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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자살을 개념적으로 행복과 연결함으로써 복지국가가 우리의 행복과

관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정책 가운데서 공적 사회 서비스가 자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구성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국가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문헌 검토를 통해 자살과 복지국가를 다룬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복지국가의 개입이 자살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에 대한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경제성과 요인, 

사회통합 요인, 노령 및 정신건강 요인, 그리고 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기존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공적 사회 서비스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공적 사회 서비스가 주로 인적 자윈 투자 효과, 

사회적 자원의 확보 효과, 스트레스 완충 효과를 중심으로 자살 위험이나

행복에 미치는 제도에 대해 중재작용을 할 수 있다는 연구 함의를 도출했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공적 사회 서비스가 자살에 미치는 효과를

주효과, 상호작용 효과로 나누어 살펴보고, 아울러 분석 결과의 안정성과 정책

메커니즘에 대한 추가적 이해를 얻기 위해 사회 서비스 지출과 여타의 제도적

요인과의 상관 구조를 모형에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가 확보되는 OECD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OECD, UN, WHO, 



2

WVS(World Value Survey) 등에서 제공하는 변수를 이용하여 국가 패널 자료를

구성하였다. 분석에 포함되는 관측 기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1990년대부터 약 20여 년을 아우른다. 연구 모형이 포함하고 있는 주효과, 

상호작용효과, 상관 구조를 모두 다룰 수 있는 종단경로모형(longitudinal path 

model)을 통계 기법으로 활용했다. 아울러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 분석에 포함되는 케이스의 변화에 따른 결과의 변화를 관찰하는 분석

시뮬레이션을 시행했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에 포함된 국가의

자살률은 다양한 수준과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공적 사회 서비스에 대한

지출 궤적도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적 사회 서비스는

전반적인 수준에서 자살률과 부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다만, 여타의 제도적인

요인을 통제한 경우 공적 사회 서비스 지출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살과 관련된 다른 제도적 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살 위험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가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사회 서비스 지출은

자살 위험을 높이는 노령화, 정신병리, 알코올 소비가 자살에 미치는 효과를

떨어뜨리는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효과에서 자살 위험을

억제하는 통계적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이론적으로 사회통합 수준에

영향을 미쳐 자살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 참여, 차별, 및 종교

활동에 대해서도 자살 위험을 억제하는 공적 사회 지출의 중재효과를

관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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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관련 요인들 가운데서 노령 및 정신건강 관련 요인은 자살 위험과 특히

관련성이 높은 요인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구성원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노령화에 대처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 정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구성원의 전반적인 효용 수준과

관련된 안정적 경제적 성과 또한 자살에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성과와 개인의 복지 향상이라는 두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투자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하는 것이다. 사회적

유대의 약화와 빈곤과 관련된 불평등은 자살 위험을 높이는 영향이 있었다.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소득 보장 정책과 병행하여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공여를 통해

불평등을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로 측정된 가족의

유대 또한 자살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출산율에 대한 유도 정책이

경제적, 인구학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 유대의 증진과 관련된 구성원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존 실증 연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문화적 요인 가운데서도 경제적 성취를 강조하는 문화가

구성원의 자살 위험을 높이는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관찰할 수 있었다. 구성원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경제적 성취 이외의

다양한 가치 추구를 지원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나 문화 관련 서비스 정책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공적 사회 서비스의 확충 전략이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의 영향을 억제하고, 보호 요인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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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는 방식으로 구성원의 전반적 행복을 증진하는 효과적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여기에 더하여 자살 연구로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불행한 죽음인 자살이 복지국가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억제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드러내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결론은 비정상적인 자살 위험 수준을 보이고 있는 한국

사회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주요어 : 복지국가, 공적 사회 서비스, 자살, 행복, 종단경로모형

학 번 : 2009-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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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복지국가의 사회적 성과로서의 자살

자살을 개념적으로 행복과 연결함으로써 복지국가가 우리의 행복과

관련성이 있을 것인가에 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자살

사고, 자살을 의도한 자해와 같은 자살 관련 행위와 복지의 문제를 미시적

수준에서 살피는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제도적 수준에서 이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이에 본 연구는 거시적인 수준에서

복지국가가 개인의 행복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개인의 복지 혹은 행복을 명확하게 포착하기 어렵지만, 행복의

반대 상황인 자살을 통해 한 사회의 비복지를 살펴보는 일상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만약 자살이 비복지의 대표적 지표라면 복지국가와의 관련성을

해명함으로써 더욱 행복한 사회를 구성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의 여러 모습 가운데서 자살이 가장 불행한 형태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자살자를 오랜 기간 관찰한 임상 전문가들은

충동적인 형태의 특수한 자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살자가 죽음의 선택

직전에 심각한 고심을 한 흔적을 남겼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高橋祥友, 

2006). 자살이라는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영역의 연구자들이 각자의

개념으로 이를 묘사했다. 자살은 미래의 기대 효용이 일정 수준 이하인

상황에 처한 개인의 합리적 행동이고(Hamermesh et al., 1974), 사회해체(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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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ganization)에 놓인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선택이며(Cavan, 1928), 한편으로

환경적, 개인적 어려움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마음 통증(psychache)'이

야기하는 치명적인 결과(Shneidman, 1998)이기도 하다. 이들 개념은 모두

자살이라는 것이 더욱 나은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제약된 상황에 부닥친

개인의 불행한 선택이라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다.

Sen(1998)은 사회 구성원의 사망(mortality) 양상이 그 사회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강조했다. Sen의 이와 같은 주장은

죽음이 삶의 최종 단계라는 점에서 궁극적인 사회적 산출(social outcomes)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위험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과

구성원의 복지 향상이 복지국가의 역할이라면, 성공적인 복지국가는 좋은

죽음과 나쁜 복지국가는 나쁜 죽음과 관련될 것이다.

물론, 자살이 불행한 죽음이라는 점에 이견이 거의 없고, 자살과

복지국가를 포함한 제도적 요인의 관련성을 타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자살

위험을 한 사회의 행복 혹은 불행을 드러내는 지표로서 간주하는 본 연구의

접근이 타당한 것인가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행복 수준의 분포에서 극단적인 위치에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자살자에 대한 관찰과 영향력의 구조에 대한

규명을 통해 전체 구성원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설명 체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Daly et al., 2009). 한편으로

자살률을 통해 한 사회의 전반적인 감정적 차원의 웰빙(emotion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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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포착할 수 있을지라도, 감정을 포함해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되는

행복을 포착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Okada 

& Samreth, 2013). 방법론적 수준에서 이를 논한다면 전자는 포착된 문제

상황과 관련한 관찰 범위의 문제로, 후자는 자살 위험과 행복이 유사한 요인

구조를 통해 도출되는가 하는 설명 체계의 일반화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Daly et al.(2009)는 자살과 행복 혹은 개인의 전반적인 효용 수준 간

관련성을 본격적으로 살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각 개인이 자살

수행을 결정하는 저마다의 효용 기준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효용의 전체

분포 상에서 개인이 이동을 경험하면서 자살 수행 여부가 결정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고찰했다. 이들은 행복 혹은 효용 분포에서 실제 자살 실행자들이

분포의 왼쪽에 몰려 있는 상황과 별개로 자살률의 변동을 통해 사회 전반의

효용 변화를 측정해 낼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실증적인

관찰 결과를 통해 자살 위험과 주관적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거의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Daly et al.(2009) 전후에 수행된

관련 연구들도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행복과 자살과 같은 위험 행동은 이론적, 

실증적 관련성이 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Oswald, 1997; 

Koivumaa-Honkanen et al., 2001; Goudie et al., 2014).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Case & Deaton(2017)는 자살과 전반적인 효용 간

관련성에 대한 Daly et al.(2009)의 논의를 실증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연구다. 이 연구는 미국 사회를 대상으로 자살 발생의 집단 및 시간적 패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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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사회집단(인종, 교육 수준, 성별, 연령 등)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자살률 간 관련 구조에서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만,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의 충동적

요소(특히, 신체적 고통 수준)가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기하여

장기간을 아우르는 기대 효용에 대한 합리적 판단으로서 자살 선택이라는

기존의 경제적학 논의(특히, Hamermesh & Soss, 1974)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과 전반적인 행복 수준의 인구 집단별 분포가

거의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관찰했다는 점에서 자살 위험을

통해 한 사회의 전반적인 행복 혹은 효용 수준을 보는 접근의 타당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살을 통해 한 사회의 행복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의가

주로 양자의 관련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자살 위험을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다른 지표(특히, 주관적 삶의 만족도 등)에 비해 지니는 장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행복 측정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같은 심리학적 지표는 응답자의 정서 상태와 만족이나

행복에 대한 개인의 느낌, 태도, 의견, 그리고 관점에 상당히 의존하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의 효용 수준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조사의 시기와 방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Daly et al., 2009; Case & Deaton, 2017). 자살은 개인의

선택과 구체적인 행위의 결과로 드러난 객관적 관측이 가능한

산출결과(outcome)라는 점에서 실증 지표로서의 이점이 있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수행할 때, 삶의 만족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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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다룸에 있어서 문화적 맥락에 따른 지표의 비교가능성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Bertrand & Mullainathan, 2001). 따라서

객관화 수준과 비교가능성 차원에서 한 사회의 행복이나 전반적 효용 수준을

파악함에 있어 자살 위험을 활용한  '측정'이 지닌 고유한 강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성원의 행복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서 비교적 명확하게

포착될 수 있는 현상인 자살과 복지국가의 관련성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희소했다. 어떤 경우에는 자살을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적 논의의 소재로

역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까지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보였던 북유럽 사례를 두고 고비용, 고복지의 탓으로

돌리는 논의가 제기되기도 한 것이다. 정부에 의한 관대한 복지 공여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활력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 자살 위험을 높인다는 이와 같은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는 부족하다 여겨진다.
1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1960년 대통령

연설에서 스웨덴의 자살률을 복지국가의 병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1 이런 주장은 자살 추세에 대한 몇 가지 검토만으로도 반박할 수 있다. 스웨덴의 자

살률은 이미 복지국가 발달 이전인 17세기부터 뚜렷한 증가 수준을 보였던 역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1970년을 넘어서면서 자살률이 꾸준히 줄어들어 근래에 접

어들어 OECD 국가의 평균 수준 이하로 내려갔다는 점을 들 수 있다(Mäkinen et al., 

2002). 이는 전통적으로 비슷하게 높은 자살률을 보였던 러시아 및 인근 몇몇 국가들

이 여전히 최고 수준의 높은 자살률을 보인다(Pridemore et al., 2003)는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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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한 것이 이런 시각이 정치적 수사의 형태로 드러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北岡孝義, 2010).

자살을 사회적 수준에서 검토한 연구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와 관련지어 논의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기존의 관련된 국가 비교연구들은 주로 위험 요인(risk factor) 

중심의 접근을 통해 어떤 사회적 위험 요인이 자살률과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해 왔다(Hood-Williams, 1996). 경제성장, 실업 등의 경제적 요인과

가족해체, 불평등과 같은 사회통합 관련 요인이 자살 발생 수준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인 차원에서 규명하는 연구들이 상당히

축적되어온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관련 연구에서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국가의 역할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복지국가가 구성원의 행복에 미치는 방식과 관련한 하나의 탐색적인

연구로서, 그리고 자살에 대한 제도적 이론 수립에 기여하는 연구로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역할 가운데서도 특히 사회 서비스의 공여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복지국가의 정책 도구 가운데서 사회 서비스가

지닌 효과에 천착하여 이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성이 있다. 

우선, 사회 서비스는 개인과 공동체가 당면한 욕구의 실질적인 해결을 일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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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하는 구체성을 띈 개입이라는 점이다.
2
비복지가 가장 극적인 형태로

발현된 자살과 같은 문제 상황은 실업, 빈곤, 박탈, 가족 해체, 정신건강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생애사적 위험이 복합적으로 개입된 결과이다. 돌봄, 

교육, 정신건강, 지역 사회 서비스, 고용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 서비스는 생애사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는 원조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서비스는 자살과 같은 위기 상황과 보다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ohen & Wills(1985)는 복지 정책이 개인에게 작용하는 두 가지 방식을

'도구적 원조(instrumental support)'와 '정보 원조(information support)'로

구분했다. 도구적 원조는 재정적 혹은 구체적인 물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공여의 형태로 원조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 원조는 직접적 접촉을 통한 정서적 지원이나 인식적

차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들 두 차원은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책 목표의 달성을 이루게

한다(Cohen & Wills, 1985). 사회 서비스는 이와 같은 복지 정책의 두 차원을

                                      

2 공적 현금 이전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문제 해결과 관련해 추상성이 높은 정책 도

구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과 같은 현금성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급권자(노인)

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정해진 할당 원

칙에 따른 급여가 집행된 다음에는 그와 같은 목적 달성은 완료된 것으로 가정하는

추상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이흥재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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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즉, 필요 서비스의 직접적인

공여를 통해 도구적 원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달

과정에서 밀접한 사회적 접촉 및 공적 책무성의 실현을 통해 안정성이 높은

정보 원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이다.

사회 서비스는 주로 스트레스의 완화, 인적 자원의 축적, 사회

관계망의 복원과 관련된 지지 기능을 통해 개인의 문제 상황에 대한 개선을

꾀하게 된다. 사회 서비스가 문제 해결에 대해 지니는 이와 같은 구체적

속성이 자살과 같은 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의가(Garland et al., 1993; Miller et al., 1984) 지지될 수 있는지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 서비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 논의에서 사회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사회 서비스 공급에서 지니는 책무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실질적인 예산의 확대가 이뤄지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Jensen, 2008).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회에서 노령화나 개인화의 심화와 같은

사회적 변동에 의에 의료, 교육, 돌봄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지속해서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서비스 공급은 만성적 부족을 경험할 커지고

있다(Pierson, 1998). 

사회 서비스 영역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훈련을 필요로하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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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제외하고는 높은 부가가치를 향유하기 어려운 노동집약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일 경우가 많아 불안정 고용, 저임금, 

잦은 노동 시장 이탈이 빈번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공급의 부족과 서비스

질의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Morgan(2005)이 강조한 것과 같이

사회 서비스의 공급을 주로 시장의 자율적 공급 조절 과정에 의존하는 경우, 

서비스 공급이 부족해지거나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공공 부분을 통한 사회 서비스의 확대는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과 공적 책무성의 실현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질

유지에 필요한 높은 규제를 실현할 수 있다. 

돌봄, 교육 등의 사회 서비스 주요 영역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자의 역량과 태도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Andrews & Jilke, 2016), 국가가 서비스 제공에 직접 개입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Morgan(2005)은 서비스 공급에 있어 저임금과 고용 유연성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 자유 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ies)에서 공급되는 사회

서비스는 높은 수준의 관심이나 집중을 요구하는 내용보다는 단순하고 쉽게

대체되는 것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는

인적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복지국가가 사회

서비스의 직접적인 공급자(provider)로 기능하거나 관련 공급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자(regulator)로 기능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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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비스의 주된 수요자가 공급자에 대해서 약자의 입장에 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시민의 권리에서 유래한 공적

책무성과 서비스 규제의 가치가 지니는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장기요양을 포함하여 한국의 사회 서비스 관련 영역에서 빈번히 보고되고

있는 서비스 질 문제와 이용자의 권익 침해와 관련한 사례는 민간에 의존한

서비스 공급 가운데서 공적 책무성의 실현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기 떄문일 가능성이 크다. 사회 서비스 확대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개인의 위기에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복지국가의 전략에 대한 평가 연구로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와 자살의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자살을

제도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 세 단계로 문헌 검토를

나누어 진행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복지국가와 자살의 관련성을 다룬 실증 연구를 다루기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복지국가와 자살을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많지 않고, 지역적 한정과

방법론적 엄밀성 등에서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본 연구에 필요한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헌 검토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살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과 관련

요인들을 기존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기존 연구에서

경제성과, 사회통합, 노령 및 정신건강, 그리고 자살 관련 문화적 요인은

이론적 논의의 축적과 실증 연구에서 다뤄진 빈도에서 차이가 있지만 자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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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중요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각 요인에 대한

미시적 수준의 논의와 거시적 차원에서의 이론적 논의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해당 요인을 다룬 주요 실증 연구 결과를 개괄적으로 정리할

것이다. 특히, 경제성과 요인과 사회통합 요인은 관련된 이론적 논의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진행된 바가 있어 이를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세 번째 문헌 검토 단계에서는 공적 사회 서비스의 역할을 중심으로

복지국가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수준에서 다루고자 한다. 여기서는

공적 사회 서비스가 자살 및 관련 요인과 지닐 수 있는 효과를 스트레스 완충, 

인적 자원의 축적, 사회통합의 차원으로 나누어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각각의 역할이 자살 위험과 관련된 위기 상황이나 욕구 발생 상황에서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시도할 것이다. 세 단계에 걸친 문헌

검토를 통해 최종적인 연구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문헌 검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으나 정책적 요인이 구성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그 자체의 고유한 효과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주로 삶의 질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의 억제와 삶의

질의 상승을 가져오는 "보호 요인"에 대한 촉진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노후에 접어들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감퇴와 사회

관계망의 소실로 인한 고립을 경험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장기요양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감퇴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워진 생활 필수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능력 감퇴로 인한 장해 상황이 개인에게 가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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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을 완화하게 된다. 또한,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교육, 문화

프로그램은 노인의 인적 자원 감퇴를 억제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게 하면서, 동시에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사회적 고립에 따른 정서적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적 사회 서비스의 효과를 "주효과"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재에 의한 효과로 분해하여 다룰 필요성이 있다. 기존 관련 연구에서

복지국가와 자살의 관련성이 지니는 "간접적(indirect)"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나(예, Zimmerman, 1987) , 복지국가의 정책 요인이 자살률의 변동폭에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예, Park et al., 2009)은 정책적 개입이 지니는

이와 같은 효과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정책 요인은 자살과 관련된 여타의 요인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모형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돌봄 수요에 대처하는 가족과 국가의 역할 배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노령화는 공적 사회 서비스 확대와 높은 상관성을 가질 수

있다. 경제성장이나 실업과 같은 경제성과 지표도 마찬가지이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사회 서비스의 확대에 필요한 가용 자원이라는 차원에서, 후자의

경우는 사회 서비스의 확대를 추동하는 정책 수요라는 측면에서 상관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관구조를 모형화해야 정책 효과가 주요

산출결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보다 신뢰로운 추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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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론적으로 그 방향성을 상정하기는 어렵지만 여타의

요인과 지니는 이와 같은 복잡한 연관성을 상관구조 수준에서 모형화하는

방법론적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주효과, 상호작용 효과, 그리고

요인간 상관구조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분석 기법으로서

종단경로모형(longitudinal path analysis)을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연구 대상(국가)의 변화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지는

불안정성은 기존의 자살 비교 연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비교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결과의

불안정성은 비교 연구를 통한 분석 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비교 연구에서 시도된 바가 거의 없는

케이스의 변화를 통한 분석 결과의 안정성 검토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행하고자 한다. 비교 연구에 이와 같은 통계적 실험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탐색적인 검토와 분석에 포함되는 케이스에 따라

계수의 추정치가 민감하게 변화하는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에 더해 추후 연구를

통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케이스 및 요인 간 구조가 무엇인지에 관한

분석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분석은 관련 변수가 확보되는 OECD 25개 국가에 대한 국가 패널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에 포함되는 시기는 1980년 중반부터 2011년

전후에 해당하며 국가별로 확보되는 자료에 따라 분석의 시작과 끝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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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차이가 있다. 분석 자료에 대한 상술은 연구 방법에서 다시 다루겠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핵심적인 질문인 [연구 문제1]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추후에 상술할 자살과 구성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문헌 검토 과정을 통해 크게 경제성과, 

사회통합, 노령 및 정신건강, 문화적 요인으로 대별하였다. 사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역할을 살피고, 그와 같은 정책적 개입이 자살로 측정된

구성원의 행복에 미치는 차원을 직업 효과와 다른 요인의 영향을 조절하는

중재효과로 대별하여 살펴볼 것이다.

<공적 사회 서비스와 자살 위험>

[연구문제 1] 공적 사회 서비스 지출 확대는 직간접적인 정책 효과 발현

경로를 통해 자살률로 측정된 구성원의 불행 완화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는가?

[연구문제 1-1] 공적 사회 서비스는 자살 위험에 직접 효과를 가지는가?

[연구문제 1-2] 공적 사회 서비스는 경제성과와 자살 위험에 어떤

중재효과를 지니는가

[연구문제 1-3] 공적 사회 서비스는 사회통합과 자살 위험에 어떤

중재효과를 지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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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4] 공적 사회 서비스는 노령 및 정신건강과 자살 위험에 어떤

중재효과를 지니는가?

