별거, 사별 등 다양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는 위에서 

논의한 결혼형태와도 접한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의료보장 형태의 경우 보

호 1종 또는 보호 2종의 경우 23.4 %였으나 차상위 상

자에서 33.3 %의 자살의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부

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의료보호 상자의 경우 생

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수급 상으로 제도권 안에

서 기본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

험과 보호의 경계선에서 보호받지 못하므로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의 경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 국민기조생활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노인 자

살 생각을 비교한 Yoo와 Jeong(2016)의 연구에서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비수급자에 비해 노인 자살 생

각이 높다고 나와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살 의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

자를 비롯하여 차상위계층이 경제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

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노인 상자의 자살 의도와 우울 정도, 삶

의 질과의 연관성 검정 결과 자살 의도가 있다고 ‘예’라

고 응답한 경우(7.96±4.33)가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

(3.79±3.59)보다 우울 정도가 더 높았다. Yoo와 

Jeong(2016)의 연구에서도 우울은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독거 노인의 자살 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분석한 연구(Yang과 Ju, 2011)에서도 불안, 신체화 증

상, 학  여부의 순으로 나타나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할수록 자살에 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정신건강

검진과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노인 자살 예방 

정책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살 

의도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삶의 질 점수(80.85±16,05)

가 ‘예’라고 응답한 사람의 삶의 질 점수(67.79±16.75)보

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우울의 정도가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지만, 자살 사고는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

과였다(Kim 등, 2018). 따라서 인구 노령화로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노인을 단일 집단으로 구분하여 해석하고 

이해함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보다 구체화되고 개

별적인 접근방식을 통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노인의 우울 정도와 삶의 질이 자살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노인 자살 예방 전략 수립의 기

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

에서 노인 상자는 신체적인 활동이나 기력이 떨어질 

경우 우울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울

정도가 높은 경우 자살 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노인의 90 %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신체적 질환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체적 불편감과 심리적 불편감인 우

울과의 연관성에 해 인지하며 노인건강증진전략을 계

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 상자

들은 자신의 삶의 질을 보통 이상으로 지각하고 있었으

며, 자살 의도가 없는 노인의 삶의 질 점수가 상 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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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더 높게 확인되었다. 특히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자

살 의도에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결혼상태가 미혼인 경

우, 가족형태가 독거인 경우 그리고 의료보장의 경우 차

상위인 경우 자살 의도를 보이고 있었다. 길어진 노년기

와 비혼주의, 출산율 저하로 증가되는 미혼 노인, 독거 

노인은 우리 사회 또 하나의 중요한 인구 구성원이 되고 

있으므로 이들 노인에 한 차별화된 자살예방 프로그

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경우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 확 된 노인의료 서비스제공에서 제외되

고 있는 경우가 없는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한 적

절성에 한 관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나아가 노인

상자의 자살 예방사업 제공에 있어 다양해진 노인의 

상황별 개별화 전략과 체계화된 사례관리 및 예산지원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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