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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exposure to suicide events and suicide
ideation by analyzing the levels of suicide ideation among the groups with exposure to suicide death, nonsuicide death, and no death in their social relationships.
Methods : Data were derived from Wave I of the Longitudinal Study of Suicide Survivors’ Mental Health.
1,998 adults nationwide selected using a stratified sampling method based on the Korean Census Data, were
categorized into 3 groups with exposure to suicidal death, non-suicidal death, and no death. The levels of
depression (Brief CES-D),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suicidal ideation (SSI) were measur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exposure to suicide and the level of suicide ide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after controlling the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factors including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depression.
Results : 32% reported their exposure to suicide.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the suicide-exposed
group’s level of depression and suicide ideation were significantly higher but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was lower. Multiple regression model revealed that suicide exposur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suicidal ideation at p=0.000 even after controlling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Conclusion : The findings suggest that exposure to suicide is a risk factor for suicidal ideation. In the
clinical fiel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atients’ experience in exposure to suicide while treating and intervening in suicide-related cases. At the policy level, a mental health system for suicide prevention should consider this risk factor for those exposed to suicide in their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s. (Anxiety and Mood
2020;16(1):1-8)
KEY WORDS : Exposure to suicide·Suicidal ideation·Suicide survivor·Suicide prevention.

서

론

노출)은 사회적 관계 내의 사람이 자살로 사망한 예기치 않
은 외상적 사건(traumatic event)이다.1-4 자살노출은 가족, 학

자살사건에의 노출경험(Exposure to Suicide Events, 자살

교, 직장, 지역사회 등 모든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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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노출과 자살생각

있다.1 일반적으로 자살자 한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5

1,6

연구에 따라 최소 6명부터 135명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자살생존에 대한 저자들의 파일럿 연구에서 자살노출이 가족
관계 뿐 아니라 친구·동료·지인 관계에서도 자살생각을 2배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의
7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이처럼 자살노출은 다른 원인의 사망노출 보다 우울과 자

자살률은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26.6명이며, 하루 자

살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는 자

살사망자 수를 평균 37.5명으로 가정하고 기존 연구의 범위

살노출집단의 우울 및 자살생각을 자살 외 사망노출집단을

를 적용하면, 하루 동안 자살에 노출되는 사람은 최소 225명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저자들이

1,5,6

파악한 범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

국내 성인 대상 연구에 따르면, 17.2%가 ‘가까운 사람’의 자살

들은 우울 및 자살생각의 수준을 측정함에 있어 타당성이 입

부터 많게는 5천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8

9

에, 29.3%가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자살에 노출되었음이,

증된 척도를 사용하지 않고 단문항으로 조사하거나 인구사

국외 연구에서는 성인 중 48%9~51%가10 자살에 노출된 것으

회학적 요인 외 건강 관련 임상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으

로 나타났다.

며,8,23 가족이나 학교, 지역사회 등 제한된 연구참여자를 대상

가까운 사람의 자살을 경험하는 것은 질병 등의 다른 원인

으로 하였다.16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일반인구대상에서 검증

사망에 노출되는 것 보다 지속적이며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된 척도를 사용하여 우울 및 자살생각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를 가져올 수 있다.11 자살사별이 다른 종류 죽음에의 사별과

기존에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인구사회

12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Jordan 의 연구를 비롯해, 미국의 한

학적 요인 뿐 아니라 우울과24 신체적 건강상태를 포함하여

연구는 자살로 부모가 사망한 청소년이 사고(accident) 또는

자살노출과 자살위험성의 관련성을 다차원적으로 검증하였

갑작스런 자연사(sudden natural death)로 부모가 사망한 청

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소년에 비해 사망 후 2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우울증 발생률
13

14

이에 본 연구는 자살에 노출된 경험과 자살생각 사이의 관

이 더 높음을 보고했고, Bolton 등 이 자녀가 자살 또는 모

련성을 검증하고자, 참여자를 자살에 노출된 집단, 자살 외

터사이클 사고로 사망한 부모들을 2년간 추적한 캐나다 연

사망에 노출된 집단 및 사망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

구는 자녀의 자살사망 후 불안장애가 1.4배, 우울증이 2배 증

하여 자살생각 수준 및 우울수준과 주관적 신체건강 상태의

가하였고 가족 구조에 부정적인 손상이 발견됨을 보고하였

임상적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인

다. 또한, 이들은 자녀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구사회학적 변인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임상