[연구문제 1-5] 공적 사회 서비스는 문화적 요인과 자살 위험에 어떤

중재효과를 지니는가?

또한, 본 연구는 자살률로 측정된 구성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경제성과, 사회통합, 노령 및 정신건강, 문화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다수의 연구는 관련 요인을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부분적으로 다룬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신건강 관련 요인이나

문화적 요인 등은 기존의 실증 비교 연구에서 거의 다뤄진 바가 없지만, 

미시적 수준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거나, 이론적 차원에서 중요성을 지녀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요인을

포괄적으로 모형에 투입하여 자살률에 미치는 효과를 제도적 수준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내적 이상성이 높은 국가를 분석 단위로 하여 정책과

산출결과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려는 비교 연구의 경우 이론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영향 요인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노력이 타당한 분석 결과의

도출을 위해 특히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문제2]와 이에 속하는 세부

연구 문제를 나눠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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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환경과 자살 위험>

[연구문제 2] 사회 제도적 요인은 자살률로 측정된 구성원의 불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1] 경제성과는 자살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2] 사회통합은 자살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3] 노령 및 정신건강은 자살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4] 문화적 요인은 자살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의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이론적 논의와 실증 관찰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복지국가의 공적 사회 서비스 확대가 자살 위험으로 측정된

구성원의 행복에 미치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부분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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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검토

제 1 절 관련 연구의 동향

복지국가 정책의 목표가 구성원의 삶의 질의 향상과 결부되어 있고, 

삶의 질은 자살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음에도, 복지국가와 자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다. 초기의 실증연구 가운데 하나로

미국 내 지역의 복지 지출과 자살률의 관련성을 다룬 Zimmerman(1987)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지역의 복지 정책의 총량적 지출 수준과 자살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자살률과

상관성을 보이는 소득 수준과 실업률이 복지국가의 지출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복지국가는 자살에 대해서 '간접적인(indirect)'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맺었다. 그의 논의는 복지국가가 자살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일종의

경로적-혹은 매개적-구조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 본 연구의

접근에 의미 있는 시사를 준다. 가장 최근의 연구라고 할 수 있는

Zimmerman(2002)은 1960부터 1995년간 단속적으로 측정된 지역 합동시계열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지 지출과 자살률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 연구는 반복측정 데이터에 바탕으로 이혼율, 

인구구조 변화와 성비, 실업률, 시기 및 지역 더미 변수를 OLS 모형에

투입하여 복지 지출의 효과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보다 방법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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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Fishback et al.(2007)은 1929년부터 1940년을 조사 기간으로 미국

대공황 시기의 도시 간 자살률 변화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긴급구호 물자의

제공과 관련한 공공 지출 수준과 도시 간 자살률의 변동을 살펴보았는데, 

긴급구호 물자 제공과 같은 지출 확대는 자살률의 억제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

맺었다. 분석 시기가 대공황이라는 시기적 특수성은 있지만 이들의 연구는

공공정책이 구성원의 사망과 관련한 양상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Minoiu et al.(2008)는

1982년부터 1997년을 분석 기간으로 한 지역 간 비교 연구를 통해서 공공

사회정책의 총량적 수준이 자살률에 대해서 통계적 유의미성은 물론, 그

영향력의 크기 또한 주목할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저자들은 복지 정책의

효과성을 엄밀하게 다루기 위해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System GMM(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 추정을 활용함으로써, 자살

연구에 있어 방법론적 개선의 필요성과 그 의의를 보여주었다. 

미국 내 지역간 자살률을 비교한 Flavin et al.(2009)의 연구는 복지 정책

지출 수준은 자살률과 부적 관련성이 있으며 보다 전향적인(liberal) 복지 사회

정책을 펼치는 지방 정부일수록 자살률이 낮은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역할을 보다 세분화해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저자들은 지방정부의 복지 정책 지출을 총 공적 이전 지출(transfer payment), 

의료 급여(medical benefit), 가족 수당(family assistance), 정부 총 지출(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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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nding)로 구분하고 모형에 투입하여 자살률과의 관련성을 검토했다. 다만, 

이들 연구는 모두 미국이라는 연구 대상의 지역적 범위에 따른 특성상 현금성

지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공적 사회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결론을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지출을 그 목적에 따라

세분화하여 자살률과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성격을 총량적 수준에서 추상적으로 다뤄왔던 기존 연구들보다 진일보한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연구들은 언급한 것과 같이 복지국가와 자살을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에 다양한 함의를 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미국의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수행된 국가 내(within-country) 연구라는 한계가 있어

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이 있다. 복지국가와 자살을 다룬 국가

간(between-countries) 연구는 사례가 특히 희소한데, Park et al.(2009)과

Stuckler et al.(2009) 정도가 여기에 속한다.
3
1980년부터 2003년까지의 27개

OECD 회원국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 연구를 수행한 Park et al.(2009)은 실업률, 

출산율, 알코올 소비 등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총량적으로 측정된

                                      

3 자살률에 대한 국가 비교연구로 Matsubayashi et al.(2011)와 같은 연구를

들 수도 있겠으나, 이 연구는 국가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한정한 연구라는 점에서

복지국가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 연구의 주제와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 국가 주도하에 진행된 포괄적인 자살 예방 사업이 청소년과 노인 자살에

있어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자살 문제에 있어 공적 개입의 효과가 중요하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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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지출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탐색적인 수준에서 지출 수준이 자살률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국가간 자살률

비교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국을 비교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OECD 국가의

자살률이 조사 시기에 걸쳐 평균적으로 점진적 감소를 하면서 복지국가의

지출이 정책 성숙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연 증가하는 추세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 따라 부적 상관성이 포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복지국가 지출

증가가 자살률의 변화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탐색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국가와 자살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Stuckler et al.(2009)는 1970년부터 2007년을 조사 기간으로 26개 EU 

소속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자살 연구다. 이 연구는 복지국가 지출

영역을 세분화하고 국가 패널 데이터에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적용해서 각 지출 수준과 자살률과의 관련성을 검토했다. 이들은 실업률의

연간 변동 수준과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지출의 교차항, 실업률의 연간 변동

수준과 가족 관련 공공 지출의 교차항이 자살률에 대해서, 약하지만 부적인

관련성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복지국가 지출의 주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타의 지출(실업 급여, 의료, 주택)에서는 주효과와 교차효과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정책 영역을 분리해서 자살률과의

관련성을 검토했다는 점, 교차항의 고려와 같이 복지국가와 자살률의

관련성을 메커니즘의 차원에서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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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 모형의 구성이나 분석 결과에 대해 다분히 탐색적인 수준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관련 실증 연구가 희소하므로 복지국가와 자살의 관련성에 대해

일정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결론 내기는 어렵다. 몇몇 관련 연구도 도출된

결과에 대해 탐색적인 수준의 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검토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 의미가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비교적 초기에 진행된

Zimmerman(1987)에서도 드러나는 것과 같이 복지국가가 자살이 관여하는

간접적, 혹은 정책적 조절 구조를 분석 모형의 특정화(specification)를 통해

체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든 연구들이 복지국가가 자살률을

설명하는 예측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탐색적인 수준에서 제시하면서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거나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복지국가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의 구조는 간접적 혹은 다층적인

형태일 수 있다는 점을 해석 수준에서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조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Park et al.(2009)는

그와 같은 경로적 구조를 이론적 수준에서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분석 모형에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 Befani(2005)는 자살에 미치는 다층적인

영향 구조를 생각해 볼 때 자살에 대한 현실적(realistic)인 규명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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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강조했다.
4

두 번째는 비록 양적으로 소수 연구에 불과하지만 복지국가의 정책

영역을 분리하여 자살률과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제시됐다는 점이다. 

복지국가와 자살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은 많은 경우 복지국가를 구성원의

욕구와 위험에 대응하는 국가 노력의 총체와 같이 추상적으로 상정하고

측정하는 단순성을 보였다. Easping-Anderson(1990)의 선도적인 연구로 촉발된

복지국가 비교 연구는 복지국가의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야기하는 사회적

산출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와 자살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국가 정책

구성의 다양성을 모형에서 연구 목적에 맞게 타당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복지국가와 자살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의 주된 발견과 본

연구에 필요한 함의를 논했다. 이후 문헌 검토에서는 자살에 대한 제도적

설명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자살을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적, 실증적 논의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서 본 연구의 핵심 변인인 복지국가의

작용을 앞에서 제시한 요인들과의 이론적인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헌 검토의 말미에는 지금까지 진행한 논의를 종합하여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복지국가의 역할을 포함한 자살에 관한 제도적 설명 모형을

                                      

4 이와 관련해서 Befani(2005)는 자살에 대한 분석 기법으로서 다양한 영향요인의 조

합(configuration)을 통해 다양한 인과경로를 모형화할 수 있는 집합이론에 근거한 분

석 방법인 QCA(qualitative comparative analisys)를 자살 연구에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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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할 것이다.

제 2 절 경제성과와 자살

1) 이론적 논의

물질적 결핍(economic deprivation)은 개인의 자살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변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다. 개인적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도 측정된 전반적인 물질적 결핍 상태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별개로 사망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Smith et al., 

1998).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물질적 결핍 상태를 경험하는 구성원이 많은

경우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 방식으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개인이 지닌 구매력과

별개로 자원 확보에 필요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물질적 결핍은 개인과

사회 전반의 자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Whitley et al, 1998). 물질적

결핍으로 인한 필요 자원의 확보 실패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은 자살 위험을

높이는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유발하는 스트레스의 원천이 된다. 또한 물질적

결핍은 생애 위기 경험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

원조나 서비스를 확보하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개인의 위기 상황을 악화시켜

자살 선택에 대한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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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적 결핍이 심리적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고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원 확보의 실패를 가져와 자살과 같은 사망의 위험을 높이는 과정은 비교적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다. 현상적 기술에서 더 나아가 자살이라는 선택이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합리적" 의사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할 수 있다. 물질적 결핍과 의사 결정 과정으로서 자살의 선택에

주목하는 이론적 논의는 물질적 결핍이 개인의 효용(utility)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와 같은 영향이 합리적 선택으로 자살에 이르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Hamermesh & Soss, 1974; Dixit & Pindyck, 1994; Koo & Cox, 2008).

대표적으로 Hamermesh & Soss(1974)은 개인의 효용 문제와 합리적

선택으로서 자살을 이론적으로 연결한 초기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효용 극대화(utility maximization)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개인의 효용 수준과

자살 위험 간의 합리적 관련성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해당 연구의

핵심적인 주장은 일생에 걸친 효용의 현재가치(discounted lifetime utility)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될 때, 개인은 합리적인 선택으로서 자살을 택한다는

것이다.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미래 효용의 현재가치의

특정 기준이 존재한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자살에 대한 두 가지

결론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소득의 안정적인 유지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에서 미래의 기대 효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의 안정적인 유지는 자살

위험을 줄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효용의 총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젊은 층에

비해 노령층이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Hamermesh & S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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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식1)

(식1)은 효용극대화 관점에서 중요하게 전제하고 있는 생애 총 효용을

수식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Hamermesh & Soss, 1974) Z를 연령 t시점에서

개인의 생애 총효용 수준이라 할 때, 식에서 u는 개인의 효용 수준, c는 소비

수준, YP는 항상 소득을 의미하며, 와 는 각각 예측되는 최고 연령과

주관적 할인율을 의미한다. 여기서 개인의 한 시점의 소비 수준은

항상소득(YP)와 소비 수준(c)의 함수가 된다. 이 모형에서 강조하는 핵심적인

주장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항상소득과 소비

수준은 모두 개인 소득의 함수이므로, 저소득이 자살 선택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개인 속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와 에 따라

개인의 총효용 수준은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이 식은 기본적으로 기대

여명의 감소에 따라 기대 효용의 총합이 일률적으로 감소한다는 점과, 

항상소득 가설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정적(static)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모형에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살 가능성의 일률적

증가는 이와 같은 고정적 모형이라는 특성에서 연원한다. 

효용극대화 관점의 논의는 자살을 정신 병리 혹은 심리적 문제와

같은 정서적 차원의 문제로 다루는 접근과 별개로 자살 선택의 합리적 측면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살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성격을 지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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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그와 같은 치명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결과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효용 극대화 논의는 개인의 자살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안정적

물질 환경을 조성하는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며, 

무엇보다 자살이라는 선택이 지닐 수 있는 합리성에 대한 환기를 통해 자살을

단순히 병리적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을 넘어서게 하는 인식적 기반을

제공해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 

  Koo & Cox(2008)은 Hamermesh & Soss의 미시경제학적 접근을

따르면서 90년대 이후 심화된 실업과 자살 위험 간 관련성을 미시경제학적

차원에서 설멍하기 위해 기존의 이론 모형에 인적 자원(human capital)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 연구는 Hamermesh & Soss 모형의 주요한

결론 중 실증적으로 반대에 직면한 연령과 자살 위험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5 이들 논의에서 연령과 자살률의 정적인 선형성에 대한 주장은 이후 실증 연구에

서 상반되는 결론이 제시되고 있다. 즉, 연령 증가에 따른 자살률의 상승은 국가

마다 다르고(Cutler et al., 2001), 한 사회에서도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노법래, 2014)으로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노인층의 자살은 장

년층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으며, 한국의 경우 노인층의 자살이 지금과 같이 다른

연령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진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양상이다. 그러나

이후의 실증 연구들을 연령과 자살 위험의 정적 관련성을 주장한 효용 극대화 논의

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연령과 자살 위험은 고정적인 관련

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이나 가족 구조와 같은 제도적 요인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초기의 효용 극대화

논의에서 제기된 연령과 자살 위험의 선형적 관련성은 추가적인 실증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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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을 시도했다. 

이들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친 실업은 비숙련 근로자의 경우 직업적

숙달 경험을, 숙련 근로자의 경우는 숙련도의 유지에 필요한 노동

경험으로부터 배제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업 상태가 지속될수록 근로자가

지닌 인적 자원도 점차 고갈되게 된다. 장기간의 실업은 미래 기대 수입

감소와 생애 기대 총효용의 감소를 초래하는 인적 자원의 후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살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노동 시장 참여를 통해

인적 자원의 개발 경험 축적이 필요한 청년층에게 있어 실업의 장기화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미래 기대 효용의 감소를 가져오며, 이는 청년층의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식1)에서 전제된 바와 같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대 효용이 일률적으로 줄어들어 자살 위험이 반비례하여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은 경우 근로 가능한

저연령 층으로 갈수록 자살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연령별 분포, 노동시장 등의 경제적 환경에 따라 자살 위험의 연령 간

분포는 다양성을 띄게 된다(Koo & Cox, 2008)
6
. 따라서 이들의 연구는 기존의

                                      

6 Koo & Cox(2008)의 논의는 Hamermesh et al.(1974)가 설명하지 못한 국가 간

연령별 자살률 구조의 다양성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청년층의 자

살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노동 시장에의 안정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는 점을 일깨워준다. 즉,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물질적인 결핍을 경험하

는 청년층이 광범하게 확산되는 경우 공적 이전을 통한 소득 수준의 안정적 유지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인적 자원의 유지와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시장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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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모형이 지니고 있었던 고정적 속성을 일부 극복하여 연령 간 역동성을

일정 수준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으로 개인은 생애사를 살아가면서 소득의 변동을 다양한 수준에서

경험한다. 그러나 항상소득을 전제한 Hamermesh & Soss 모형은 소득의

진폭(혹은 소득의 오차)를 이론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소득의 "오차" 발생 수준을 불확실성(uncertainty)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개인의 위험 중립성(risk neutral)을 가정하기 어렵다고 할 때 이런

변동은 개인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효용극대화 모형이

좀 더 타당하게 자살 선택을 다루기 위헤서는 불확실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생긴다(Suzuki, 2008). 

Dixit & Pindyck(1994)는 이와 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자살에 대한 새로운 미시경제학적 접근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른바 실물

옵션(real option) 접근을 제시하면서 개인이 지닌 선택의 자율성(flexibility), 

선택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는 비가역성(irreversibility),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을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조건으로

보았다. 자살을 둘러싼 선택 과정은 위 특성을 모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살 선택의 자유는 시기(연령)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율적

속성을 지닌다. 또한,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은 대부분의 개인에게 주어진

                                                                                                        

활성화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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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다. 아울러 자살의 성공은 선택을 철회하거나 초래된 결과를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죽음의 상태로 이행한다는 명백한 비가역성이 존재한다. 

이들은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개인이 자살을 '미루는 선택'을 조명하였다. 

Dixit & Pindyck의 이론적 모형은 Hamermesh & Soss의 모형에 비해

정식화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자살 수행에 이르게 하는 임금의

수준이 기대되는 소득 증가 수준과 그 표준 편차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즉, 기대되는 소득 수준의 증가율이 높아질수록, 자살 선택에 이르게

하는 현재 소득 기준은 낮아지게 되며, 소득 증가율의 표준편차가 클수록

자살 수행을 하게 되는 현재 소득 기준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얻을 기대 소득의 기대수준이 높고, 그 변화가 안정적이라면

현재 소득이 설사 좀 낮더라도 개인은 '살아 있음'에 대한 선택 가치(option 

value)로 인해 자살을 수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Miao et al.(2007)의 연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이트의 불확정성(Knightian uncertainty) 개념을 통해

불확실성 가운데서 확률적 예측이 가능한 리스크와 달리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정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살 선택의 옵션 가치가 커진다고 보았다. 즉, 

개인은 위험 회피적(risk-adverse)이기 때문에 불확정성이 큰 상황에서는

효용이 극대화되는 시점 이전에 자살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확정성과 자살 위험 간의 관계에 대한 이들의 설명은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때 흔히 관찰되는 청년층의 자살률 상승을 설명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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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준다. 고연령 집단에 비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 불확정성이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 청년층의 생애사적 특성상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은 '살아

있음'이 지니는 선택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자살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를 효용극대화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자살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와 관련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장, 고용 및 실업을 다룬 기존 실증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제시하는 실증 연구는 이론적 논의 수준, 방법론적 엄밀성 등에서 다양한

편차를 보이지만 지금까지 제시한 자살의 경제학적 모형으로 그 결과를 다룰

수 있는 설명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경제성장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자살을 다룬 Henry & Short(1954)의 반경기순환

자살 이론(countercyclical suicide theory)는 경기 침체와 활황 국면에 걸쳐

일관되게 자살률이 하락한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은 앞서 안정적인 물질적

환경 조성이 자살 선택을 억제하는데 중요성을 지닌다고 본 미시경제학적

점근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반경기순환 자살 이론은 욕구좌절-공격성

가설(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을 기반으로 핵심적인 다섯 가지

가정으로 구성된다(Lester, 2001). 먼저 욕구 좌절(frustrations)은

공격성(aggression)을 가져온다. 둘째, 경기변동은 개인의 점하고 있는 위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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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욕구 좌절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적 차원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 혹은 상승 경험을 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넷째,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점하고 있는 개인일수록 경기 침체 국면에서 자신의

지위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경기가 활황인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위 유지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섯째, 따라서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살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7

여기서 개인의 지위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에

지위가 높은 계층만이 자살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경기 침체

상황에 따라 자살 위험이 소득 수준이 높은 방향으로 높아지는 연속 변수의

속성을 띄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기 침체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애초에 지위가 낮았던 개인도 기존 지위마저 상실하는 후퇴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자살 위험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Henry & Short(1954)가 경기 침체에 따른 자살 위험과의 관련성을

상대적 소득 지위만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다소 단순한 모형이라는 점을

                                      

7 1997년 후반기 한국 경제 위기 상황에서 특히 4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 급격한

자살 상승 추세가 관찰되었다(노법래, 2014). 반경기순환 자살 이론은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준다. 즉, 연령 간 특성으로 볼 때, 활발한 생산활동을 통해 중산층

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었을 장년층이 경제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지위 하락으

로 인한 욕구 좌절을 가장 크게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발현된 공격

성이 내재화되면서 자살과 같은 일탈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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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할 수 있는데, 보다 최근의 연구인 Coope et al.(2014)은 경기 침체에 보다

취약한 계층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08년에 있었던 경제 위기 전후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자살률 변화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어떤 집단이 경제 침체에 보다 취약한지를 살피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경제 침체기에 자살 위험이 높아지는 집단은 경기 후퇴와

더불어 실업을 경험하는 등의 고용 지위의 하락을 경험하거나, 부채 비율이

높은 집단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흥미로운 점은 기존에 빈곤 수준이 높았던

지역이나 실업 상태였던 집단의 경우 자살률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경제 침체기 이전 시점에 취약 집단에 속했던

개인은 정부로부터 제공되던 공적 이전의 혜택으로 경기 침체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Henry & Short(1954)의 지위 하락과

자살 위험에 대한 설명을 차용한다면 기존 실업자의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더라도 지위 하락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Coope et 

al.(2014)의 관찰을 일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Henry & Short(1954)가 경기 변동과 자살 위험을 욕구좌절-공격성

가설과 같은 심리학적 요인을 통해 양자의 관련성을 연결하고는 있지만, 

물질적 환경을 둘러싼 불안정성의 심화가 결국 자살 위험을 높인다는 설명은

Hamermesh and Soss의 효용극대화 관점 이후 진행된 자살에 대한

미시경제학적 접근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Coope et al.(2014)의 관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부채를 안고

있거나 고용의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집단의 경우 낮은 가처분 소득 및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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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을 지닌 집단이므로, 이들 집단이 경제 침체로 인한 외부적 충격에

대해 지니는 민감성이 높은 자살 위험으로 전이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에 포섭되어 급여를 받는 집단의 경우 공적

이전이 지니고 있는 안정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을 더 적게 경험하여 자살

위험이 낮을 수 있는 것이다.