때 우울이 1.3배, 신체적 건강문제가 1.3배 많았고, 정신질환

적 특성을 통제한 후 자살노출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조사

14

관련 입원율 또한 유의하게 높았다. 자살의 가족력(family

하고자 한다.

history of Suicide)에 대한 스웨덴의 연구는 20년 동안 자살
로 사망한 사람과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한 사람들을 분

대상 및 방법

석한 결과, 가족 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자살률이 2배 높은 것을 발견하였으
며, 자살의 가족력은 정신장애와 독립적으로 자살사망을 예
15

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된 ‘사회적 관계
내에서 자살을 경험한 자살생존자의 정신건강 추적연구’의 1차

또한, 자살에 노출된 사람은 분노, 비애, 반복적 의문, 죄책
16,17

불안, 우울,

연구에 기반을 두고,23 자살생존에 대한 세부 정보와 우울을

특히, 자살노

포함한 정신건강 영역을 포괄하고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영

사망률(mortality)에도 영향

향요인까지 포함해 전국규모의 종단연구로 확대한 본 연구의

감, 편견 등 복잡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18,19

PTSD 등 정신장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3,20

출은 자살의 위험을 높이고,

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저자들의 자살생존에 대한 파일럿

21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참여자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00명으로, 전문조사기관을

자살노출의 파급력은 가족 관계를 넘어 친구·동료·지인

통하여 대한민국 인구조사에 근거한 성별·연령·지역을 고려

등 사회적 관계에도 적용된다. 홍콩의 청소년 대상 연구는 친

한 층화할당표집법으로 모집되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구의 자살행동 노출이 자살시도의 위험을 유의하게 높인다

로 수행되었으며, 자료는 연구참여자가 연구의 목적과 연구

22

고 보고하였으며, 미국의 성인 대상 연구는 모든 사회적 관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손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온

계를 포함하여 자살에 노출된 집단의 자살생각이 자살에 노

라인 상 동의서를 작성한 후 수집되었다. 분석은 연구의 불완

출되지 않은 집단 보다 2배 가량 높았다고 보고하였다.9 국내

전한 응답 사례 2건을 제외하고 1,998건의 자료를 사용하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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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등

다. 모든 연구 과정은 연세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

연구참여의 편의성을 높여 국내전국단위의 패널조사와 임상

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하에 진행되었다(IRB

현장의 우울증 스크리닝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28,29 Brief

No.1040917201512SB24302).

CES-D는 원척도 20문항을 축약한 총 11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척도(0점~3점)로 측정된다. 척도의 총점은 최저 0점부터

연구 도구 및 측정

최고 3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기존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0.86~0.89
이었다.29

자살노출 여부에 따른 집단 분류(Figure 1)
본 연구에서 자살노출은 타인의 자살사망에 비자발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주변에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있습
2

주관적 신체건강상태

니까?’라는 질문으로 사용하였다. 응답에 따라, ‘있다’로 응답

주관적 신체건강상태는 연구참여자가 인식하는 자신의 신

한 경우 자살노출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없다’로 응답한 연

체건강 정도를 의미한다.30 단일문항 ‘평소 귀하의 신체적인

구참여자에게는 ‘주변에 자살 이외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사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건강이 아주 좋

람이 있습니까?’라는 추가 질문을 제시하였다. ‘있다’고 응답

지 않다’(1점)부터 ‘매우 건강하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

한 경우는 자살 외 사망노출집단으로, ‘없다’로 응답한 경우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신체건강상태가 양호한 것

는 사망 비노출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주변의 자살사망 및 비

을 뜻한다.