경기와 자살 위험의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Abramovitz(1958)는 사회 전반의 소득 증대는 일반적으로

시장적 원리가 사회 전반에 깊이 침투하는 문화적 과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경기 활황 상태나 경제 성장은 개인의 가치 왜곡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개인의 가치 왜곡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

가운데서 화폐적 가치가 절대적 우위를 점하게 되고, 경제적 성취를 이루고

드러내는 것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는 집단의 취향에 부응하고자 하는 소비

패턴이 증가하면서 가속화된다. Sen(1995)도 이와 유사한 측면에서 경제성장이

무조건 지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개인이 완전한

정보를 소유한 합리적인 '효용 극대자(utility maximizer)'라면 효용과 욕망은

항상 일치하겠지만 이는 현실적인 가정이 아님을 강조했다. 만약

무차별곡선이 의미하는 바가 개인의 심리적 욕망에 근거한 '왜곡된' 인식에

따른 것이라면 곡선의 상승상태로 옮겨가는 것은 끊임없는 욕망 추구의

반복을 뜻할 뿐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따라 향상된 물질적 토대가 공동체의

성숙한 가치 지향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실질적 효용이 아닌 경제적 성취에

대한 비교와 그에 수반된 욕망(desiredness)의 끝없는 추구를 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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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성장에 따른 물질적 풍요를 상쇄하고 남을 고통을

개인이 경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McMylor(1994)는 소득의 증가와 병행하는

현대화(modernization)과정에 주목했다. 현대화 과정에 따른 개인주의의 심화는

경제성장을 통한 물질적 위안보다 더 큰 고통을 유발하는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화 과정을 통해 가족과 공동체의 약화와 이를 대체할

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공동체적 소속감에서 결핍을 느끼는 개인이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통합

및 사회규율 역량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Abramovitz(1958), McMylor(1994) 그리고 Sen(1995)의 논의는

경제성장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기보다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변화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을 끊임없는 소유의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경제적

성취 중심 및 물질주의적 가치의 우위나, 사회 전반에 고립과 규율 부재를

낳는 공동체적 소속감의 결여와 같은 문제는 시장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가족과 공동체의 고유한 가치 보존과 같은 사회적 노력에 의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성장과 함께 공동체 참여 수준과 같은 사회통합

요인을 함께 다룰 때, 경제성장이 삶의 질이나 본 연구의 주제인 자살과 같은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구성원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동체적 중재 노력은 이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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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주제인 복지국가의 주된 역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같은 효용의 증가가 구성원의 자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과 복지국가와 같은 사회 구성원의 욕구에 대응하는 공동체적

노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인당 GDP나 경제성장률과 자살률의 관련성을 다룬 비교 연구들은

상당히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양자의 관련성에 대한 일정한 답을

내렸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성과 관련 요인과 자살률이 정적인

관련성을 보인다는 연구(Simpson et al., 1989; Burr et al., 1994; Chew et al., 1995; 

Freeman, 1998),  반대로 양자 간에 부적인 관련성을 주장하는 연구(Helliwell, 

2007; Kimenyi et L., 1986; Mathur et al., 2002; Crombie, 1989; Mäkinen, 1997; 

Pritchard, 1990; Congdon,  2003; Otsu et al., 2004)와 함께, 다수의 연구는

관련성이 없음(Klick et al., 2006; Leigh et al., 2007; Agbayewa et al. 1998; 

Eckersley et al., 2002; Lester, 1995)을 보고하고 있다. 다만, 국내 연구인 박종순

외(2003)은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경우 경제 성장률과 자살률 간에

부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실증 연구에서 나타나는 이런 혼재된 양상은 앞서 이론적 검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경제성장의 순효과와 경제성장으로 인해 동반되는 여타의

사회적 변화를 분석 모형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존 실증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보다 포괄적인 연구 모형을 구성하지

못함으로써 변수 간에 존재하는 교락 효과(confounding effects)를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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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복지국가의 성장이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면서 성장 해왔음을

상기할 때, 대다수의 연구가 제도적 노력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인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자살률을 다룬 Hintikka et al.(1999)는 경제 성장을

보였던 1980년대 후반의 시점에서는 자살률의 완만한 상승이 관찰되지만, 

1990년 이후의 경제 침체기에는 오히려 자살률이 감소하는 양상이 있음을

관찰했다. 이는 북유럽과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할 때, 이들 불안정층에 대한 보호 기제가 적극적으로

작용하여 이들의 소비 수준의 안정화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기

때문에 자살률이 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접근과 같이 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역할, 사회적 변동 등을 모형에

포함해야 경제성장에 따른 순효과를 타당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3) 실업 및 고용

노동 시장 참여와 관련된 지표인 실업률이나 고용률과 자살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에서도 앞서 살펴본 경제성장을 다룬 연구와 마찬가지로

결과에서 혼재된 모습을 보인다. 실업률이나 고용률과 자살과의 관련성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실업률이 자살률과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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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연구와(Andrés, 2005; Huang, 1996; Kimenyi et 

al., 1986; Klick, 2006; Koo et al.(2008); Mathur et al., 2002; Minoiu, 2008 등), 

실업률과 고용률과 같은 노동시장 지표와 자살률 간에는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Burr et al., 1994; Chen et al. 2009; Lester, 1995; Whitman, 2000 등), 그리고

실업률과 자살률의 부적인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는 연구(Hintikka et al, 1999; 

Fischer et al. 2008; Maag, 2008 등)가 혼재되어 있다. 국내 연구인 박종순

외(2003)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실업률과 자살률 간에 정적인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실증 연구에서 관찰되는 이와 같은 혼재 양상은 노동 시장에 관여하는

정부의 조정 기재나 문화적 맥락을 모형에서 충분하게 다루지 못한 한계와

결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실업으로 인한 개인의 소득 감소에

대해서 실업급여와 같은 소비 안정화(consumption smoothing) 기제를

마련해두고 있는가가 현재의 효용 수준 유지 및 불확실성 경감으로 인한 자살

위험의 상승을 중재하는 중요한 맥락적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적

맥락도 실업과 자살 위험의 관련성에 조절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경제적

성취에 대한 가치 부여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의 실패는

개인의 자살 위험을 높이는 충격으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안정적인

경제적 지위의 유지가 자기 삶의 의미와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가치의 원천이 되는 사회에서 실업은 심각한 심리적, 정서적 타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 시장 환경과 자살의 관련성 또한 복지국가와

같은 정책적 요인 및 여타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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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 3 절 사회통합과 자살

1) 이론적 논의

사회적 관계와 자살의 관련성은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과 자살 위험 간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학자마다 정의에서 부분적인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에 대한 심리적, 인지적 차원의 인식을 포함하여, 상호

신뢰에 기반한 관계망에 대한 접근 수준이나 그 경험의 정도를 의미한고 할

수 있다(Elgar et al., 2011; Maass et al., 2011).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정신건강 등에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실증적

차원에서 다루는 연구들이 특히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Ericksson, 2011).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결핍을 상태를 뜻하는 사회적

단절(social fragmentation)은 사망률과 자살 위험을 높이는 위험

요인이다(Whitely et al., 1999). 

그렇다면 사회적 자본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개인의 행복이나 자살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가. 먼저, 통합력(sense of coherence, SOC)과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사회적 자본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으면서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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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를 비롯하여, 사망 및 자살 위험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심리적

요인으로 다뤄져 왔다. 따라서 사회적 단절이 통합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자살 위험과의 이론적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Maass et 

al., 2011). 

SOC는 세상을 포용적(comprehensive)이고, 적응적(manageable)이며, 

의미 있는(meaningful) 것으로 받아들이는 개인의 심리적 역량을

뜻한다(Antonovsky, 1987). 한편,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는 가치 부여, 승인

수준이나 긍정적 태도 등을 의미한다(Neff, 2011). SOC 수준이 낮은 개인은

주변 세계에 대한 두려움, 난관에 대한 적응 의지의 감퇴, 그리고 삶의

무의미함을 느낄 가능성이 크며,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를

낮게 보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SOC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삶의 경험과 내재화 과정을 이어감에 따라

유지되고 발전되는데, 공동체 참여 기회나 사회적 지지 체계와 같은 사회적

자원은 SOC의 유지와 발달 경험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한다(Lindström 

et al., 2005).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같은 공동체의 참여 경험은 자신이

지닌 가치나 역량을 인정 받거나 고양할 수 있는 기회를 높임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한다(Phillips, 2010). 따라서 사회적 고립이

높은 상황에서 개인은 자아존중감 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삶의 경험을 가지기

어려우며, 사회적 단절의 심화는 자살 위험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을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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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Maass et al., 2016).

21세기 이후 자살 이론의 확립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연구 가운데

하나인 Joiner(2009)는 개인의 자살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심리적 기저

요인으로서 '좌절된 소속감(failed belongingness)'과 '인식된 짐스러움(perceived 

burdensomeness)'을 중심으로 자살의 대인관계이론(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을 주창하였다. 좌절된 소속감과 인식된 짐스러움은 앞서 살펴본

SOC와 자아존중감과 개념적 유사성을 띄고 있다. 먼저 좌절된 소속감은

중요한 타인이나 집단과의 관계가 손상 혹은 단절됨에 따라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지니는 의미를 찾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이

포용적이고 적응 가능하며 의미 있는 곳으로 여길 가능성이 낮아진다. 

또한, 인지된 짐스러움은 자신이 남에게 쓸모 없는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인식을 내재화함에 따라 부정적인 자아 인식 및 삶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을 가져오기 쉬운 심리적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자신이 타인에게 짐이 될

뿐이라는 부정적 사고가 장기화될 경우 개인은 삶의 의미 상실과 자아를

둘러싼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에 빠질 수 있어, 결국 자살로 자신을 몰아갈

위험이 커진다. Joiner의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심리적 요인이 SOC와 자아존중감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은 사회적

단절-혹은,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의 실패-이 개인의 자살 위험을 높이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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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Joiner는 개인의 자살 위험을 높이는 두 심리적 기제에 더해서

'자살 역량(suicidal capability)'의 축적을 실제적인 자살 실행을 가져오는 행동

유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자살 역량은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수준에서 실제 자살수행으로 행동의 전이를 가져오는 요소다. 소속감의

좌절과 자신이 타인에게 짐이 될 뿐이라는 인식이 내면적으로 고착화됨에

따라 개인은 자기통제의 상실, 부정적 자아 개념의 내재화,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적 태도의 감퇴를 경험하게 되며 심리적인 고통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심리적 고통의 장기적 진행은 자살을 문제 해결을 위한 거의 유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진행된다(Shneiderman, 1996). 그런데, 자살

과정은 일반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야기하고, 자살 수행은

인간의 생존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로서 높은 수준의 의지를 요구한다. 따라서

치명적인 자살 수행을 하기 전에 위기에 처한 개인은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대한 내성을 쌓는 과정을 경험하여 자살 역량을 축적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자원과 공동체와의 연결 수준이 높은 경우 이와 같은 자살

역량의 축적 과정이 타인에 의해 더 잘 포착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중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사회적 단절은 자살 사고를 유발하는

배경이 됨과 아울러, 자살 역량을 축적하고 있는 위기에 직면한 개인에 대한

주변의 개입 가능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자살 수행의 가능성을 높이는 추가적

영향을 가지게 된다. Berkman et al., 2000)은 사회 관계망의 밀도는 '사회적

모니터링 과정(social monitoring processes)'을 강화하여 자살 행동을

억제한다고 보았다. 이는 높은 사회적 자본을 통한 긍정적인 규율과정이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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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처한 개인으로 하여금 자살 역량을 획득할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시적 수준에서 Durkheim의 사회통합이론(societal integration theory)은

자살을 사회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설명 체계 가운데

하나이다. 사회통합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인지된 위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집단에 대한 애착(Besnard, 1988), 

혹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공동체가 장기간에 걸쳐 스스로 유지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회적 역량 혹은 방식(Tonnies, 1955; Bernard, 1999)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학자들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사회통합은 개인이 공동체에

대해 가지는 결속력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Durkheim은 개인과 공동체 간 연결 고리가 약해진 상태를

개인화(egoism)로 보고 개인화가 심화된 사회일수록 개인의 자살 위험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개인화가 심해질수록 자살을 억제하는 공동체의 규율

역랑이 약해지고, 공동체와의 유대를 통해 가치 지향을 내재화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개인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 전반의 아노미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규율 부재와 아노미 상황 속에서 개인은 생의 의미와 일상의

구심점을 잃고 방황에 빠지기 쉬워진다. 그는 공동체가 지니는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과 사회규제(social regulation) 기능을 구분해 각 기능의 감퇴에

따라 발생하는 자살의 유형을 이기적 자살(egoistic suicide)과 아노미적

자살(anomic suicide)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사회통합과 사회규제는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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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 수준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 상호 관련성이 높은

유사 개념의 성격을 지닌다(Pope, 1976). 

Durkheim은 사회통합의 또 다른 극단적 상태인 '과잉' 수준에서도

자살 위험이 커지며 이를 이타적 자살로 명명했다. 사회통합의 부족만이

아니라 과잉 상태에서도 자살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회통합 수준을

설명변수로 하여 자살의 위험성을 설명할 때, 양자의 관계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곡선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Fernquist et al.(1998)은

현대 국가에서 종교적 순교와 같은 이타적 자살의 형태는 극히 드물어서

사회통합과 자살 위험성을 실증적인 차원에서는 선형적(linear) 관계로

이해해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즉, 지역, 가족과 같은 전통적인 공동체의 힘이

약해지고 개인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통합은 일반적으로 약화

방향으로의 이동이 주요하기 때문에, 사회통합과 자살의 관계를 부적인 선형

관계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이 일정 수준의

산업화와 경제적 발전을 이룬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할 때, 자살과

사회적 관계의 이론적 연결고리를 사회통합이 자살에 미치는 선형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이해해도 타당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요약하자면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자살 위험을 높이는 주된 환경적 요인은 사회통합의

결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이론적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통합은 주로 정치적 혹은 공동체에 대한 공헌 등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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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지는 사회적 참여, 문화 및 공공공의 문제에 대한 시민적 관심, 공익에의

지향 등과 같은 구성원의 행위를 통해 구체화된다(Muntaner, 1999). 이런

활동이 충분하지 않은 사회는 낮은 사회통합 수준을 보이게 되며, 이는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의 사회적 단절을 야기할 가능성을 크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사회적 단절의 심화는 개인과 사회의 사회심리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신뢰의 저하 및 갈등의 심화를 가져온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미시적 수준에서 통합성과 자존감을 내재화할 기회를 얻기 힘들게 되고, 이런

상황은 결국 자살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는 심리적 취약성으로

이어지게 된다(Ruca, 2016). 

사회통합을 "집단에 대한 밀착(attachment to social groups)"으로

정의할 때(Lester, 2001), 사회통합과 Joiner의 대인관계 이론은 높은 이론적

정합성을 지닌다. 대인관계 이론에서 설명하는 자살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는

두 정서 상태인 인지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은 모두 대인 관계에 지배적

영향을 받으며 이는 거시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통합 수준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높은 사회통합 수준은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이 인지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을 경험할 위험을 떨어뜨리며, 자살 억제 효과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사회통합과 자살의 관련성을 다룬 기존의 실증 연구들은 주로 가족

제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자살과의 관련성을 다룬 경우가 많았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서 불평등의 성격에 조명해 자살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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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을 다루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공동체

참여나 소수민족과 차별, 종교 등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가 있었다. 이들은

실증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이론적 수준에서 자살과 삶의

질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는 사회통합과 관련된

요인을 다룬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가족 관련 요인

사회통합과 자살과의 관련성을 다룬 기존 실증 연구들은 주로

출산율이나 이혼율과 같은 가족 관련 변인을 다룬 경우가 많았다. 먼저, 

출산력과 자녀 여부는 Durkheim에게도 가족 제도의 사회통합 기능과 관련된

요인이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므로 자녀가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놓은 사회통합 수준에 놓여 있어 자살

위험이 낮다고 보았다. 다만, 사회통합과 관련된 지표로서 출산율이 가지는

의미와 자살 간의 관련성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최근 자료에 입각한

실증 관찰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산율이 높아도 가족 해체 수준이

높아 가족에 의한 낮은 사회통합을 경험하는 사회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발전을 이룩한 국가에서 출산율의 저하는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일반적으로

변이(variations)가 크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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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는 실증 연구 결과(Chen et al., 2009; 

Faupel et al., 1987; Lester, 1995; Makinen, 1997; Mathur, 2002 등)는 이와 같은

한계에서 크게 연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혼재된 양상은 분석

대상(지역 및 시기)에 따라 산업경제적 발전 수준과 출산율 간에 존재하는

내재된 관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분석 대상 국가 간 변이

수준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출산율과

관련된 교락 요인을 통제와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되어 출산율이 낮은

수준으로 수렴하여 변이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동시에 다룬

연구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석 방법과 최근의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가족 해체와 관련된 주된 경험 가운데 하나인 이혼과 관련해서

Durkheim(1951)은 개인의 삶을 '불안정적 균형(unstable equilibrium)' 상태로

만들며, 해체 이전의 가족이 가졌던 사회통합 및 사회규제 효과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보았다. 가족해체로 인해 낮아진 사회통합 및 규제 수준은 개인의

자살 위험을 높인다. Durkheim은 이혼을 '만성적 형태를 띤 가족

아노미(chronic domestic anomie) 상태'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다양한 수준의

가족 내 아노미 상황이 사회 전반에 분포하는 상황에서 이혼은 그와 같은

아노미 상태가 더욱 가시적이고 만성적 형태로 발현된 것으로 본

것이다(Fernquist et al., 1998). 이혼이 가족 제도의 사회통합 혹은 사회 규제의

역할이 약화된 상황에 대한 '빙산의 일각'과 같은 현상이라면, 가족해체

양상을 바탕으로 가족 제도에 의한 사회 통합 수준을 거시적인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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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가족 해체 혹은 가족 구조의 변화와 자살률의 관련성을 다룬 실증

연구는 이혼율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Burr et al., 1994; Chen et al., 2009; 

Chuang et al., 2003; Cutler et al., 2001; Faupel, 1987; Fischer, 2008; Freeman, 

1998; Lester, 1995; Makinen, 1997; Watanabe et al., 2006 등), 혼인율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Lester, 1995; Maag, 2008; Makinen, 1997; Neumayer, 2003 

등), 1인 가구 비율이나(Burr et al., 1994; Daly et al., 2006; Faupel et al., 1987; 

Helliwell, 2007; Makinen, 1997 등), 평균가구규모(Daly et al., 2006; Neumayer, 

2003)와 같은 가구 구성의 특징 등을 다루는 연구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됐다. 

이 가운데서 비교적 일관되게 자살률과의 정적인 관련성이 일관되게 변수는

이혼율이다. 

국내 연구 가운데는 이혼율과 자살률 간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는

김승용(2004), 유정균(2008), 이지연, 김소현(2010)을 들 수 있다. 