자살사망에 중복 노출된 경우 자살노출집단에 포함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살생각 척도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자살노출 관련 연구에서 자살생각에

자살생각은 Beck의 자살생각척도(Scale for Suicide Ide-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상

ation, SSI)를25 신민섭 등이 한국어로 번안한 자기보고형 질

태, 월가계소득, 결혼상태, 거주지역, 사망노출 후 경과기간을

26

문지로 측정하였다. SSI는 임상가의 평가와 상관성이 높아,

조사하였다. 연령은 조사 시점의 연령(year)을 사용하였다. 성

자살행동의 예측 지표로서 자살생각의 심각도를 조사하는 척

별은 남성과 여성,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과 고등학교

도이다.25,26 SSI는 총 19문항으로 각 문항이 3점 척도(0~2점)

졸업 이하, 직업상태는 무직과 무직 외, 월가계소득은 300만

로 측정된다. 척도의 총점은 최저 0점부터 최고 38점으로 점

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 결혼상태는 미혼·이혼·사별과 기

수가 높을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을 심각하게 하는 것을 의미

혼, 거주지역은 서울·경기 지역의 수도권과 특별·광역시를

한다. 기존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포함한 대도시와 그 외 지역으로, 각 변수는 두 개의 범주로

값은 0.87이었고,26 본 연구에서는 0.89이었다.

구분하였다.31,32

우울 척도

자료 분석

우울 수준은 우울 기분의 지속성을 고려한 역학연구 우울

전체 연구참여자 및 각 집단 별(자살노출집단과 자살 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사망노출집단, 사망 비노출집단) 인구사회학적 요인(연령, 성

CES-D)의 축약형 질문지로 측정하였다.27,28 Brief CES-D는

별, 교육수준, 직업유무, 월가구소득, 결혼상태, 거주지역)과
임상적 특성(주관적 신체건강 상태, 우울 수준, 자살생각 수
준)을 파악하고자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세 집

All
(n=1,998)

단 간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임상적 특성 차이를 분석하고자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카이 제곱 검정(Chi-squared test)을,

‘Do you know
anyone who has
died by suicide?’
Yes
Exposure to
suicide
(n=639)

No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

‘Do you know
anyone who has
died by other cause?’

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Yes

No

Exposure to
other death
(n=585)

None
(n=774)

Figure 1. Classification of groups : exposure to suicide, exposure
to other death, none.

차이를 나타낸 변수에 대해서는 사후 분석(post-hoc)을 통해
어느 집단 간(자살노출집단 vs. 자살 외 사망노출집단, 자살
노출집단 vs. 사망 비노출집단, 자살 외 사망노출집단 vs 사망
비노출집단)에 통계적 차이를 보이는 지 유의도를 확인하였
다. 사후 분석은 연속형 변수의 경우, Scheffe 방법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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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별 집단간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범주형 변수는 Bon-

p＜0.001). 성별 비율은 자살노출집단과 자살 외 사망노출집

ferroni Correction 방법을 적용하여 집단간 유의도(p＜0.05)

단에서 남성의 비율이 각각 43.7%, 45.5%이었으나, 사망 비노

를 집단간 비교 횟수(3)로 나눈 값(p＜0.0167)을 기준으로 개

출집단은 남성 비율이 55.2%로 다른 두 집단과 유의한 차이

별 집단간 유의도를 보정하여 사후 분석하였다. 연속형 변수

를 보였다(χ2=21.895, p＜0.001). 교육수준은 자살노출집단이

간의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시행한 후, 최종

대학교 이상 비율 79.8%로 사망 비노출집단(71.6%) 보다 유

적으로 자살노출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의하게 높았으나, 자살 외 사망노출집단(74.5%)과는 통계적

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χ2=12.820, p=0.002). 직업상태로 무직

다. 다중회귀분석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유무, 월가구

비율은 자살노출집단이 9.4%로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하여 다

소득, 결혼상태, 거주지역, 주관적 신체건강 상태, 우울 수준

소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월가계소득은 자

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살노출 여부와 자살 외 사망노출 여

살노출집단에서 300만원 미만의 비율이 26.9%로, 자살 외

부를 각각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분석

사망노출집단(30.4%), 사망 비노출집단(37.2%)과 비교하여

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25.0 version을 사용하였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12.992, p=0.002). 결혼상태는 자살
노출집단의 경우 미혼·이혼·사별 비율이 48.4%로, 자살 외

결

과

사망노출집단(48.2%)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망 비
노출집단(60.9%)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

인구사회학적 특성

30.083, p＜0.001). 거주지역은 세 집단 간의 통계적 차이가 보

전체 연구참여자 중 자살노출집단은 32.0%, 자살 외 사망

이지 않았다.

노출집단은 29.3%, 사망 비노출집단은 38.7%로 조사되었다
(Table 1). 자살노출집단의 평균 연령은 38.12세로 사망 비노출
집단(33.67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5.077,

임상적 특성
임상적 특성은 주관적 신체건강 상태, 우울 수준, 자살생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ge, years (SD)

All (n=1,998)
36.28 (11.30)

Exposure
To suicide (n=639)
38.12 (11.00)

To other death (n=585)
37.67 (12.08)

None (n=774)
33.67 (10.41)

F or χ2
35.077

p
(post hoc)§
＜0.001‡
(S, O＞N)

Gender, n (%)
Male
Female

21.895
972 (48.6)

279 (43.7)

266(45.5)

427 (55.2)

1026 (51.4)

360 (56.3)

319(54.5)

347 (44.8)

Education level, n (%)
College or more
High school or less

510 (79.8)

436 (74.5)

554 (71.6)

498 (24.9)

129 (20.2)

149 (25.5)

220 (28.4)

200 (10.0)

60 (9.4)

48 (8.2)

92 (11.9)

579 (90.6)

537 (91.8)

682 (88.1)

Job Status, n (%)
Unemployment
Others

1,798 (90.0)

Monthly Income, n (%) (Korean won)
Below 3 million
3 million or more

674 (33.7)

181 (26.9)

205 (30.4)

288 (37.2)

1,324 (66.3)

458 (71.7)

380 (65.0)

486 (62.8)

Marital status, n (%)
Single
Married

1,062 (53.2)

309 (48.4)

282 (48.2)

471 (60.9)

936 (46.8)

330 (51.6)

303 (51.8)

303 (39.1)

889 (44.5)

284 (44.4)

243 (41.5)

362 (46.8)

Rural

1,109 (55.5)

355 (55.6)

342 (58.5)

412 (53.2)

0.002

†

(S＞N)
5.413

0.067

12.992

0.002

†

(O, N＞S)
30.083

Region, n (%)
Urban

(N＞S, O)
12.820

1,500 (75.1)

＜0.001‡

＜0.001‡
(N＞S, O)

3.693

0.158

* : p＜0.05, †: p＜0.01, ‡: p＜0.001, § : Scheffe’s Test was used to analyze the continuous variables for post hoc comparisons while
the Bonferroni Correction Methods was used to analyze categorical variables. S : exposure to suicide, O : exposure to other death,
N : none.,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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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clinical characteristics among groups with exposure to suicide, exposure to other death or none
Characteristics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mean (SD)
Depression
Brief CES-D, mean (SD)
Suicidal ideation
SSI, mean (SD)

All (n=1,998)

Exposure

F

To suicide (n=639)

To other death (n=585)

None (n=774)

3.57 (0.89)

3.43 (0.91)

3.60 (0.89)

3.66 (0.88)

12.054

8.06 (6.41)

9.29 (6.68)

7.62 (6.38)

7.38 (6.06)

17.709

6.89 (6.83)

8.75 (7.58)

6.36 (6.34)

5.75 (6.21)

37.623

p
(post hoc)§
＜0.001‡
(O, N > S)
＜0.001‡
(S > O, N)
＜0.001‡
(S > O, N)

* : p＜0.05, †: p＜0.01, ‡: p＜0.001, § : Scheffe’s test was used for post-hoc analysis. S : exposure to suicide, O : exposure to other death, N : none.,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SSI : Scale for Suicidal Ideation,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Association between exposure to suicide and suicidal
Ideation using multiple regression
Characteristics

β

t

p

Socio-demographic

자살노출과 자살생각의 관련성 : 다중회귀분석 결과
자살노출과 자살생각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자살생각과 연속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r＜0.54 이었으며, 분산팽창계수(VIF)는 10

Age (year)

0.061

2.633

0.009*

Gender (male)

0.014

0.738

0.461

이하, 상태지수는 15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

Education Level (college or more) -0.044

-2.356

0.019*

인하였다. Durbin-Watson 검정값은 1.960로 잔차의 자기상

Monthly Income (below 3 million)

0.002

0.123

0.902

Job satus (unemployment)

0.027

1.405

0.160

Marital status (single)

0.051

2.140

0.032*

Region (urban)

0.024

1.295

0.196

Depression (brief CES-D)

다중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33.4%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0.697, p＜0.001).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
인과 임상적 특성을 통제하여 자살노출과 자살생각의 관련

Clinical characteristics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관 또한 없었다.