김승용(2004)은 2000년 전후의 약 10년 간의 한국 사회의 이혼율과 노인

자살률 추이간 관련성을 검토하면서 이혼율의 증가와 노인 자살률의 증가

추세에서 유사한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지역간

자살률을 비교한 유정균(2008)의 연구 또한 이와 유사하게 이혼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노인 자살률도 높아진다고 보고했다. 이소연, 김소현(2010)은 이혼율과

자살률의 관련성을 직접 다루지는 않고 자살의 코호트 효과를 다룬

연구이지만, 이들은 결과의 해석에서 크기가 큰 코호트는 성장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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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사회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 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이는 자살률의 상승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 사례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국외 연구와 유사하게 국내 연구

또한 이혼율과 자살률 간에 정적인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 제도와 관련한 지표에 비해서 이혼율이 자살률과 비교적 안정된

관련성을 보이는 것은 가구원의 평균적 수와 같은 가구의 정태적 속성보다는

가구 구성의 변동과 같은 변화 요인이 자살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Durkheim의 사회적 균형상태(societal equilibrium)에 관한 논의를 현대

시점에 맞게 실증 연구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다. Durkheim이

자살과 관련하여 실증적인 관찰을 하던 시기는 농업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산업사회로 이행하던 시기로서 농업사회의 다자녀 출산 문화가 본격적으로

변화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 한 가족의 출산력은 전통적인 가족 환경으로부터

얼마나 변화를 경험하는가를-즉, 전통적인 농업사회의 유대로부터 얼마나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가-나타내는 지표였으며, 이와 같은 변동 경험은 사회적

유대의 약화에 따른 자살 위험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핵가족이 주요한 가족구성 방식으로 굳어진 산업화 이후의

사회를 대상으로 여전히 출산율이나 가구의 크기를 사회의 가족 제도가 지닌

사회통합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두고 Durkheim의 이론을 뒷받침하려는

시도나, 반박하려는 시도 모두 타당한 것이 아니다. Durkheim의 논의에 대한

이와 같은 기계적인 적용은 제도 변화 속도에 따른 사회적 균형의 불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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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에 대한 그의 강조를 간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된 양상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비중과 같은 가족 제도의 변화 양상을

포괄적으로 실증적에서 다루는 노력이 필요하다. 

3) 불평등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사회 역학(social epidemiology)적 관점을

중심으로 불평등과 자살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은 불평등을 사회통합과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자살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Freeman, 1998; Neumayer, 2003; Andrés, 

2005; Chen et al., 2009). 한편으로 불평등의 심화는 경제성장으로 유래된

물질적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효용 혹은

빈곤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Macinko, 2003). 

불평등과 사회통합 수준의 저하 그리고 자살 위험 간 존재하는 이론적

관련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불평등과 자살의 관련성은 미시적

수준에서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에 따른 좌절, 분노 그리고 유대감의

상실과 같은 심리적 과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상대적 박탈감은 자신의

기대 수준 혹은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삶의 요건을 내재화한 수준과 실제의

삶의 간극이 존재할 때,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긴장 상태를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이와 같은 긴장 상태는 특히 물질적 수준에 대한 상대적 차이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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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에 의해 크게 기인한다(Merton, 1957). 

상대적 박탈감은 절대적인 물질적 향유 수준과 별개로 주요 준거

집단이나 개인과의 비교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관계적 속성을 지닌다. 

높은 수준의 상대적 박탈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개인은 주변 사회에 대한

높은 수준의 원망(resentment)과 공격성(hostility)을 축적하는 심리적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Messner et al., 1986). 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야기된

원망과 공격적 성향은 개인의 통합성을 저해하고, 자기 통제 능력을 떨어뜨려

자살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상대적 박탈 경험으로 생긴

공격성이 내재화(internalization) 과정을 통해 자신 스스로에게 공격성의

방향이 옮겨지는 경우 개인의 자살 위험은 빠르게 높아질 수 있게 된다.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은 개인의 통합력에 영향을 미쳐 자살

위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물질적 성취 강조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대되는 가운데서, 

불평등의 심화가 동반될 경우 다수의 개인들은 가치와 성취 수단 간의 괴리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수준에서 불평등으로 인한

가치와 수단 간 불일치의 심화는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고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통합의 약화와 규율 부재를 가져온다. 목표와 성취 수단 간의 괴리

속에서 사회적 결속의 약화와 규범적 무질서를 경험하는 개인은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하며, 그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는 일종의 '적응' 행동으로서

범죄나 자살과 같은 일탈적인 '대안적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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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Merton, 1938; Fernquist et al., 1998, Messner et al., 2012). 

자살과 불평등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소득 분포상 개인의

지위가 사회심리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대소득가설이나 불평등과

사회적 통합 수준 간 관련성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불평등이

높은 사회는 상대적으로 빈곤계층이 확산되어 있어 물질적 결핍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높고, 이들에 대한 충분한 사회 투자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과 사망 위험 간 관련이 있다는 설명도 있다(Macinko, 2003). 빈곤 혹은

물질적 결핍의 확대를 중심으로 불평등의 성격을 다루는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불평등은 곧 한 사회의 빈곤 수준으로도 다룰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의 사회통합과 사회심리학적 영향력에 주목하여

사회통합요인에서 다루고 있으나, 한편으로 빈곤과 관련된

경제성과요인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불평등과 자살의 관련성은 이론적으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실증연구는 계속 축적이 필요한 상태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불평등과 자살률의 정적인 관련성이 시기와 지역을 걸쳐 일관되게

존재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Freeman, 1998; Neumayer, 2003; Andrés, 2005; 

Chen et al., 2009; 장지연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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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체 참여

앞서 사회통합 관련 이론적 논의에서 SOC의 고취나  '좌절된

소속감'의 극복이 미시적 수준에서 자살 위험을 낮추는데 중요한 심리적

요건이 된다는 점을 검토했다. SOC는 가치로운 삶의 경험과 그 가운데서

발현되는 긍정적 심리의 내재화 과정의 지속을 통해서 발달할 수

있다(Lindström et al., 2005). 학교, 지역 사회, 정치적 의사를 함께 하는

결사체와 같은 공동체 참여 경험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Phillips, 2010). 따라서 활발한 공동체

참여 경험은 자살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Amartya Sen도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주요한 두 가지 차원을

사회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으로 구분하면서 전자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사회 참여 기회의 확보를 언급했다(Sen, 1975). 사회 참여 수준은 빠른

사회문화적 변화를 경험하거나, 사회적 균열(social disorganization)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이 삶의 질을 위태하게 하는 위기 경험이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건강 악화와 같은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호 기재가

된다(Berkman & Syme, 1979). 따라서 사회적 참여 수준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 수준의 사회통합 수준 혹은 미시적 수준의 사회적 자원을

측정함에 있어 방법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변수다(Tsai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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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참여 수준과 자살 행위와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많지 않다. 관련 연구 사례로서 미국

여성의 사회 참여 수준과 자살 행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통합을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의 응집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한 Tsai et al.(2015)은

공동체와 높은 수준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개인일수록 자살 위험 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했다. Jungeliges et al.(2002)은 시민적 자유(civic liberty)와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의 향유 수준이 자살 위험과 관련 있다는 비교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자살에 한정한 연구는 아니지만 종교 활동을 포함한

사회 활동 수준과 사망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Berkman et al.(1979)는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사망률이

낮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5) 다문화 및 차별

한편, 이민과 같은 타문화권으로의 이주는 익숙한 경험 세계와의

결별과 아울러 새로운 문화권에 대한 적응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이주

사회 내에서 민족 간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차별이나 억압과 같은

중요한 위기 상황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문화 수준의 높아짐에 따라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개인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는 한편,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소수민족에 속한 개인이 경험하는 위기 수준은 달라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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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Tonry, 1997).

이민자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과 동화라는 과업에 직면해

있으며, 이와 같은 과업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민 2세대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과 이주

지역 문화의 성공적인 내재화를 이룬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 및 통합성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기를 경험하는 집단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경우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통합 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민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외부 인구 유입으로 인해

소수자가 된 원주민이나, 이민 2세대 이후에 속하는 개인도 차별과 배제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8

이 경우도, 다수 문화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집단의 크기와 이 가운데서 차별을 경험하는 개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통합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 

                                      

8 2000년대 초반 프랑스에서 있었던 이민자 2세를 중심으로 한 소요 사태는 소수

민족의 박탈감은 문화적 동질성을 깊게 내재화한 후대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줬다. 프랑스 사례는 후대가 습득한 문화적 동질성이 오히려 사회

적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크게 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좌절감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는 시사를 준다. 따라서 단순히 이민자에 대한 문화적 동질성을 크게 하는 방

향으로는 소수민족이 경험하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더욱 근본적인 수준에서 차

별과 배제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62

이민자와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체로 소수 민족이 차별이나

배제와 같은 삶의 위기를 경험하거나 높은 자살 위험의 가능성을 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Stack, 1982; Rice et al., 1997; Hjern et al., 2002 등).

한국의 경우도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정신건강이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민 경험이 있는 부모를 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더 높은 확률로 자살 행위를 경험한다는 김현식 외(2014)의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과 자살 문제의 관련성을 검토한 본격적인 실증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자살 관련 행동은 양부모가

한국인인 경우, 부모 한쪽이 외국 출신자인 경우, 양친이 모두 외국 출신자인

경우 순으로 순차적으로 그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에 속한 구성원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가족 해체 가능성,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단절과 같은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 통합이나

사회 규제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자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다문화 수준 및 차별 문화와 자살 위험을 사회적 수준에서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 가운데서

신동준(2004)은 민족적 다양성과 소수민족의 차별과 살인 및 자살 발생

수준과의 관련성을 국가 비교 수준에서 다룬 연구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차별 수준이 살인 발생 수준과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은 도출했지만, 

자살률과의 관련성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관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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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교

자살에 관한 Durkheim의 고전적인 논의에서 종교활동 혹은

신앙심(religiosity)과 자살 위험과의 관련성은 주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Stack, 1983). 자살에 대한 사회통합과 사회규제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Durkheim은 종교에 기반을 둔 공동체는 가족과 같이

개인의 파편화를 억제하고 가치 체계의 내재화를 통해 이기적 혹은 아노미적

자살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대다수 주요 종교들이

자살을 죄로 규정하는 교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교리는 신앙을

지닌 개인이 일종의 심리적, 도덕적 비용 혹은 거부감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자살 선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종교 공동체에 대한 높은

일체화에 따른 이타적 성격을 지닌 자살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순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현대 사회에서 다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종교와 자살의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다룬 보다 최근의 연구로서

Lawrence et al.(2016)는 자살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의 세 가지 차원을

결연(affiliation), 참여(participation), 교리(doctrine)로 나누어 자살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종교가 자살

사고(suicidal ideation)에 대해서 보호 기능을 가진다는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종교적 결연이 자살 시도에 보호 기능을 한다는 검토 결과를 통해 종교의

자살 행동 억제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Lawrence et al., 2016). Durkheim의

개념에 견주어 볼 때, 종교적 결연과 참여는 종교의 사회통합 기능과, 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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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사회규제의 역할과 이론적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Moxey et 

al.(2011)은 종교 활동을 통해 확보되는 유대 관계 뿐만 아니라 깊은 신앙심이

개인이 처한 문제가 지닌 의미를 숙고하는 기회를 만들어 사회적 지지에 대해

더욱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고

보았다.

사회통합 기능을 중심으로 종교와 자살 위험과의 관련성이 Durkheim에

의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논의되었음에도 이를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다. 종교와 자살의 관련성을 다룬 실증 연구가 양적으로 많지 않고, 분석

대상으로 삼은 지역과 시기가 한정적이며,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Lawrence et al., 2016). 여기에 속하는 소수의 연구는

종교가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적응력을 높인다는 점, 종교 공동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조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종교적 가르침을

통해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서 알코올 중독과 같은 부정적인 적응 방편을

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수의 종교가 자살을 교리상 금지한다는 점 등을

통해 자살 행위를 둘러싼 위험을 중재하고 자살 선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Colucco & Martin, 2008; Wu et al., 2015).

특히, 지역 단위에서 수행된 종교 관련 실증 연구는 더욱 드문 편이며

최근에 수행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관련된 소수의 비교 연구는 종교

참여 수준과 자살이 부적 관련성이 있고, 특히 가톨릭을 믿는 신자가 다수를

형성하는 문화권일수록 자살률이 낮아진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종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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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에 대한 관찰 결과에 대해서 기존 연구들은 활발한 종교 참여는 구성원

간 유대 수준을 높여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살 관련 행위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통해 자살 수행에 따른 '심리적 비용'을 상승시키는 규제

기능을 통해 자살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Stack, 1983; 

Conklin et al., 1987; Burr et al., 1994; Huang, 1996).

제 4 절 노령 및 정신건강과 자살

1) 노령

앞에서 살펴본 효용극대화 이론이나 인적자원이론의 전통적인 논의에

기댄다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살 위험이

상승한다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령의 증가에 따라 기대되는 생애

총효용은 감소하며, 인적자원 또한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게 됨에 따라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취약한 배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Hamermesh & 

Soss, 1974). 한편, 연령의 증가가 자살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는 사회심리학적

효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Girard(1998)는 연령 증가에 따라 자아

개념(self-concept)이 고착화되고, 자아 개념을 유지할 수 있는 가용한 자원의

종류와 양이 점점 감소할 경우 연령 증가에 따라 자살 위험이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령기의 사회 관계망의 축소와 이로 인한 고독감은 '좌절된

소속감'을 크게 하고 퇴직과 신체 능력의 감퇴 등은 자기효능감의 상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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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인지된 짐스러움'을 경험할 가능성을 크게 하여(Joiner, 2009), 자살

위험을 높이는 심리적 배경이 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안정성의

심화와 가족 기능의 약화로 인해 촉발된 빈곤 위험과 돌봄의 위기는 노인의

건강 유지와 생활 수행의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를 심화 시킬 수 있다.

실증적인 수준에서 연령 증가에 따라 자살 위험 상승이 모든 사회에서

일률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아니지만, 20대 미만의 저연령층에 비해 중장년 층

및 노령층의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Girard, 1996). 또한 한 사회의 맥락에서 경제 성장을 일정 수준

이룩한 이후 그 이전에 비해 노령 인구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알려져 있다(Cutright & Fernquist, 2001). 특히, 한국의 경우 부족한

노후보장 제도와 노인이 스스로 가족의 짐이 되고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크게 만드는 "가족주의적 습속"이 결합하면서 극심한 수준의 노인 자살

위험을 보이는 실정이다(송재룡, 2008; 노법래, 2013).

연령과 자살 위험의 관련성은 환경적 맥락에 따라서 다양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노동계약 체결 문화가 존재하다가 빠르게 노동 유연화가

진행된 한국과 일본의 경우 2000년 이후 특히, 공통적으로 중장년층의 자살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노동시장에서의 빠른 변화를

경험한 한국과 일본의 중장년층은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를

경험했으며, 이는 중장년 남성 자살률을 급등 시키는 요인이 되었다(Kim et al., 

2011). 앞에서 살펴본 Koo and Cox(2008)의 효용극대화 모형에서 강조된 바와



67

같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아우른 인적 자원 축적 기회의 부족은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춤으로써 자살에 취약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연령과 자살 위험 간의 선형적인 상관성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자살 위험이 높을 수 있는 노년층의 경우 노후보장 제도의

확충, 장기요양과 같은 돌봄 수요에 대한 공적 개입, 노령 인구의 사회적

참여와 같은 맥락에 따라 노인 인구의 자살 위험은 중재될 수 있는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로 측정한 노령화 수준과 자살률의 관련성을 다룬

비교 연구의 경우 정적인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는 연구(Chuang et al., 2003; 

Simpson et al., 1989)도 있지만, 관련성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연구(Huang, 1996; Makinen, 1997)도 있다. 이들 연구는 양적으로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아 노령화와 자살 위험 간 관련성에 대한 일정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정신병리

우울을 포함한 정신병리 문제는 자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미시적

요인으로 오랫동안 다뤄졌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매우 많은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몇 가지 연구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울증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은 문화적 맥락을 떠나 일반적 성질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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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Cavanagh et al., 2003). 생애사적 관점에서 수행된 장기 추적 연구인 Chen 

et al., (1996)은 단극성이나 양극성 장애를 경험한 사람은 생애에 걸쳐 자살

시도를 하는 비율이 각각 약 15%와 약 30%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두 가지 유형의 우울증을 경험한 집단이 다른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보다 약 3배~6배 수준으로 자살 시도 확률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Rossau et al., (1997)는 조현병 진단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 집단 역시

높은 확률로 자살 관련 행동을 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저자들은 이들이

우울증을 동반할 때 자살 수행의 치명성이 특히 높아진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다. 이는 우울증,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과 이들 질환의 복합적 발현이

자살 위험을 특히 높이는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건강 수준과 자살의 관계를 국가 비교 수준에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이는 한 사회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포착할 수 있는 비교 가능한

지표의 확보가 어려운 점과 관련이 높다. 또한, 정신건강 요인을 비교

연구에서 다룰 때 고려해야 할 방법론적 까다로움도 크다. 자살은 다양한

요인이 개입하는 문제이며, 자살자 가운데서 순수하게 정신 건강상의 문제로

자살하는 경우는 전체 비율에 드물다. 또한, 정신 건강과 관련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했던 개인이라고 해도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여타의 위험 요소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신병리만의 문제를

따로 떼어 원인으로 삼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현상 발현의 복합적 구조는

지역 단위로 수행되는 비교 연구에서 영향력을 추정하는데 난점으로 작용한다. 

개인을 단위로 하는 미시적 수준에서 진행된 연구의 경우 정신 건강 요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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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효과'를 여타의 요인과 분리하는 방법론적 시도가 있을 수 있으나, 비율과

같이 취합된 측정치를 통해 분석을 수행해야 하는 비교 연구의 경우 이와

같은 시도에 많은 한계가 있다. 

지표의 발굴과 방법론적 어려움이 있지만, 자살 관련 비교 연구에서

정신건강을 다루는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대표적으로 기후를 정신 건강과

관련한 일종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보고 기후와 자살률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를 들 수 있다. 기후는 우울과 같이 자살 위험과 관련이 큰

정신병리의 발현 수준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대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연구들은 주로 1980년대 이전 시점의

북유럽 국가들이나 러시아 및 그 인근 국가들과 같이 고위도 지역이면서

자살률이 전통적으로 높았던 지역을 다룬 경우가 많았다.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비교적 일관되게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나(Chew et al., 1995; 

Lester, 1995; Helliwel,l 2007), 기후대에 따라 자살 발생 수준이 달라진다는

연구(Deisenhammer et al., 2003) 등이 기후를 통해 정신건강과 자살의 관련성을

비교적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정신건강 수준과 자살률의 관련성을 직접적인

비교 지표를 통해 다룬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기후대는

문화권과 같은 여타의 공간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변수라는 점에서 분석

결과 해석에서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변화가 거의 없는 기후를 통해

정신병리 수준을 간접적으로 측정하여 분석하는 연구는 같은 고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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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

인근 지역과 전통적으로 자살률이 높았지만 빠른 속도로 자살률이 떨어진

북유럽 국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미시적

수준에서 정신건강이 자살 위험과 관련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는 비교

연구에 이를 반영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석

방법 차원에서 비교 연구가 지니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적어도 측정 차원에서

정신건강 수준을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분석에 활용하는 시도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알코올 섭취

알코올의 과다 섭취와 같은 물질 의존(substance dependence)은

정신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생산성의 저하, 사회적 고립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유효한 자살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과다한 알코올 섭취는 자살 시도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공격성 및 충동적

성향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Branchey et al. 1984). 또한, 알코올 의존은

자살 위험을 높이는 통합력의 저해와 사회적 고립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Singer et al., 1964). 실제로 알코올 소비는 관련 연구에서 많이 다뤄진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북유럽이나 러시아 인근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알코올 소비 수준이 높아서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알코올 섭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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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살률 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Barstad, 2008; Pridmore et al., 2006).

알코올 소비와 자살 위험은 미시적인 수준 및 지역 비교 수준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비교적 일관된 정적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Gruenewald 

et al. 1995; Norstrom 1995; Innamorati et al. 2010; Ohlander 2010). 물론, 여타의

자살 위험 요인이 그러하듯, 알코올 섭취도 문화적 맥락에 따라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될 수 있다. 문화적으로 알코올을 많이 소비하는

사회에서는 알코올 소비와 자살이 관련성이 약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는 알코올 소비에 따라 자살률의 변동이 더 명확하게 포착된다는

것이다(Barstad 2008). 따라서 알코올 소비와 자살률 간 관련성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차이와 아울러 각 국가의 종단적인

추이를 함께 모형화하여 그 영향력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9
.

                                      

9 자살률과 알코올 소비의 관련성에 있어 한국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례다. 

국가별 자살률 추이에 대한 분석에서 더욱 상세히 다루겠지만, 한국의 자살률은 매

우 높고 급격한 상승을 보이는 비정상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WHO(2011)에

따르면 한국은 2005년 기준으로 순수 알코올로 산정한 음주량이 성인 1명당 연간

14.80 리터로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서 최고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증류주

의 경우는 WHO에 소비량이 보고된 180여 개 국가를 기준으로 세계 1위에 해당하

는 연간 1인당 9.57 리터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음주 소비

량이 전통적으로 높았음을 생각해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알코올 소비 수준과 자살

률의 급격한 증가 추세 간 관련성은 좀 더 정치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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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문화와 자살

1) 자살 용인 문화

자살을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 혹은 소통의 한 방편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거나, 때에 따라 윤리적으로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문화적 용인 수준은 개인의 자살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결합하면, 자살 용인 문화와 자살의 관련성 검토는 비용-편익

관점, 자살 역량에 대한 촉진 관점이서 살펴볼 수 있다.

Jungeilges & Kirchgässner(2002)는 자살에 대한 용인 수준과 자살 행동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자살에 대한 거부 정도가 낮아질수록 자살 수행에 따른

개인의 '심리적 비용'과 주변 사람들이 겪을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게

만들어 자살 수행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을 제시했다. 

Shneiderman(1996)은 자살자가 남긴 다양한 기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살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자살 실행자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자살을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용인하는 문화적 배경이 자살 행위 수행에 대한 '심리적 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위기에 처한 개인이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Marcotte(2003)은 자살 시도에 따른 편익에 관한 경제학적 설명을

제시했다. 저자는 효용극대화 모형에 입각해 자살 시도가 미래의 소득 증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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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는 효과가 예상될 경우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에게 자살 관련

행동의 선택은 중요한 선택 사항이 된다는 것이다.Jungeilges & 

Kirchgässner(2002)와 Marcotte(2003)는 각기 자살의 비용과 자살의 편익이라는

다른 맥락에서 자살 행위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장을 결합하면 자살

행위를 선택하는 합리적 개인은 행동에 수반되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며, 

후자가 전자보다 현저한 이점이 있으면 관련 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때, 한 사회의 자살 용인 수준은 자살 행위의

비용을 결정하는 주요한 환경 요인이 될 수 있다.

Joiner(2004)의 자살 역량(suicidal capability)은 자살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직간접적 형태의 반복적 노출은 자살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줄이고

자살 성공률을 높이는 '역량'을 쌓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 수준에서

신체의 훼손이나 자살을 개인의 문제 해결이나 대외적 호소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용인 수준이 높은 사회는 인지적 수준에서

개인이 자살에 대한 거부감을 덜 느끼게 만들어 자살 수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가능성을 크게 만들 수 있다.

자살 용인 문화와 자살 행위 간에 이론적 관련성이 고려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한 실증 연구는 거의 없었다. 다만, 탐색적

수준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연구로써 Huang(1996)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서구와 동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을 나눠서 봤을 때, 

여성의 자살이 후자 쪽에서 더 높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자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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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질이 반영된 결과로 결과를 설명했다. 다만, 두 지역 간

어떤 문화적 차이가 여성의 높은 자살률과 관련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자살과 관련한 문화적 특질을 서구와

비서구(동아시아)라는 단순한 방식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자살 용인 문화를

본격적으로 다뤘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 연구에서 이론과 실증 연구의

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자살 용인 문화와 자살률 간의 관련성을 비교 연구에서

다루는 것은 의의가 있다.

2) 경제 성취 중심 문화

Girard(1993)는 자아 개념(self-concept)에 기초한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토대로 산업화 이후 진행된 성취 중심 문화의 확대가 서구 사회의 자살

위험을 높여왔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일정한 경제적 번영을 이룬 사회에서 산업화의 심화에 따라

경제적 성취 중심 문화가 확대되고 여기에 기댄 자아상의 확립이

일반화되었다고 진단한다. 이로 인해서 현대인은 지속적인 경제적 성취의

욕구가 좌절될 때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는 심리적 취약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일정 수준의 산업화와 경제적 성취를 이룬 다수의 사회에서

남성을 중심으로 중장년층 이상 집단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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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준다. 남성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성취 중심의 정체성

형성이 강화되지만, 그와 같은 자아상을 지지할 요소를 상실할 때 경험하는

내면적 위기의 치명성도 동시에 커지게 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정체성의

유지라는 본능적 욕망을 지닌다. 따라서 심각한 자아 위기를 경험한 개인은

정체성의 유지를 위한 극단적 방편으로써 죽음을 택한다는 것이다. 성취 중심

문화의 사회 전반에 걸친 확대는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을 광범위하게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살 발생의 문화적 배경이

된다(Girard, 1993).

또한, 경제성장 가운데서 경제적 투자 원리, 화폐적 가치의 우위와

같은 시장적 원리가 일상 영역에 깊숙하게 침투함에 따라 개인의 삶에서

경제적 성취는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잡게

되었다(Girard, 1993; Knox et al. 2004; Yur'yev et al, 2013). 그러나, 물질적 성취에

대한 사회의 가중치는 높아짐에도 이를 달성할 기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Merton, 1938), 결국 개인의 전자의 변화만으로도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박탈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한 사회의 경제적 성취 중심

문화의 확대는 자살을 위험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론적 논의를 넘어서 실증적 차원에서 성취 중심 문화와 자살률

간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한국을 포함하여 경제적

성취 문화와 자살의 관련성을 다룬 실증연구는 신동준(2004)이 거의 유일하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성취의 강조는 살인율과는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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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살률 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과 관련한 다양한 변인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가운데

이론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경제 성취 중심 문화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제 6 절 복지국가와 자살: 사회 서비스의 효과를 중심으로

1) 인적 자원 축적 효과

사회 서비스를 통한 인적 자원의 축적은 사회 변동과 생애 주기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는 개인의 역량을 신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인적

자원의 축적은 주로 경제적 자원에 확보에 대한 개인의 역량을 신장하고 위기

상황에서 이에 필요한 가용한 물질적 자원의 양을 크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복지국가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인 사회 서비스가 욕구

해결에 있어 개인의 자립 능력을 신장한다는 논의는 복지국가의 확대에 따른

자립심의 감퇴와 역량 저하로 인한 의존을 우려하는 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사회 서비스가 인적 자원의 축적에 대해 지니는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적 사회 서비스는 아동과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교육, 직업 훈련, 

고용 관련 및 주거 관련 서비스와 같은 영역을 통해 개인이나 가족,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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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집단의 문제 해결 역량의 강화, 바람직한 성장, 정보의 제공, 권리에

대한 옹호 등을 주된 목표로 이뤄지는 공동체적 개입으로 정의할 수

있다(Evers, 2005; Andrews & Jilke, 2016). 따라서, 사회 서비스는 인적 자원의

증대와 이를 토대로 한 사회적 자원의 증대 과정을 통해 복지 수요에

대응하면서 개인의 자립과 생산성 및 사회적 원조 동원 능력을 높이는 작용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빈곤 가정 아동에 대한 교육 서비스의 확충은 교육

서비스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큰 아동에게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회의 확대를 가져오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의 의미가 있으며, 그 가운데

아동,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 간 네트워크의 확보를 통한 사회적 자원의

증대도 함께 꾀할 수 있는 것이다(Cochran & Niego, 2002; Sheldon, 2002).

사회 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축적된 인적 자원은 경제적 변동에도

개인이 경험하는 충격을 완화하는 안정화(stabilizer)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교육 및 직업 훈련과 같은 사회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은 인적 자원의 축적, 

개선으로 이어지며, 인적 자원 수준의 향상은 기술 수요의 변화와 같은

변동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김혜원 외, 2005; 

김흥종 외, 2006). 이와 같은 대응 능력의 증대는 외생적 변화에도 고용과

관련된 요인에서 강건성을 유지하는 안정화 기능을 가지게 된다. 아울러 사회

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이와 같은 안정화 기능은 Dolgoff(1999)가 강조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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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10
.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의한 고용 기회의 확대와 교육

서비스의 제공은 실업으로 인한 인적 자본의 감소를 억제하여 미래 기대

효용의 감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실업급여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같은 복지국가의 개입 노력은 개인의 인적 자본을 유지하고 고취하는 다양한

교육,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업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복지와 개인의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 서비스와 확대

전략이 지닌 유용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그동안 많지 않았다. 

안상훈(2005, 2007)은 세계화 이후 생산과 복지의 상호보완적 복지국가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떤 복지국가가 생산과 복지에 있어 더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사회

서비스 중심 복지국가가 경제 성장이나 고용과 같은 경제 지표에서 더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주장했다. 후속 연구라고 할 수 있는 Ahn & Kim(2015)는

                                      

10 사회 서비스의 확대가 가져오는 안정화 기능은 미시적인 수준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의 안정

적인 제공은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서비스의 가격과 공급 수준을 일

정하게 유지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와 실질 소득 향상 효과와 함께 가처분

소득의 변화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사회 서비스 확대가 지니는 이와 같은

미시적 안정화 기능은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을 낮춰 경제성과요인에 전반적으

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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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서비스 지출 전략이 지니는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포착하기 위해

복지국가 지출 가운데서 사회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된 사회

서비스 중심성(social service orientedness)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 서비스의

비중이 클수록 경제 성장, 실업률, 고용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결론을 이끌었다. 이는 사회 서비스가 지니는 인적 자원의 투자 기능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제도적 사회통합 효과

제도적 사회자본 이론(institutional theory of social capital)은 복지국가

정책이 사회 구성원 간 신뢰(trust) 혹은 사회통합 수준을 어떻게 높이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고, 특히 공공 사회 서비스가 그와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있다(Freitag & Buhlmann, 2009; 

Rothstein & Stolle, 2008; Andrews & Jilke, 2016).

Amin(2002)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제기로 인한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발생과 서비스의 전달 과정을 통해 체계화된 사회적 유대망이

생기는데, 이를 '결속의 공간(space of association)'이라고 표현했다. 

Marrow(2009)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정책 과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배제되었던 집단을 포섭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즉, 사회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개별 서비스 영역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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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정책 수요에 대응한다는 점과 아울러 개인과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원과 타인과의 연결 수준이 높은 경우 이와 같은 자살

역량의 축적 과정이 타인에 의해 더 잘 포착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중재의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사회적 단절은 자살 사고를 유발하는 배경이

됨과 아울러, 자살 역량을 축적하고 있는 위기에 직면한 개인에 대한 주변의

개입 가능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자살 수행의 가능성을 높이는 추가적 영향을

가지게 된다. Berkman et al.(2000)은 사회 관계망의 밀도는 '사회적 모니터링

과정(social monitoring processes)'을 강화하여 자살 행동을 억제한다고 보았다. 

이는 높은 사회적 자본을 통한 긍정적인 규율과정이 자살 위험에 처한 개인이

자살 역량을 획득할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

서비스를 통해 확보된 결속의 공간은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긍정적인 모니터링 역할을 할 수 있다.

복지국가가 가족의 결속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는 Parsons(1943)와

같이 복지국가에 의한 공여가 가족의 중요성을 약하게 만들 것이라는 견해가

전통적으로 우세했다. 개인의 욕구 해결에 있어 복지국가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가족의 중요성은 점점 축소되고, 결국 전통적인 가족 형태의 해체와

같은 가족 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Cox(1987)와

Schoeni(1994)는 가족 구성원의 욕구 충족에서 국가에 의한 사회 서비스

공급에 대한 의존이 커지는 것을 일종의 일반적 현대화(moder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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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보고, 복지국가의 확대는 가족의 역할을 '밀어낼 (crowing out)'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국가가 가족의 역할을 축소하고 해체를 촉발할

것이라는 논의는 많은 연구자의 지지를 받았다(Litwak, 1985; Lyons et al., 1999). 

복지국가와 가족의 변동을 다룬 실증 연구는 주로 미국을 대상으로

수행된 경우가 많았다. 복지 정책의 확대가 독신 가구의 비율과(Schultz, 1998), 

한부모 가구의 비율을 높이며(Hoynes, 1997), 이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 한부모

가정을 확산시킨다(Moffitt, 1994)는 연구를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Blinder(1980)는 현금 이전을 중심으로 한 복지 정책에 따른

가족 결속력의 약화가 오히려 빈곤 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적 현금 이전은 한부모 가구나 이혼 가구 비율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들

'비정형' 가구들이 일반적으로 빈곤 위험이 더 크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정책 확대가 오히려 빈곤 위험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 요양, 보육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를 고려하면

복지국가와 가족의 역할 간 관련성에 대한 다른 주장이 가능하다. 사회

서비스는 가족 유대의 안정적인 유지와 더불어 가족해체와 같은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현금 이전의 경우 목적

효과적 차원에서 적절한 서비스 구매의 문제와 가족 간 권력 배분의 불균형에

따른 분배의 공정성 문제 등이 남아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서비스의 경우는

욕구가 있는 개인에게 곧바로 전달됨으로써 가족의 스트레스를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다수의 사회 서비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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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기능의 보호 및 역량의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서비스는 서비스 자체의 제공을 통해 가족의 부양 부담을

일차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 의한 부양 역량을

지원하는 방식과 함께 정책이 구성될 경우 가족의 내적 유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가족의 역할을

무조건 대체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며, 공적 사회 서비스 인프라가

높은 수준으로 확보된 사회는 복지국가의 역할을 통해 구성원의 욕구에

대응하는 공공 부분과 가족의 상호 역량 강화와 같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Motel-Klingebiel et al., 2005).

소득 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와 가족 제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복지국가의

'대체 가설'은 실증 연구에서 뚜렷한 경험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Ellwood et al., 1984; Hutchens et al. 1989, Motel-Klingebiel, 2005). 

Kunemund et al.(1999)는 사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가족의 역할을 축소하는 효과보다 가족의 기능을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사회 서비스를 구성하는 다수의 프로그램이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서비스 수요자는

서비스를 공여하는 공공 부문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더 큰 만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Motel-Klingebiel et al.(2005)도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 서비스 공여 수준이 높고 사회 서비스와 관련한 공급

인프라가 잘 수립된 사회에서는 국가와 가족 간의 협력을 통한 긍정적인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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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사회 서비스 제공이

가족의 기능을 밀어내는 양상은 다른 제도적 요인을 통제할 경우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Lingsom(1997)과 Kunemund et al.(1999)도 국가와 가족의

'혼합된 책무성(mixed responsibilities)'이 실현되는 상황은 양자의 상호보완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면서 정책 목표 달성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실증적인 관찰이 필요하지만 사회 서비스 지출은 가족 제도에 대한

중재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를 얻을 수

있다
11
.

사회 서비스 지출이 경제적 불평등 미치는 중재효과는 가족 제도의

경우보다는 다소 모호하다. 현금 이전이 지니는 수평적 분배 효과가 화폐적

불평등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간접적인 차원에서

서비스 수급을 통한 실질 소득의 상승효과나 인적 자원의 보존 및 향상에

따른 노동 가치의 상승이라는 점에서 불평등 해소와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서비스의 공여를 통한 실질 소득 상승효과가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 전반의 효용 증대나 직접적인 현금 공여에 따른 불평등 완화

                                      

11 본 연구에서는 어떤 특정한 가족 형태가 바람직하고 복지국가의 정책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는가를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

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더욱 정합적인 가족의 형태는 다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

에서 주안점은 가족의 사회통합 기능이 가족간 유대(family bond)의 양에 의해

유래한다고 보고, 가족 해체가 그와 같은 유대를 만들어내는데 취약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가족 해체는 가족 간 관계망의 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유대 수준이

약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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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견줘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지 분명하지는 않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적 공여와 수직적 불평등 완화에 직접적인 개입의 성격을 지니는

현금 이전 정책과 달리 사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해당 서비스와 관련한 욕구

수준에 따른 할당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불평등과의 관련성이

다소 모호해진다. 또한, 인적 자원의 보존 및 향상은 고용을 통한 소득 상승을

통해 불평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완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자원활동이나 정치적 참여와 같은 시민적 참여(civic participation) 

수준은 사회의 사회통합 수준을 드러내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Muntaner, 1999). 사회의 전반적인 공동체 참여 수준은 개인의 사회적

자원 수준을 높이고, 구성원의 위기 발생에 대한 공동체적 개입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자살 위험을 중재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회 서비스가 이와

같은 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사회 서비스가 개인의 이타적

행위를 촉진하는 영향과 사회 서비스의 전달 체계상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사회 서비스의 형태로 심리적 지지나 돌봄 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경험한 개인은 타인의 안녕에 대한 관심과 이타성을

고취할 가능성이 커진다(이지연, 2006). 타인의 안녕에 대한 관심과 이타심의

재고는 친사회적(pro-social) 행위를 자극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체적 참여 와

같은 방식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Hedstrom(2005)은 사회

서비스 공급을 통해 욕구 충족의 좌절을 통해 개인에게 생길 수 있는

공동체와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조절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사회 서비스를

통한 개인의 정서적 변화는 공동체 참여의 긍정적 효과를 더욱 촉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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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3) 스트레스 완충 효과

사회 스트레스 이론(social stress theory)은 사회 서비스가 삶의 질과

자살 위험에 미치는 중재 효과의 심리적 차원과 관련된 설명틀을 제공한다. 

사회 스트레스 이론은 사회적 원조가 개인의 생애사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위기 국면과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충격완화(buffering)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더욱 적응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Cohen et al., 1985). 

관대한 성격을 지닌 복지국가일수록 구성원의 사회적 지지의 확보

수준이 높기 때문에(Fiona et al., 2011), 위기 상황에 대한 개인의 대처 역량은

복지국가의 역할과 같은 정책 요인에 의해 제도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 특히, 

사회 서비스는 수요자의 스트레스 경감과 구체적인 욕구의 해소를 목적으로

개별화된 방식으로 공급된다는 측면에서 위기에 대한 개인의 역량을

직접적으로 중재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사회 서비스를 통한 공적 지원 체계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경우는 특히 노령에 따른 돌봄에 대한 문제나 정신건강과

관련된 원조 과정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대상 노인의 일상 생활 수행을 돕고, 그 가운데서 존엄한



86

노년을 살아가도록 돕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부양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통해 가족 전반의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Novak &  Guest(1989)는 노인 부양에 따른 부양가족의

스트레스의 원천을 시간적 장애, 자기 발전의 어려움, 신체적 어려움, 사회적

부담, 정서적 부담으로 다차원적으로 나누었는데, 노인장기요양과 같은 사회적

원조는 그와 같은 스트레스를 경감하여 돌봄에 대한 부담에 의한 삶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부양자의 부정적 태도가 다시 피부양

노인에게 전이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부양 가족에 대한 이와 같은 스트레스

경감은 노인의 삶의 질에 다시 긍정적인 되먹임을 할 수 있다. 노인 학대

행위자의 주요 특성이 돌봄 제공의 책임이 높은 주부양자이거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개인적 특징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점은(이미진, 김혜련, 2016), 

부양자의 스트레스가 노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기한다.

학교, 직장, 병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신건강 서비스는 수요자

개인의 정신건강을 증진해 삶의 질을 높이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경험도 완충하는 효과를 지닐 수 있다. 특히, 자연재해나 전쟁, 대규모 사고, 

자살 사건 발생 등으로 인한 광범한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전문적이고

조직화된 사후 원조 서비스는 건강한 애도를 유도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자살과 같은 추가적인 위험 행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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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Mahoney et al., 2005). 

실증 연구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역 단위 공급자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는 지역 자원의 발굴과 연계

과정을 통해 지역 내 취약 집단의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신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지역 서비스는 지역 수준에서 사회적 지지망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상호

원조 등을 통한 생활 서비스 자원의 확보와 스트레스 경감을 통한 전반적인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스트레스 완충과 자살 문제와 관련지어 한국의 노인 자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 노령 집단의 심각한 자살률은 사회 변화의 충격과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공적 기재의 부족으로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의 노령층은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화에 이은 탈산업화 과정에서 전통적

지위의 상실과 생산으로부터의 배제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한

연령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현재 노인 인구는 인구 팽창기를

동시에 경험한 코호트라는 측면에서 돌봄을 포함한 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둘러싸고 심화된 경쟁에 놓일 가능성이 있어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 경험 가능성이 크다. 2000년 이후 꾸준하게 관찰되고 있는

비정상적이고 급격한 수준의 노인 자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이와 같은 충격을

충분히 완충하는 사회적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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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연구 모형의 도출

지금까지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존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경제성과 관련 요인, 사회통합 관련 요인, 노령 및 정신건강 관련

요인, 문화적 요인으로 대별하여 살펴보고, 복지국가의 역할을 사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론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국가와 자살의

관련성은 Zimmerman(1987)의 논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복지국가의 역할은

자살 관련 요인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 혹은 조절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 요인을 여타의 요인과 함께 자살을

설명하는 모형에 포함하되, 다른 요인들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작용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안상훈(2005, 2011)에서 시도된 바와 같이 사회 서비스 지출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출 형태인 공적 현금

지출과 함께 모형에서 다루고 그 효과를 함께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다. 