-0.168

‡
-7.681 ＜0.001

‡
0.431 19.624 ＜0.001

Exposure
To suicide (yes)

0.127

‡
6.013 ＜0.001

To other death (yes)

0.029

1.409

0.159

Model summary : Constant=5.540, F=90.697(p＜0.001), R2=0.334,
Adj R2=0.331. Reference group : Gender (female),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less), Job Status (the others), Monthly Income (3 million or more), Marital Status (married), Region (rural), Exposure to Suicide (no), Exposure to Other Death (no). * :
p＜0.05, †: p＜0.01, ‡: p＜0.001. CES-D :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SSI : Scale for Suicidal Ideation

성을 확인한 결과, p＜0.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β=0.127).
즉, 자살에 노출된 경우, 유의하게 높은 자살생각 수준을 나
타냈다. 반면, 자살 외 사망노출은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
을 보이지 않았다.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연
령(β=0.061, p=0.009), 교육수준(β=-0.044, p=0.019), 결혼상
태(β=0.051, p=0.032)였다. 임상적 특성은 자살생각에 모두 유
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주관적 신체건강이 양호할수록 자살생
각은 유의하게 낮았으며(β=-0.168, p＜0.001), 우울 수준이
높을 수록 자살생각은 유의하게 높았다(β=0.431, p＜0.001)

각 수준을 조사하였다(Table 2). 주관적 건강상태는 자살사망

(Table 3).

노출집단이 평균 3.43점으로 자살 외 사망노출집단(3.60점)

고

과 사망 비노출집단(3.66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의하

찰

게 낮은 신체적 건강상태를 보고하였다(F=12.054, p＜0.001).
우울 수준은 자살노출집단이 Brief CES-D 평균 9.29점으로

본 연구는 일반인구집단 내에서 자살노출자의 정신건강을

자살 외 사망노출집단(7.62점)과 사망 비노출집단(7.38점) 보

추적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로서, 자살

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F=17.709, p＜0.001). 자

에 노출된 사람들의 우울 및 자살생각 등 임상적 특성을 이

살생각은 자살노출집단 SSI 평균 8.75점, 자살 외 사망노출집

해하기 위하여, 자살 외 사망에 노출된 사람들과 사망에 노

단 6.36점, 사망 비노출집단 5.75점으로 자살노출집단의 자살

출되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통계적인 차이

생각 수준이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았다(F=

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살노출과 자살생각의 관련성

37.623, p＜0.001).

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살생각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과 주관적 신체건강 상태, 우울 수준을 동시에 통제하여 통
계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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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체 연구참여자 1,998명 중 32%가 자살에 노출된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5 미국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중앙심리부검센터의 ‘심리부검에

연구는 본 연구의 모형과 유사하게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임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2015)’에서 보고한 ‘가까운 사람’의 자

상적 특성(우울, 불안, 물질남용)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살사망에 노출된 비율 31.8%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이다.33 우

자살행동에 노출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의 자

리나라의 높은 자살률과 관계지향적 문화를 고려할 때 임상

살생각과 자살시도 위험이 각각 2배 가량 높아진다는 결과를

및 정책에서 자살노출 경험이 가족 외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보고하였다.35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체건강 상태와 우울과

서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같은 임상적 특성은 자살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

둘째, 자살노출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하여 정신건강

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자살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

차원에서 우울 및 자살생각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Brief

과 함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CES-D로 측정한 우울 평균점수는 자살노출집단이 자살 외

본 연구는 자살노출이 갖는 자살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사망노출집단과 사망 비노출집단 보다 p＜0.001 수준에서 높

분석함으로써,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적·임

게 나타났다. 자살생각 또한 자살노출집단이 다른 두 집단과

상적 개입의 근거를 제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근거

비교하여 SSI의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p＜0.001 수준에서 유

로 자살예방 임상현장에서 자살 고위험군 스크리닝 시, “주변

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자살 외 사망노출집단과 사망

에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가

비노출집단 간의 우울 및 자살생각 수준의 통계적 차이는 없

족 뿐 아니라 친구나 동료, 선후배, 지인 등 ‘주변에’자살로 사

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자살에 노출된 사람들이 사

망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고 또는 다른 원인의 사망에 노출된 사람들 보다 일정한 경과

현재 자살유가족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자살사별 상담, 심리

기간이 지난 후 우울 수준이 더 높았다는 연구들과 결과가

부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용 지원, 자살 사후 프로그램 등

일치한다.13,14 유사한 예로, 네덜란드에서 배우자나 친척이 자

을 가족은 물론 자살사망자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

살로 사망한 경우, 자연사로 사망한 경우 보다 3개월 후 정신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다.