복지국가의 주요 정책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현금이전과 사회서비스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이와 같은 구분은 복지국가의 정책 구성을 검토하는 기본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Barr, 1993). 두 가지 지출을 함께 다룸으로써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공적 사회 서비스 지출의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주제가 사회 서비스의 효과이므로 자살 관련

요인에 대한 조절효과는 사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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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분석 모형에 기존 문헌에서 다뤄진 요인을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전의 실증 비교연구에서 많이 다뤄진

경제성과나 가족 관련 요인 이외에도 거의 다뤄진 바가 없으나 미시 수준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정신병리나, 이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문화적

요인 등을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과 자살의 관련성을

다룬 이전 논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효용 증대 효과를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반적으로 함께 수반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변동을

함께 고려해야 해야 한다. 기존의 자살 관련 비교 연구에서 결론이 혼재되어

도출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분석에서 다루는 요인들이 연구자들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 분석에 포함되는 요인이 달랐던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때, 요인의 포괄적인 고려와 안정적인 효과 추정을 위해서는 다수의

요인을 다루는 비교 연구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요인 간 상관구조를

모형화하는 방법론적 고려가 필요하다.

<그림 1>은 앞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 모형을 그래프

구조의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모형에는 복지국가요인, 경제성과요인, 

사회통합요인, 노령 및 정신건강 요인, 문화적 요인에 속하는 변인들이

투입된다. 모형에서 다루는 변인 간 관련성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의 주효과를 다루는

부분이다. 주효과는 그림에서 방향이 설정된(directed)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두 번째는 공적 서비스 지출이 각 여타의 요인들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니는 조절효과에 관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공적 사회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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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위험 요인의 영향에 대한 억제와, 보호 요인의 영향에 대한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공적 사회 서비스의 조절

효과는 그림에서 방향이 설정된 점선으로 표시했다. 세 번째는 공적 서비스

지출이 다른 요인과 가지는 상관구조를 다루는 것이다. 상관구조는 그림에서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undirected)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상관구조를

모형에서 다루는 것은 정책 관련 요인이 여타의 환경적 요인과 지닐 수 있는

관계 구조를 모형화하여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의 추정에서의 안정성을

기하는 방법론적 차원의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 요인이 다른 제도적

요인과 어떤 상관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이들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는 정책수요-대응 관계나 정책이 지니는 제도적인 역할 보완 혹은

대체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관찰 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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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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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 방법

제 1 절 비교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본 연구는 분석 단위를 국가로 두고 자살을 다루는

비교연구(comparative study)다. 또한, 자살이라는 개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제도 수준의 변인을 결합해서 다룬다. 자살을 국가 수준에서 다루는

본 연구의 특성은 한계점이 있지만 고유한 장점도 있다. 방법론적 차원에서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와 장점을 이해하는 것은 분석 방법의 도출과 추후

분석 결과의 해석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Øyen(2004)은 비교연구의 공통적인 어려움으로 적절한 비교 대상의

선택 문제, 이상성이 높은 지역 단위의 결합 문제, 활용되는 개념이나 변수의

각 사회에서의 동질적 속성의 확보 문제를 들었다. 특히 자살과 같이 개인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행동의 발생 수준을 비교 연구에서 다룰 때 지역 단위의

결합 문제는 중요하다. 기존 자살 비교연구에서 드러나는 패턴 가운데 하나는

분석의 단위가 되는 지역의 수준(국가, 시군구 혹은 동과 같은 보다 작은

지역 수준)에 따라 분석에 포함된 요인들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국가 단위에서 비교 연구를 수행할 때 지표 통합에 포함된 하위 지역

간 이상성의 수준에서 다양한 변이를 보이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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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개별 국가들의

하위 지역 간 이상성에 대한 통찰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Øyen(2004)은 이런 문제는 비단 거시 비교연구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실증 사회과학 연구는 대부분의

경우 분석 단위에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한계를 안고 있으며, 연구

주제에 따라서는 분석 단위의 선택에서 가용한 대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살과 같은 주제를 연구자가 다룰 때는 개인

단위의 실증 자료를 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대안적으로 개인 단위 연구에서 자살 관련 행동(자해, 자살사고, 자살시도)을

검토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런 방식은 많은 경우 자살의 의도와

치명성 등의 측면에서 상이한 집단을 함께 묶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심리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이나 사회적 부검(social autopsy)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소수의 심도 있는 질적 연구들이 자살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도 윤리적 문제, 사례

확보 및 수집 가능한 정보의 양 등에서 드러나는 한계로 인해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Øyen(2004)은 한발 더 나아가 비교연구만의 장점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비교연구는 보다 일반화된 지식의 확장과 지역 특수적 지식의 강화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자살과 관련한 많은 변수가 분석 시기와 대상

지역에 따라 영향력의 크기는 물론 방향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일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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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자살이라는 현상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이 영향력의 발현 구조에 관여하고 있음을 점을 시사한다. 비교연구는

그와 같은 맥락적 요소를 분석에서 다룸으로써 개인 단위의 연구에서는

포착하기 힘든 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특정 현상에 대해 더욱

일반화된 이해를 도모하게 해준다. Stack et al.(1994)은 아노미의 확대와 같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특질은 애초에 거시적 맥락에서 타당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2

복지국가가 자살이라는 개인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또한 거시 비교적 관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한편, 비교연구의 또 하나의 장점인 지역 특수적 지식의 강화는 본

연구와 같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할 때 특히 중요하다. 비교연구는

기본적으로 변수 중심의 접근(variable-oriented approach)을 취하든 케이스

중심의 접근(case-oriented approach)을 취하든 분석에 포함된 지역의 특수성에

대해 자연스러운 검토를 하게 되고 지역의 특성에 대한 기존의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은 특정한 사회적 산출에 영향을 미친

국가별 특성과 정책 관련 요인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정책 수립에 중요한

                                      

12 최근에는 개인 수준에서도 아노미를 측정하는 Zhao et al.(2010)과 같은 연구

도 시도되고 있다. 이런 시도는 거시적 사회 변인으로만 다루던 현상들을 개인 단

위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가용한 실증 자료와 타

당한 방법론적 개선이 이뤄진다면 이와 같은 통합적 시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

각한다. 그러나 개인적 수준에서 관찰되기 어려운 사회 전반의 문화적, 제도적 특

질은 존재하며 이와 같은 특질은 거시적 관점을 통해서 포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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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습(policy learning)의 기회를 제공한다. Rose et al.(2008)은 역학과 관련한

연구에서 사회적 수준에서의 분석 결과가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관련 문제 영역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좀 더 주제를 한정하자면 자살 비교연구에 대한 Stack et al.(1994)의

제언도 검토의 의미가 있다. 이들은 자살 연구의 전통을 크게 심리학적

관점(psychological perspective)과 사회학적 관점(sociological perspective)으로

대별하고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며, 많은 경우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고찰했다. 그들은 집단 수준에서 수행한 자살 연구 결과가

개인의 자살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증거(conclusive evidence)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그렇지만 거시적 수준에서 다뤄진 영향 요인은

개인 단위의 인과적 구조에서의 의미를 살펴보는 '개인화된 해석(individualistic 

interpretation)'을 통해 현상에 대한 더 깊은 통찰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기존 비교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적 통합의 이뤄지지 않아 그

결과를 자살에 대한 실증 증거로 삼아 구체적인 개입 전략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Shah(2008)와 같이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출산율을 활용하여 자살률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더라도 출산율이 어떻게 사회통합과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측정된 사회통합이 개인의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해석하여 결과의 의미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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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서 가능하다면 분석 결과를 개인 단위의 후속 연구를 통해 재검증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제 2 절 분석자료

분석 대상은 분석 모형에 필요한 자료가 수집된 25개 OECD 

회원국이다.분석
13

기간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적으로 1980년

중반부터 2011년 전후까지 약 25년의 기간을 다룬다. <표 1>은 분석에 투입할

변수와, 자료의 출처를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OECD(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UN(United Nation), World Value Survey(World Value Survey, 2014), Minority at 

Risk(Asal et al., 2008)의 연도별 데이터를 결합해서 국가 패널 자료를 구성한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한 결합 데이터의 총 관측 수는 547건이다.

OECD, UN, WHO를 출처로 하는 데이터의 경우는 대부분 연간 자료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나, 나머지 자료원의 경우는 관측 시점이 차이가 있다. 

                                      

13 분석에 포함된 25개 국가를 ISO 국가 표기에 따른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호주(AUT), 캐나다(CAN), 스위스(CHE), 칠레(CHL), 체코(CZE), 독일(DEU), 스페

인(ESP), 에스토니아(EST), 핀란드(FIN), 프랑스(FRA), 헝가리(HUN), 이탈리아(ITA), 일

본(JPN), 한국(KOR), 멕시코(MEX), 네덜란드(NLD), 뉴질랜드(NZL), 노르웨이(NOR), 폴

란드(POL), 슬로바키아(SVK), 슬로베니아(SVN), 스웨덴(SWE), 터키(TUR), 영국(UK), 미

국(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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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WVS와 같은 경우는 조사가 5년 전후의 주기를 가지고 단속적으로

이뤄졌다. 분석에 포함되는 변인의 완전한 정보가 있는 연도만을 택하여

분석할 경우 관측점이 급격히 줄어들어 자유도의 한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WVS와 같이 국가별로 조사 시점이 다른 자료의 경우

케이스의 결합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변수 추정에 있어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더라도 시계열 자료의 결측치를 추정하여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각년별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연도별 결측지를

좌측 및 우측 방향의 측정값을 정보로 내삽(interpolation)하는 방식으로 통해

보간하였다. 이 때, 결측치에 대한 추정은 선형성(linearity)을 가정했다.

WVS를 바탕으로 활용하는 문화 관련 변수들은 1년 단위 수준의 빠른

변동이 있기보다는 변화 속도가 느린 변인이기 때문에 보간을 통한 값의

추정과 활용에서 문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방법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소수민족의 구성과 차별을 다루고 있는 MAR 데이터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차례에 걸쳐 측정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평균으로 계산하여 분석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이 측정값의

변이를 확보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으나 소수민족의 구성 비율이나 민족

차별 수준도 조사 기간 내에서 국가 간 차이를 크게 만들 정도로 빠른 변동이

예상되는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분석에 포함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OECD 회원국과 같이 일정한 제도적 발전을 이룩한 국가에서 인종 구성이나

차별 수준에서 불안정한 급격한 변동이 없을 것으로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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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활용되는 변수와 그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과변수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전체 자살자 수로 정의하였다. 복지국가의

요인은 공적 사회 서비스 지출과 공적 현금 지출로 나누어 분석에 포함한다. 

지출 수준은 GDP대비 퍼센트 값을 활용했다. 본 연구의 목적인 사회 서비스

지출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또 다른 지출 형태인 공적 현금 지출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변인을 함께 모형에 투입할 것이다.

<표 1> 활용 변수와 자료 출처

구분 분류 변수 및 정의 출처

결과변수 자살 [자살률]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자살자 수(명) WHO

설명변수 복지국가요인 [공적사회서비스지출] GDP 대비 공적 서비스 지출수준(%) OECD

[공적현금지출]GDP 대비 공적 현금 지출수준(%) OECD

경제성과요인 [로그1인당GDP] 일인당 GDP(2005 USD)에 대한 로그값 OECD

[경제성장률] 전년대비 1인당 GDP 성장률(%) OECD

[실업률] 근로가능세대 중 실업자 비율(%) WB

[고용률] 근로가능세대 중 노동시장 참여 비율(%) OECD

사회통합요인 [불평등] Gini계수 * 100 UN

[가족해체] 1인가구 증가 및 혼인가구 감소 비율의 합 UN

[출산율] 합계출산율(명) UN

[공동체 참여] 노동/정치/비영리 단체 실질가입 수 가중

평균
WVS

[다문화] 민족별 인구 구성에 대한 엔트로피 지수 MAR

[차별] 소수민족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차별 수준의 합 MAR

[종교] 종교활동 참여 수준에 대한 가중 평균 W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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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노령화] 65세 이상 인구 비율(%) UN

정신건강요인 [정신병리] 정신질환에 의한 10만명당 DALY(년) WHO

[알코올 소비]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랑(리터) WHO

문화적 요인
[경제성취문화] "일의 중요성"과 "여가의 중요성" 역코딩

합산값의 가중평균
WVS

[자살용인문화] "자살 허용 정도"에 대한 가중평균 WVS

주: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 OECD(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UN(United Nation) ; WB(World Bank) ; WVS(World Value Survey) ; 

MAR(Minority at Risk)

경제성과요인에는 1인당 GDP, 경제성장률, 실업률, 고용률을

포함하였다. 2005년 USD 기준으로 측정된 1인당 GDP는 실제 분석에서는

로그값을 취하여 투입하였다. 경제성장률은 1인당 GDP의 전년대비

변화수준을 백분율고 구하여 변수를 구성했다. 실업률과 고용률은 각각 생산

가능 연령집단(15~64세)의 인구수 대비 실업자 수와 노동시장 참여자 수의

백분율을 사용했다. 

사회통합요인에는 불평등, 가족해체, 출산율, 공동체 참여 수준, 종교

활동 수준이 포함되었다. 불평등은 Gini계수를 활용하되, 분석 결과 검토의

편이를 위해 100을 곱하여 스케일을 조정하였다. 가족해체 수준은 1인가구의

증가 수준과 부부 가구의 감소 수준을 합하여 구하였다. 사회통합과 관련한

가족의 역할이 가족 구성원 간 유대(family bond)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과

관련되어 있다면, 가구원의 구성 변화를 포괄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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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1인 가구는 가족 간 유대를

경험할 기회가 적다는 점에서 증가 수준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가 확연히 관찰되는 사회가

많기 때문에 이를 분석에 포함하는 것은 시의성이 있다. 또한 이혼 발생

수준을 통해 기혼자의 가족 유대 수준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을지라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혼 추세와 같이 처음부터 부부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성인들의 동향을 포착하여 이를 가족 해체 수준으로 포괄적으로 계측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편, 장기간에 걸친 비교 가능한 지표의 확보에서 어려움이 있는

문제도 있지만 이혼율이 아닌 부부 가구의 감소 수준을 분석에 포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이혼 및 재혼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가족 구성원

간 유대 수준에서 이혼이 의미하는 바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Lester(1994)는 미국의 이혼율과 혼인율이 각각 높은 특성이 있음을 관찰하고, 

이를 미국의 경우 재혼이 활발한 사회라는 점을 통해 설명했다. 즉, 재혼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문화권에서는 단순히 이혼이 많다고 해서 가족 간 유대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재혼이 활발한 사회에서 이혼율은 가족

유대의 감소를 드러낸다고 하기 보다는 가족 구성의 유연성과 관련된 지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부 가구의 비중 감소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 5세 단위로 측정된 연령 및 성별 인구 가운데서 1인

가구의 증가 비율과 부부 가구의 감소 비율의 전년 대비 변화량을 합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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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유대 수준의 감소를 수준을 측정하였다.
14

공동체 참여 수준은 노동 관련 단체, 정치 관련 단체, 비영리 단체에서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멤버십(actual membership)의 수를 합산하여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중치를 활용해 가중평균(weighted mean)한 값을 구하여

모형에 투입했다. MAR자료에는 국가별로 소수민족의 인구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과 이들 소수 민족의 구성비를 바탕으로

엔트로피 지수를 계산해서 다문화 수준을 측정한다.
15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수준은 한 사회 내에서 각 소수민족에 대한 경제적 차별 수준과 정치적 차별

수준을 합산한 값을 사용한다. 두 차별 지수는 각 0-"차별 없음"-에서

4-"배제적(exclusive)이며 탄압적인(repressive) 정책"-의 5점 척도로 제시되어

있다.
16

종교 활동 수준은 참여 정도를 8단계로 물은 WVS의 설문에 대한 응답

                                      

14 이와 같은 방식은 인구학적 구조-성 및 연령 등-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되

고 있는 방법으로서 대표적으로 자살률의 인구학적 변동을 다룬 Gerard(1993)의

연구에서 활용되었으며, 국내 연구의 경우는 노법래(2013)에서 활용된 바가 있다.

15 민족구성과 같은 명목 변수의 변이(variance) 측정에는 엔트로피 지수가 유용

하다. 엔트로피를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면

서 계산이 간편한 새년 엔트로피(Shannon's entropy)값을 사용한다. 한 시점에

한 사회의 k민족의 인구수를 로 둘 때, 민족구성의 엔트로피 값은 로 구할 수 있

다. 1의 경우는 완전한 다문화 상태(구성원이 모두 다른 민족)를 의미하며 0은 단

일 민족을 의미하게 된다.

16 『Minorities at Risk (MAR) Codebook Version 2/2009』에서는 "배제적이고 탄압적

인 정책"에 대해서 정치 영역에 대해서는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해당 집단의 정

치적 참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공공 정책이 존재하는 경우"로, 경제 영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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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사용했다. 원래 자료에서는 1이 "주 1회 이상 참여"이고 8이 "거의

참여하지 않음"이지만, 해석의 편의상 값이 커질수록 빈번히 참여하는 것으로

조정하기 위해 역코딩 후 가중평균을 계산했다.

노령 및 정신건강 요인에 속하는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노령화는 UN이 제공하는 인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했다. 정신병리 수준은 정신질환에 의한 10만 명

당 DALY(disability-adjusted life year)를 사용한다. DALY는 각 사회의 질병의

유병률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질환에 의한 수명의 감소분과 장애의

발생으로 인해 노동 능력 상실 시간을 총량적으로 추정한 값으로써, 이는

특정 질환의 발현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것이다. 

여기서는 정신질환에 의한 10만 명 당 손실 연도를 한 사회의 정신병리

수준으로 보기로 한다. 알코올 소비량은 연간 일인당 알코올 섭취량을 리터

단위로 계산한 값을 사용한다.

문화적 요인 가운데서 경제적 성취에 대한 가치 우위를 측정하는 성취

중심 문화는 WVS 설문 문항 가운데서 "일의 중요성"에 대한 4점 척도의

설문 문항과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4점 척도의 설문 문항에 대한 역코딩

값을 합산하여 가중 평균한다. 따라서 여가의 중요성보다 일의 중요성을 더

                                                                                                        

서는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기회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공공 정책이 존

재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http://www.cidcm.umd.edu/mar/data/mar_codebook_Feb09.pdf 

(2015년 5월 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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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보는 개인일수록 성취 중심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자살 용인 문화는 WVS의 문항 가운데서 "자살은 용인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10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의 국가별 가중 평균값을 사용하기로 한다.

제 3 절 통계 분석

분석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한다. 선행하는 두 단계는

기술적(descriptive)이고 탐색적(exploratory)인 성격을 지니며, 세 번째 단계는

연구 모형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확증적인(confirmative) 검토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첫 단계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변수인 국가별 자살률의

추이를 개괄적으로 검토한다. 여기서는 국가별 자살률의 비교를 위해서

탐색적인 자살률 궤적 유형화를 시도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복지국가의

사회 서비스 지출과 공적 현금 지출의 국가별 궤적과 각 지출과 자살률 간의

일차적(first-order) 관련성을 검토한다. 두 번째 단계의 말미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공적 사회 서비스 지출과 자살률 간의 관련성에

대한 탐색적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세 번째 분석 단계에서는 종단적 경로모형을 활용한 연구 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를 다룬다. 여기서는 복지국가의 지출만을 포함한 모형, 복지국가

지출을 제외한 관련 요인을 투입한 모형, 전체 요인과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최종 모형 순으로 분석 결과를 검토하기로 한다. 연구 모형을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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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나눠 살펴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다루는 변인의

포괄적인 성격과 정책 효과의 동시적 고려는 설명 변인 간 높은 공선성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분석 단위가 국가인 경우 자유도의 한계와 분석

대상이 높은 수준의 질적 고유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인한 모형화되지 못한

복잡한 변인 간 구조가 분석 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기능성이 크다. 

따라서 모형의 단계적 확장을 통해 분석 결과의 비교는 그와 같은 변인 간

내적 구조가 어떻게 작용하여 최종적인 결과를 유도하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복수의 모형을 검토함으로써 보다 현상을 보다

강건하게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즉, 모형의

변화에도 일관된 영향력이 포착되는 요인이 있다면 해당 변인이 지닌

영향력의 강건성 정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 연구는 최종 모형에 대한 검토 결과의

강건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서 분석 케이스의 변화에

따른 추정 결과의 변동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론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분석에 포함되는 국가의 변동에 따라 분석 결과가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특히 어떤 변인이 분석에 포함되는 케이스에 민감하게 결과가

변동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이와 같은 방법이 시도된 바는

없으나, 분석에 포함되는 케이스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교 연구에서 분석

케이스에 따라 결과가 민감하게 변할 가능성이 큰 점은 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일반화를 위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과정에 대한 상술은 연구 모형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해당 내용을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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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단계별로 활용하는 자료 분석 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분석 단계는 시계열 구조 비교를 위한 시각화(visualization)와 변수간 일차적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한 상관분석을 주로 활용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종단경로회귀모형(longitudinal path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종단자료에 대한

주효과, 상호작용효과, 그리고 상관구조를 포함하는 연구 모형을 검증한다.

지금까지 통계적 기법을 바탕으로 수행된 대부분의 실증 비교연구는

투입되는 변인 간의 관련구조를 모형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단일방정식(single-equation) 방식이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선형회귀식에서 패널 간 이상성이나 시계열적 비정상성을 모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과 같이

인과 과정(causal process)을 고려하려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연구는

비구조화된(unstructured)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Babones, 2013). 

규명하고자 하는 현상에 따라 큰 제한이 없다면 단일방정식 형태의

분석 방식이 지니는 간명성(parsimony)은 실증 연구에서 중요한 장점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와 같이 정책 효과를 검토하려는 경우 구조화된 접근이

지니는 유용성은 크다. 왜냐하면, 정책이 궁극적인 정책 목표에 이르기까지는

정책의 집행, 정책산출(output), 산출결과(outcome)의 과정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 요인과 산출 결과와 관련된 여타의 요인

간 관련구조가 이론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변인 간 복잡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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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조를 적절히 모형화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일부 비교연구와 같이 경로 모형을 이론적으로 구성하고 각

경로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하여 이를 결합하는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반복적 방식으로 수행된

경로분석은 두 가지 점에서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 첫째, 경로분석은 각

회귀식에 투입되는 설명변수 간 상관구조를 적절하게 포착하기 어렵다. 거시

비교에서 다루는 다수의 변수가 변수 간 상관성이 대체로 높을 가능성이 크고, 

국가 간에는 변수의 상관구조에서 변이가 큰 경우가 많으므로 경로분석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회귀 모형에 의해 추정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중요한 두 번째 한계는 추정의 반복에 따른 1종 오류율(type I 

error rate inflation)의 증가(Field, 2013)와 관련이 있다. 통계적 시행을 반복하면

1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급격히 커진다. 경로분석 결과를 두고 각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바탕으로 이를 조합하여 결과를 도출할 경우, 

오류 발생 가능성의 증폭으로 인해 틀린 정보에 입각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본 연구는 종단경로회귀모형(longitudinal path regression analysis)을

연구 모형의 검증에 활용하고자 한다. 종단경로회귀모형은 다층회귀분석을

구조방정식 분석 틀에 적용하여 변인 간 경로나 상관구조를 모형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Muthén et al., 2012).  <그림 2>는 종단경로회귀모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분석은 크게 패널 자료의 내재적 구조(nested structur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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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기 위해서 패널 내 모형(within model)과 패널 간 모형(between model)으로

나뉘게 된다. 예시 모형에서는 두 개의 회귀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y1을

결과변수로 x1, x2를 설명변수로 하는 식 1과, y2를 결과변수로 하면서 y1과

x3을 설명변수로 하는 식 2가 연구모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식이다. 예시

모형에서 패널 내 모형은 패널에 따라 달라지는 무작위 절편과 아울러 패널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정효과를 기울기의 변화로 포착하는 혼합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은색 동그라미는 <그림 2>의 하단에서 도식화한 패널 간

모형에서 다루는 무작위 절편을 의미한다. 패널 간 모형에서 두 결과변수 y1, 

y2가 잠재변수(latent variable)를 의미하는 원형 안에 표기되어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무작위 절편은 패널 간 차이를 반영하는 잠재변수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작위 효과를 반영하는 변수 w가 있을 경우 함께 모형화할

수 있다.

경로분석은 <그림 1>에서 제시한 경로 모형을 종단경로회귀모형에

적용하여 실시한다. 투입되는 변수는 패널 내 모형의 경로구조에서 투입하여

다루며, 패널간 차이는 국가별로 무작위 절편을 가정하였다. 경로계수의

추정은 최대우도 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식을 활용한다. 

최대우도 추정은 분석에 포함되는 케이스별로 나타나는 관측 시점에서의

차이나 시변동 변량에 대한 무작위 기울기를 함께 모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단데이터 분석에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처럼 분석에 포함되는 패널의

시계열에서 차이가 있고 국가 패널간 이상성이 높은 경우 최대우도 추정을

활용한 분석이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Lon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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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종단경로회귀모형의 도식화

서론에서 논한 것과 같이 비교 연구는 분석에 포함하는 케이스의

선택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분석 단위가

국가와 같이 큰 경우 케이스가 지니는 높은 내적 이상성으로 인하여 선택된

케이스의 특성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비교 분석의

대상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연구 맥락에 따라서 분석에 포함되는

국가에 대한 이해와 관찰하려고 하는 현상 간 관련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으나,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관련해서 한계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비교 연구에서 다뤄진 바가 적은

케이스의 변화에 따른 추정 결과의 변동을 관찰하는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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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통계 실험은 분석

국가를 한 개에서 세 개까지 제외하는 세 조건에 속하는 모든 가능한 분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조건별로 분석에

포함된 요인의 계수 변동 수준을 검토하고, 분석 케이스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추정 결과가 변화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제시할 것이다.

분석은 Mplus 7.11(Muthén & Muthén, 2012)과 통계 언어인 R 3.3.2(R 

Core Team, 2016)를 기본적으로 활용한다. 종단경로모형에 대한 분석은 Mplus 

7.11의 함수를 활용하고, 분석자료에 대한 정리, 시각화 및 기타 분석은 주로

R 3.3.2 환경에서 진행하였다. 분석 케이스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의 수행과

결과의 취합은 Mplus 7.11을 제어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R 언어 환경에서

작성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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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자살률의 추이

<그림3>은 25개 국가의 남녀를 포함한 전체 자살률의 추이를 보여주는

수직 그림(horizon plot)이다.
17

전반적인 추세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각

연도의 평균값의 변화(Avg.)도 함께 제시하였다. 색의 진하기로 표현된 각

단계는 10만 명 당 자살자수 15명을 의미한다. 국가별 자살률 추세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비교적 관점에서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탐색적인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모든 국가의 전체 조사기간 내 자살률의

평균(15.24)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국가(HIGH)와 그렇지 않은

국가(LOW)로 나누고, 국가별로 퍼센트로 측정된 조사 초기 시점과 마지막

시점의 변동 수준의 전체 평균(-7.48)을 기준으로 자살률이 감소한

국가(BETTER), 더 악화된 국가(WORSEN)로 나누어, 네 개의 유형으로

                                      

17 패널이 다수이면서 패널 간 수준차와 변동이 심한 시계열 자료의 시각적 비교에

적합한 그림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적인 시각적 검토는 시계열 자료의 전

반적 특성의 이해는 분석 모형의 구성과 해석에 있어 유용성이 크다. 수직그림

(horizon plot)은 다수의 패널이 존재하는 시계열 데이터의 검토에 유용성을 지닌다

(Herr et al., 2009). 수직그림의 원리는 값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될 경우 이를 중첩해서

그리는 것이다. 수직그림을 통해 패널간 값의 추세와 추세에서 드러나는 시계열 패턴

을 보다 쉽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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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여 그림으로 나타냈다. 아울러 각 그룹별로는 자살률의 감소 수준별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였다.
18

먼저 조사 시기 동안을 아우르는 평균 자살률이 낮으면서 자살률의

감소가 관찰되는 그룹(LOW-BETTER) 집단은 10개국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서 스웨덴이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분석 기간

전체의 자살률 평균은 10만 명당 15.09명이었으며, 분석 초기 시점인

1980년에는 20.0명이었는데, 분석 최종 시점인 2012년의 경우는 11.8명으로

초기 시점 대비 72.4%의 큰 폭의 감소 수준을 보였다. 이 집단에 속하는

국가는 스웨덴과 아울러 독일, 슬로바키아,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호주, 터키, 네덜란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전체의 자살률 평균은

10.67이었으며 자살률의 평균 감소폭은 -26.49%였다.

조사 기간 내 전체 자살률의 평균은 높지만 감소 추세를 보인

집단(HIGH-BETTER)에는 7개 국가가 속했다. 특히 에스토니아의 경우 전체

기간의 평균 자살률은 28.73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조사

                                      

18 악화(worsen)의 구분이 전체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미국이나 일본과 같

이 약한 마이너스 변동(각각 -1.57%, -0.95%)을 보이는 국가와 같이 절대적으로는 감소

한 국가를 포함할 수 있다. "악화"는 본 연구에서 전반적 수준과의 비교적 관점에 따

라 분류된 것이다. 여기에 속한 나머지 국가들이 모두 자살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는 점에서 용어 사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예외적인

두 국가도 분석 초기 시점이 아니라 최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최근까지 자살률 상

승이 나타나는 국가로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관찰되는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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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1981년)부터 조사 후기(2012년)까지 자살률이 39.20에서 16.60으로 초기

시점 대비 57.65% 수준으로 급감하는 변화를 보였다. 이 집단에는

에스토니아와 함께 헝가리, 스위스, 슬로베니아, 핀란드, 체코, 프랑스가

포함되었다. 자살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회적 부검의 실시 등을 통해 자살률

감소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받는 핀란드의 경우 조사 초기 시점(1980)부터

조사 후기 시점(2012)까지는 26.10에서 15.60으로 조사 초기 시점 대비

40.22%가 감소했지만, 자살률 최고 시점(1990년)을 기준으로 하면 30.20에서

15.60으로 자살률이 55.93%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집단에 속한

국가의 시기 전체의 평균 자살률은 23.59였으며, 감소율을 평균은

-41.56%였다.

세 번째 집단은 평균적인 자살률은 낮지만, 자살률이 상승하는 추세가

관찰되는 집단(LOW-WORSEN)이다. 자살률이 상승하는 집단의 경우는

앞서와는 반대로 자살률이 증가하는 국가를 대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쪽의 국가부터 살펴보는 것이 비교 목적상 더 편리하다. 칠레의 경우 전

기간 평균 자살률은 9.00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조사 초기 시점(1980)에서

후기 시점(2011) 간 자살률의 변동은 6.00에서 12.30으로 105.00% 수준으로

높아졌다. 여기에는 멕시코, 스페인, 폴란드, 뉴질랜드, 미국이 속했다. 집단

전체의 평균 자살률은 10.67이고, 평균 증가율은 40.6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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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체 자살률 추이

마지막은 조사 시점에 걸친 평균 자살률도 높으면서 자살률 악화의

추세가 관찰되는 집단(HIGH-WORSEN)이며, 여기에는 동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조사 시점 전체의

평균 자살률은 19.26이었으며, 자살률의 변동은 분석 초기 시점(1985년)과

후기 시점(2012년) 간 11.20에서 29.10으로 무려 159.8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서 최고 수준의 악화를 뜻한다. 특히

분석 시점 내 자살률이 가장 낮은 해(1988년)와 가장 높은 해(2009년)의

자살률은 8.4에서 33.8으로 302.38%의 앙등을 보이는 심각성을 보인다. 한국과

일본 두 국가의 자살률의 전체 평균은 20.00이었으며 평균 증가율은 79.44%로

나타났다. <표 2>는 국가별로 조사 기간 내 자살률의 평균과 변화 수준 및

자살률 궤적 유형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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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체 자살률 궤적의 국가별 요약

국가 자살률 평균 자살률 변동 궤적 유형

Sweden 15.09 -42.00 low-better

Germany 13.02 -38.60 low-better

Slovak Rep. 13.24 -32.74 low-better

Canada 12.77 -30.46 low-better

U. K. 7.71 -27.17 low-better

Italy 7.21 -26.58 low-better

Norway 13.15 -22.14 low-better

Australia 12.25 -17.89 low-better

Turkey 2.03 -15.00 low-better

Netherlands 10.27 -12.28 low-better

Estonia 28.73 -57.65 high-better

Hungary 35.46 -55.38 high-better

Switzerland 20.17 -54.92 high-better

Slovenia 28.65 -47.90 high-better

Finland 23.56 -40.23 high-better

Czech Rep. 16.87 -36.91 high-better

France 19.55 -23.67 high-better

Avg. 15.73 -15.80 high-better

U. S. 12.25 -1.57 low-worsen

New Zealand 13.35 -0.00 low-wor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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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살률 평균 자살률 변동 궤적 유형

Poland 14.83 15.44 low-worsen

Spain 7.36 32.69 low-worsen

Mexico 3.94 92.31 low-worsen

Chile 9.00 105.00 low-worsen

Japan 20.74 -0.95 high-worsen

Korea 19.26 159.82 high-worsen

지금까지의 검토를 바탕으로 분석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가별 자살률의 시계열적 특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계열적

정상성(stationary)와 관련해서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전체

자살률의 시계열 추세(trend)에서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 일본은 추세가

약하게 관찰되는 국가였다. 한편,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스위스는

상대적으로 높은 자살률에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평균 수준으로

이행하는 구조를 보였다. 이와 반대로 칠레, 한국, 멕시코는 수준 차이가

있지만, 상승 추세가 존재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추세의 다양성에 더해서

자살률의 전반적 수준도 국가별로 변이가 컸다. 전체 자살률에서 터키, 멕시코, 

영국과 같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낮지만, 에스토니아, 헝가리, 한국

등은 큰 격차를 두고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살률에 대한 시계열적 비교에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역동성을

바탕으로 이론적, 방법론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먼저 이론적 함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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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별로 자살률 패턴이 매우 상이하며, 그와 같은

상이성은 전반적인 위험 수준과 추세에서 모두 드러난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런 다양성은 자살 위험이 각 사회의 제도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만약, 자살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시기적

변동이 매우 느린 문화적 요인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자살을

우울과 같은 개인의 미시적 특성으로 환원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심리학적

환원주의(psychological reductionism)를 취하면 국가별로 드러나는 이와 같은

역동적인 양상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살률에서 드러나는

국가내, 국가간 역동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그리고 복지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메커니즘적으로 결합되는 중범위적인 수준의 제도적 설명이

동원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살률의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살률은 국가별로 추세와

진폭(fluctuation)이 상이하다. 따라서 분석에 포함할 국가와 관측 범위의 선택

및 시계열적 비정상성(nonstationarity)을 어떻게 적절하게 모형화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이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자살률을 다룬 기존

비교연구에서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추정이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적 원인으로써 결과 변수인 자살률에서 드러나는

시계열적 상이성을 적절하게 모형화하지 못한 방법론적 한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적 시도가 필요하다. 다만 국가 간

자살률의 시계열 구조에서 동시적 상관성(contemptuous correlation)은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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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적인 수준에서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살률의 시계열

양상에서 드러나는 패널간 이상성(heterogeneity)을 모형에서 다루면서

안정적인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강건한 추정 방식이 연구 방법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복지국가 지출과 자살률

지금부터는 핵심 설명 변수인 복지국가 지출의 국가별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서 복지국가 지출과 자살률의 관련성을 탐색적인

수준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림 4>는 현금 지출과 사회 서비스 지출의 국가별

변화를 시기순으로 이어서 나타낸 것이다. 가로축은 현금 지출 수준을

의미하며, 세로축은 사회 서비스 지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비교의 편이를

위해서 분석기간 내 서비스 지출 수준의 평균을 바탕으로 집단을 네 개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그림에 표시된 것과 같이 좌상단의 그림을 시작으로

각각 1위~6위, 7위~12위, 13위~18위, 그리고 19위~25위의 국가로 묶어서

나타냈다. 각 그룹의 전반적인 추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굵은 선(T)으로

연도별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진행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했다.
19

                                      

19 <그림 6>을 해석할 때 가로축인 현금 지출 수준과 세로축인 서비스 지출 수준

의 스케일이 다소 다른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울기를 통해

다 지출간 상대적 비중의 변동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검토할 목적으로 축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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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간에 걸쳐 서비스 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지출 수준의 전반적인 변동은 <그림 6>의 좌상단 그림에서 드러나듯, 

현금 지출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면서 동시에 서비스 지출이 상승하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국가들의 분석 기간 전체의 현금 지출 수준의

평균은 14.51(SD=3.14)이었으며, 서비스 지출은 9.48(SD=2.32)이었다.

다음으로 7위부터 12위에는 핀란드, 뉴질랜드, 일본, 미국, 호주, 

스페인이 속했다. 전체 현금 지출의 평균은 11.31(SD=3.34)로, 서비스 지출의

평균은 7.02(SD=1.50)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공적 현금 지출 구조의 변화에서

드러나는 변이가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체 추세는 수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들 국가들 사이에서 현금 지출 수준이 평균과 가깝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기 보다는 시기 간 현금 지출의 변동이 관측치

내에서 일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좌상단의

국가들과 달리 이들 집단은 핀란드와 뉴질랜드가 다소 복잡한 변동을 보이나

나머지 국가들은 공적 현금 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 지출도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13위부터 18위의 하위권 국가가 속해 있는 좌하단 그림에서는 캐나다, 

이탈리아, 스위스,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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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현금 지출은 점차 증가하지만, 서비스 지출의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전체 공적 현금 지출 수준은

13.46(SD=3.22)으로 두 번째 집단보다 더 높은 양상을 보이면서, 사회 서비스

지출 수준은 6.83(SD=.95)으로 더 낮고 국가 간, 국가 내 분포가 밀집된

모습을 보였다.

<그림 4> 공적 현금 지출과 서비스 지출의 추이

사회 서비스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우하단 집단은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한국, 칠레, 폴란드, 멕시코, 터키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적 현금 지출의 전체 평균은 7.97(SD=5.43)이었으며, 서비스 지출은

4.36(SD=1.28)이었다. 이 집단의 전반적인 추세는 현금 지출 수준이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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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양상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지출은 앞서 살펴본 세

번째 국가군과 유사하게 국가간, 국가내 변동 수준이 비교적 적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지금까지 두 가지 형태의 복지국가 지출에 대한 국가별 추이를

전반적인 수준에서 검토했다. 앞서 살펴본 자살률의 변동과 연관 지어 볼 때, 

꾸준한 자살률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스웨덴이나 핀란드와 같은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복지국가 지출이 높은 가운데, 사회 서비스 지출 수준을 점점

높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절대적인 수준에서 차이는 있으나

멕시코나 한국과 같이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복지국가의 전반적인 지출 수준 자체가 낮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자살률에서

정체를 보이는 다수의 국가들이 현금 중심의 지출 구조를 보이는 등 복지국가

지출과 자살률 간의 관련성에 대한 탐색적인 수준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안상훈(2005, 2007)에서 제시된 바와 복지국가 간 서비스 지출과 현금 서비스

간에 다양한 조합이 존재하고 시기적으로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 복지국가의 지출 구조에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차이는 두 가지

지출과 자살률의 관련성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 중요한 분석적

함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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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복지국가 지출과 전체 자살률 간 국가내 상관성

<그림 5>는 각 국가 내에서 관측된 전체 자살률과 공적 현금 지출 및

사회 서비스 지출의 상관성을 요약한 것이다.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05)인 경우 막대를 진하게 표시하였다.
20

흥미로운 점은 현금

지출의 경우는 전체 자살률과 정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가 많고 전체

상관계수의 평균도 양의 부호를 보이는(r=.11) 반면에, 서비스 지출의 경우는

상관계수의 전체 평균이 음의 값(r=.27)을 가지면서 국가별로도 양자 간에

음의 상관이 관찰되는 국가가 다수라는 점이다. 이는 개별 국가 수준에서

사회 서비스 지출과 전체 자살률 간에 음의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본

                                      

20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료를 국가별로 쪼개서 지출과 자살률 간 상관계수를 구

하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도 검증을 통과할 만큼 충분한 자유도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서 다루는 국가별 상관성은 탐색적인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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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주제와 관련해 중요한 관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패턴이 확증적

수준으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후 분석 과정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표 3> 국가별 자살률과 서비스 지출 간 관련성에 대한 분석 결과 정리

국가
자살률 시계열적

패턴
서비스 지출 수준(R)

자살률과 서비스 지출의

상관성

Sweden low-better 1 -

Germany low-better 1 -

Slovak Rep. low-better 4 ?

Canada low-better 3 ?