34

건강 수준이 더 취약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

구들은 대부분 자살노출 범위를 자녀나 부모, 친척 등 가족

구는 전문조사연구기관에 의해 우리나라 성인을 대표할 수

이내로 한정한 반면, 본 연구는 자살노출의 범위를 개인이 친

있는 전국의 연구참여자를 표집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나,

밀하게 느낄 수 있는 모든 사회적 네트워크로 확장하였다는

온라인 조사의 특성 상 인터넷 매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사망에 노출되지

고령자나 심각한 질환·장애로 인터넷 사용접근이 제한된 대

않은 집단 없이 자살 외 다른 원인의 사망에 노출된 집단만

상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를 보

온라인 조사가 자살과 같이 민감한 주제를 조사하는데 갖는

인다. 본 연구는 사망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우울 및 자살

강점을 유지하면서, 연구참여자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

생각 수준 즉,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기초선(baseline)을 파

록 전화 또는 대면조사 방법 등 대안적 조사방법을 병행하는

악하여 각 집단 간 임상적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살노출에 대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임상적 특성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이 아닌

셋째, 자살노출은 우울과 신체건강의 임상적 특성을 통제

후향적 자기보고에 의해 이뤄져 불충분할 수 있다. 향후 임상

한 후에도 자살생각과 유의하게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본 연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임상현장에서

구의 최종 연구모형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변

접하는 자살노출 사례로부터 정신의학적 평가 기록을 확보

인들과 주관적 신체건강 상태, 우울 수준이 통제된 모형에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의 기

도, 자살노출은 p＜0.001 수준에서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있

본적인 제한점을 갖는다. 자살노출의 특성 상, 조사시점 이전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의 영향으로 자살생

에 자살노출이 있었음을 전제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를 확정

각이 높아지는 것 이상으로 자살노출 자체가 우울 수준을 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모형과 반대방향으로 자살생

려하고도 자살생각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자살 외

각 수준이 높아 이전의 자살사망 사건에 대한 기억이 편향되

사망노출은 자살생각과 통계적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어 떠오르는 회상편향(recall bias)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

이는 자살에 노출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

려우며, 반대로 자살생각 수준이 낮아 자살과 관련한 사건정

여 자살생각 수준이 높은 자살 고위험군임을 보여주는 결과

보를 간과하고 응답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다.23 이 결과를 통해 자살노출 여부가 자살위험을 예측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후 연구는 자살사건 발생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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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등

인된 시점부터 자료를 확보해 가는 전향적 연구 설계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살노출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자살생
각의 변화가 보고됨에 따라,34 종단연구를 통해 자살노출과
자살생각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자살노출집단,
자살 외 사망노출집단, 사망 비노출집단의 자살생각이나 행
동의 변화 패턴이나 특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CES-D와 SSI 측정치

7.
8.
9.
10.

가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함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유의성이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며, 추후
임상적 검증을 통해 실제적 유의성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11.
12.

결

론

13.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 내에서 자살에 노출된 집단은 일반
사망에의 노출이나 사망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살

14.

생각이 유의하게 높음을 제시한다. 이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과 신체건강상태, 우울 수준의 임상요인을 통제하고도 동일

15.

하게 확인된 결과로, 자살노출 여부 자체가 자살위험을 예측

16.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
살노출은 비자발적이고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자살 외 사망

17.

노출과 비교하여 외상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
써 자살행동을 재현할 위험성이 높다. 본 연구는 한국의 높

18.

은 자살률은 자살에 노출된 사람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며, 동
시에 자살에 노출된 사람들이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다시 자
살률을 높이는 악순환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 네트워크 내 자살에 노출된 사

19.
20.

람에 대한 스크리닝 및 임상적 개입, 정신건강 정책 개발 및
시행의 근거를 제공한다.36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살에 노

21.

출된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2.

중심 단어 : 자살노출·자살생각·자살생존자·자살예방.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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