U. K. low-better 1 -

Italy low-better 3 -

Norway low-better 1 -

Australia low-better 2 -

Turkey low-better 4 ?

Netherlands low-better 1 -

Estonia high-better 4 ?

Hungary high-better 3 ?

Switzerland high-better 3 -

Slovenia high-better 3 ?

Finland high-better 2 ?

Czech Rep. high-better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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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살률 시계열적

패턴
서비스 지출 수준(R)

자살률과 서비스 지출의

상관성

France high-better 1 -

U. S. low-worsen 2 -

New Zealand low-worsen 2 ?

Poland low-worsen 4 ?

Spain low-worsen 2 ?

Mexico low-worsen 4 +

Chile low-worsen 4 +

Japan high-worsen 2 +

Korea high-worsen 4 +

<표 3>은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서비스 지출 수준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를(R=1)부터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R=4)까지 표시했으며, 자살률과 서비스 지출의 상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05)으로 포착된 부호를 제시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경우는 물음표로 나타냈다. 자살률의 시계열적 패턴이 "low-better"에

속하는 집단의 경우 과반인 6개 국가가 서비스 지출 수준이 중위값

이상인(R<3)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국가는 자살률과 서비스 지출의

상관성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 관련성이 나타났다. 스웨덴, 독일,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호주가 여기에 속했다. 예외적으로 슬로바키아, 캐나다, 

터키는 서비스 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두 변인의 상관성도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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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수준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자살률이 조사 시간에 걸쳐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이지만

감소 추세가 관찰되는 집단인 "high-better"의 경우 앞서 살펴본

"low-better"집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서비스 지출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자살률과 서비스 지출간

관련성이 음인 세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자살률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의

상관이 관찰된다는 것을 통해 프랑스를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서비스 지출

수준이 낮지만 꾸준히 서비스 지출 수준을 높여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속하는 국가는 프랑스, 스위스, 체코였다. 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서비스

지출 수준이 높은 수준(R=1)인 프랑스가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살률이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점차적인 상승

추세가 관찰되는 국가들인 "low-worsen"의 경우 서비스 지출 수준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면서 서비스 지출과 자살률 간의 관련성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양의 상관이 관찰되는 국가인 멕시코와 칠레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에서 관찰되는 음의 상관성은 서비스 지출 수준이 소폭

증가가 있지만 다른 위험 요인의 증가에 비춰 자살률을 억제하기에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거나, 혹은 서비스 지출이 사회적 변화에 미치는 제도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회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은 여기서 다소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자살률의 감소가 평균적인 수준에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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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감소 추세를 이야기하기에는 진폭이 있어 "worsen"에 분류되기는

했으나, 여기에 속하는 다른 국가에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악화 수준이 낮은

국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low-worsen"집단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살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집단에 속하는 "high-worsen"에

속하는 두 국가인 한국과 일본 모두 자살률과 서비스 지출의 상관성이

유의미하게 음의 부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지출 수준과 관련해서

일본의 경우는 중위 수준보다 높은 반면, 한국의 경우는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한국의 경우 멕시코나 칠레의 사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서비스 지출 수준이 이들 국가와 아울러 최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사회 서비스 지출 수준에서 소폭의 증가가 있을지라도, 지출 수준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여타의 사회적 위험이 공적 지출의 효과를 압도한다면

자살률과 서비스 지출 간에는 음의 관련성이 포착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관찰되는 자살률과 서비스 지출 간 음의 상관성은 서비스

지출 수준과 동반하면서 서비스 지출의 제도적 효과를 상쇄하는 다른 요인의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출 구조의 변동에 대한 분석에서 일본은 서비스

지출 수준도 증가하지만 공적 현금 지출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자살률과 공적 현금 지출 간의 상관성을 다룬 <그림 7>에서 전반적인

수준에서 두 변인 간 양의 상관이 관찰된다는 점을 살펴보았고, 일본의 경우

전반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두 변인 간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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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성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사회 서비스 지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과 관련한 제도적 변동이 이를 상쇄하여 서비스 지출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이 역전되어 드러났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설명은 탐색적 수준의 논의이므로 복지국가의 지출과 관련한

제도적 메커니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제 3 절 연구모형 분석 결과

1) 모형 단계별 분석결과

분석 결과는 공적 서비스 지출과 자살률의 일차적 관련성을 살피기

위한 "지출 모형", 복지국가 지출을 제외하고 자살과 관련된 요인들을 다루는

"자살 요인 모형", 공적 서비스 지출과 자살 관련 요인을 함께 다루는 "전체

모형"을 다루기로 한다. "전체 모형"은 다시 공적 서비스 지출의 주효과만을

다룬 모형과 주효과와 조절효과를 함께 다룬 모형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앞서 도출한 연구 모형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공적 사회 서비스의

조절효과까지 다룬 마지막 모형에서 이뤄질 것이다.

모형을 이처럼 세분화하여 단계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와 같이 넓은 범주에서 정책 효과를 다루는 실증 연구에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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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산출 결과 관련 요인, 산출 결과 사이에는 이론적으로 모형화하기 힘든

복잡한 구조가 가로놓여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와 같이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는 국가를 분석 단위로 수행하는 연구에서는 국가별 특수성에

의해 그와 같은 복잡성이 배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형의 검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모형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결과 변화의 추이를

살피는 것은 이와 같은 복잡성을 주의 깊게 살필 수 있고, 최종적인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와 결과에 대한 보다 신중한 해석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형 확장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변화(계수의 통계적 유의미성, 크기) 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최종 모형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표 4> 복지국가 단독 모형 및 자살 관련 요인 모형 분석 결과

분류 경로 모형 1 모형 2

B SE SIG. B SE SIG.

복지국가 공적 서비스 지출 -0.369 0.106 **

공적 현금 지출 0.224 0.073 ***

경제성과 1인당 GDP -4.470 1.166 ***

경제성장률 -0.178 0.042 ***

실업률 -0.026 0.065

고용률 0.090 0.044 *

사회통합 불평등 0.300 0.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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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해체 -0.002 0.002

출산율 -8.519 0.807 ***

공동체 참여 -0.132 0.050 **

다문화 수준 5.635 7.028

차별 -0.465 0.264

종교 0.529 0.888

노령/정신건강 노령화 0.321 0.128 *

정신병리 2.341 1.384

알코올 소비 0.686 0.134 ***

문화적 요인 경제 성취 문화 5.220 2.224 *

자살 용인 문화 -0.130 0.481

   

Observations: 547                 

AIC: 8333.675             

BIC: 8376.720     

Observations: 519                 

AIC: 2514.972             

BIC: 2595.758 

** p < 0.01***, p < 0.001

모형 1: 복지국가 단독 모형

<표4>는 복지국가의 두 지출과 자살 관련 요인만을 투입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복지국가 지출만을 포함한 모형 1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복지국가 지출만을 포함한 단독 모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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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공적 사회 서비스 지출은 자살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 관련성(b=-0.369,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현금 지출은

자살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 관련성(b=0.224,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서 다루지는 않았으나, 두 지출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b = 5.787, p<.001)으로 나타났다. 공적 사회

서비스 지출이 자살률과 부적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은 앞서 국가 간

자살률과 공적 사회 서비스 지출 사이에 평균적으로 부적인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공적 사회 서비스의

공급이 활발한 사회에서 자살률의 감소가 관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감소 효과가 어떤 제도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유도되는

것인가는 이후 모형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적 현금 지출은 자살률과 정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결과를 놓고 공적 현금 지출이 자살률을 높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금 지출과 자살률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 요인과의 복합적인 관련성 속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과 산출결과를 연결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정교하게 모형화하지 않은

경우 정책 요인과 결과 변수 간에 발생하는 역인과성에 의해 정책의 효과에

대한 추정이 예상과 반대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복지국가 지출만을 단독으로 포함한 모형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도할 수 있는 타당한 해석은 공적 사회 서비스 지출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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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다 상대적으로 자살률 억제와 관련해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국가별로 복지국가 지출과 자살률의 시계열적 상관성에 대한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두 지출 간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도출되었다는 점은 실제 복지국가는 서비스와 현금 공여의 혼합

가운데 사회적 개입을 확대해왔으며, 다만 이 가운데서 서비스의 확대가

자살과 관련된 조건에 전반적인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 2: 자살 관련 요인 모형

자살 관련 요인만을 투입한 모형 2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성과 요인 가운데서 경제성장이 자살률과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순환이론이나 효용극대화 이론에서 다룬 바와 같이 경제성장이 경제

지위의 후퇴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을 경험할 가능성을 억제하고, 

개인의 효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물질적 환경과 관련된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실업률에서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관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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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고용률의 추이

고용률의 경우 자살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이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소득을

높이고 인적 자원의 축적을 통해 기대효용 수준을 높여 자살을 억제할

것이라는 이론적 예상과는 다른 분석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상과 다른 분석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포함된 국가에서 관찰되는 고용 시장

변화의 특징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6>은 OECD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대상 국가의 고용률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선과 점은 분석에 포함된 국가별 고용률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앙의 굵은 선은 시기별 전반적인 추세를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추세선을 중심으로 회색으로 표현된 구간은 95%신뢰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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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왼쪽 그림부터 전체 고용률, 남성 고용률, 여성 고용률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먼저 분석 국가의 전체 고용률은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1990년

초반의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남성 고용률에서는 전반적으로 정체 혹은 국가에

따라 일부 감소 추세를 관찰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005년 전후를

기점으로 완만한 감소 추세를 관찰할 수 있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1990년

이후 꾸준히 고용률이 상승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특히 여성 고용률 추이는

1990년대 초반을 저점으로 완만한 2차 곡선을 그리는 구조가 전체 고용률의

추세 곡선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고용율의 변화 추세를 통해서 최근의

고용률 상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7> 시간제 근로의 성별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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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은 OECD 자료를 바탕으로 불안정 고용과 관련된 지표인 전체

고용 대비 파트타임 고용 비율의 성별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가용한 시계열

자료의 한계로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남성(좌측 그림)과 여성(우측 그림)의 불안정 고용은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21
  한편,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비정형 근로인 시간제 근로 참여자가 평균적으로 남성의 약 3배 수준으로

여성 전체 근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고용률의 증가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비정형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성별에 관계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비정형 노동 비율이 남성의 약 3배 수준에 이른다는 점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여성 고용의

증가는 전통적인 돌봄 제공자였던 여성의 역할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돌봄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양적 부족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의 개입이 없으면 돌봄을 둘러싼 가족과 개인의 역할 갈등과

스트레스가 심화될 수 있다. 돌봄을 둘러싼 스트레스의 증가와 가족 유대의

약화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살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불안정 고용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형 고용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여성을 중심으로 광범한

                                      

21 물론 이것은 전반적인 양상으로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경우 2000년 이후 여성 시간제 근무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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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빈곤층을 양산할 수 있다. 노동빈곤층이 고용 불안정에 따른 스트레스, 

저임금,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빈곤층의 확대를 동반한 고용률의 상승은 자살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고용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부족한 상태에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고용의 증대가 오히려 자살 위험을 높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고용률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복지국가의 역할을 분석 모형에 포함하여

고용률 상승에 따르는 여타의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어서 제시하는 복지국가의 정책적 중재 역할을

검토하는 모형에서 해당 내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 요인의 경우 불평등, 출산율, 공동체 참여 수준이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자살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불평등의 경우 자살률과 정적인 관련성(b=0.300, p<.001)이 관찰되었다. 불평등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 계층 간 유대가 약화되고, 물질적 가치와 수단 간

괴리를 경험하는 집단이 광범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규율 부재 문제(Merton, 

1957; Messner et al., 1986; Freeman, 1998; Neumayer, 2003; Andrés, 2005; Chen 

et al., 2009)로 인하여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불평등의 심화는 물질적 자원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는 빈곤

경험의 확산과도 관련이 있다. 물질적 자원 확보의 실패는 높은 스트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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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며, 의료, 교육 서비스와 건강한 삶과 인적 자원 축적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투자 및 이용자의 접근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이는

삶의 질의 하락과 자살과 같은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게 된다(Krugman, 1996; 

Macinko, 2003).

출산율이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b=-8.519, 

p<.001)으로 나타났다. 자살에 대한 Durkheim의 초기 논의에서와 같이 자녀의

유무는 가족의 유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족 간 유대의 강화는

사회통합 수준을 높여 개인의 자살 위험을 억제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살과 관련된 중요한 심리적 상태로 Joiner(2009)가 언급한 '좌절된 소속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녀 양육 가운데서 생기는 부모의 책임감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낮은

평가나 '인지된 짐스러움'을 느낄 확률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Durkheim의 초기 논의에서뿐만 아니라, 최근의 상황에도 출산 및

자녀 관계의 형성이 개인의 사회통합 수준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의

자살 위험을 중재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공동체 참여 수준도 이론적으로 예상한 바와 같이 자살률과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인 관련성(b=-0.132,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 문화, 공익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망의 밀도가

높아져 사회적 자본의 확보 가능성이 커지고(Tsai et al., 2015), 공동체의 의사

결정을 자신의 삶의 질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일종의 임파워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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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발생하기 때문(Jungeliges et al., 2002)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령 및 정신건강 관련 요인에서는 노령화 수준과 알코올 소비

수준이 자살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노령화의 경우 자살률에 대해서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b=0.321, 

p<.05)으로 나타났다. 노령 인구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나 일상 생활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효용극대화 관점에서 보자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줄어드는 기대 여명으로 인하여 미래의 기대 효용 또한 감소하여, 자살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Girard(1996)의 설명과 같이 연령의

증가는 자아의 위기와 자아 개념의 유지에 필요한 가용 자원의 한계를

경험하여 심리적 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가족의

전통적인 돌봄 기능이 약화되는 가운데서 노인 인구의 증가는 같은 세대

내에서 돌봄과 관련한 자원 경쟁의 심화를 가져올 수도 있어 전반적인 자살

위험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노령과 자살을

연결하는 이와 같은 설명의 타당성을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신건강 관련 요인인 알코올 소비수준은 자살률에 대해서 정적인

효과(b=0.686, p<.001)가 있었다. 이는 알코올 소비가 정신건강의 악화나 사회적

고립을 야기하여 자살 위험을 높인다는 기존의 비교적 일관된 연구

결과(Singer et al., 1964; Branchey et al. 1984; Gruenewald et al. 1995; Norst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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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Innamorati et al. 2010; Ohlander, 2010)와 궤를 같이 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실증 연구에서 거의 시도된 바가 없었고, 자살과의 관련성을 찾은

바가 없었던 문화적 요인인 경제 성취 문화가 자살률에 유의미한 정적인

효과가 있음(b=5.220, p<.05)을 발견한 것은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성취 문화의 강조는 물질적 성공에 고착된 한정된 자아상을 키우게 하며, 

사회 전반의 경제적 불안정이나 실업, 퇴직과 같은 개인의 경제적 지위

변화에 취약한 심리적 근저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Girard, 1996). 또한, 

한정적으로 분포하는 물질적 가치에 대한 강조는 필연적으로 성취와 수단 간

괴리를 경험하는 광범한 계층을 양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좌절을 경험하는

계층의 확대는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과 가치 부재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Merton, 1938). 

모형3: 공적 서비스 중재효과 모형

<표 5> 공적 사회 서비스의 중재 효과 모형 분석 결과

분류 경로 B S.E. SIG.

복지국가 요인 서비스 지출 2.050 4.263

현금 지출 0.064 0.087

경제성과요인 1인당GDP -10.613 2.279 ***

경제성장률 -0.179 0.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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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경로 B S.E. SIG.

실업률 -0.120 0.129

고용률 0.030 0.075

사회통합요인 불평등 0.328 0.042 ***

가족해체 -0.005 0.006

출산율 -5.503 1.623 ***

공동체 참여 0.350 0.153 **

다문화 수준 -0.005 0.006

차별 -0.130 0.365

종교 1.838 1.214

노령/정신건강

요인

노령화 2.296 0.400 ***

정신병리 4.885 2.410 *

알코올 소비 1.028 0.246 ***

문화적 요인 경제 성취 문화 7.014 3.548 *

자살 용인 문화 0.326 1.105

서비스 중재 효과 서비스 지출 * 1인당GDP 0.454 0.275

서비스 지출 * 경제성장률 0.014 0.011

서비스 지출 * 실업률 -0.006 0.173

서비스 지출 * 고용률 -0.017 0.011

서비스 지출 * 불평등 -0.006 0.173

서비스 지출 * 가족해체 0.001 0.001

서비스 지출 * 출산율 0.346 0.220

서비스 지출 * 공동체 참여 -0.047 0.018 **

서비스 지출 * 다문화 수준 1.509 0.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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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경로 B S.E. SIG.

서비스 지출 * 차별 -0.086 0.021 ***

서비스 지출 * 종교 -0.376 0.191 *

서비스 지출 * 노령화 -0.303 0.041 ***

서비스 지출 * 정신병리 -0.719 0.198 ***

서비스 지출 * 알코올 소비 -0.085 0.039 *

서비스 지출 * 경제 성취

문화

0.678 0.445

서비스 지출 * 자살 용인

문화

-0.073 0.135

상관 구조 서비스 지출 <-> 현금 지출 1.883 0.453 ***

서비스 지출 <-> 1인당GDP 0.039 0.064

서비스 지출 <-> 경제성장률 -0.289 0.159

서비스 지출 <-> 실업률 1.139 0.343 **

서비스 지출 <-> 고용률 -1.828 1.233

서비스 지출 <-> 불평등 -0.973 0.740

서비스 지출 <-> 가족해체 -24.994 7.102 ***

서비스 지출 <-> 출산율 0.193 0.037 ***

서비스 지출 <-> 공동체

참여

2.608 0.609 **

서비스 지출 <-> 다문화

수준

0.038 0.017 *

서비스 지출 <-> 차별 0.449 0.398

서비스 지출 <-> 종교 -0.635 0.094 ***

서비스 지출 <-> 노령화 4.020 0.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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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경로 B S.E. SIG.

서비스 지출 <-> 정신병리 -0.067 0.052

서비스 지출 <-> 알코올

소비

-1.339 0.209 ***

서비스 지출 <-> 경제 성취

문화

0.013 0.018

서비스 지출 <-> 자살 용인

문화

0.589 0.070 ***

Observations            519                 

AIC                    2514.972             

BIC                    259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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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효과에 대한 검토

<표 5>은 복지국가의 사회 서비스 지출의 중재효과를 포함한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모형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전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종 모형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복지국가 지출만을 포함했던 단독 모형에서와 달리 전체

모형에서는 두 지출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Zimmerman(1987) 등에서 강조된 것과 같이

복지국가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자살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와 자살의 관련성이 탐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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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관찰된다고 해도 이는 복지국가가 제도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환경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

지출과 자살률 추세의 관련성을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본 결과와 복지국가

지출만을 자살률을 설명하는 모형에 투입한 경우 드러난 복지국가와 자살의

관련성이 여타의 제도적 요인을 포함한 모형에서 관찰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효과의 "분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복지국가가 자살을 중재하는 방식은 주로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재 과정을 통해

구현된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사회 서비스의 경우

자살과 관련한 "위험 요인"에 대한 영향력의 순화와 "보호 요인"에 대한 역할

강화의 방식으로 자살 위험에 개입할 수 있다. 사회 서비스 지출이 자살률에

미치는 직접적인 통계적 유의미성은 관찰할 수 없었으나, 사회 서비스와 자살

관련 요인들 상호작용항에서 다수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복지국가의 역할 특성에 기안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과요인 가운데서 1인당 GDP와 경제성장률이 이전 모형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자살률과 부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제성장과 관련된 이들 변인이 복지국가의

중재효과를 떠나 구성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강력한 요인이라는 점을

뜻한다. 한편, 이전 분석에서 자살률과 정적인 관련성이 관찰되었던 고용률은

전체 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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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에서 드러나는 흥미로운 결과는 이전 분석결과에서의 계수(b=-4.470)보다

사회 서비스의 영향력을 함께 다룬 본 모형에서 계수의 크기(b=-10.613)가

확연하게 커졌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 성장에 동반하는 다양한 사회적 변동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복지국가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는 과정에서 통제됨에

따라 경제적 번영이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자살 위험 감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명확히 포착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고용률 추이에 대한 분석에서 최근 추이를 고려할 때, 고용률의 추세

그 자체가 구성원의 삶의 질을 일률적으로 상승시키는 증거는 부족함을

다루었다. 고용률의 상승이 불안정 노동의 증가에 의해 주로 추동되고, 

저임금의 비정형 근로에 대한 여성의 참여 증가에 주로 기댄 것이라면 오히려

사회 전반의 삶의 질 하락과 동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중재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 고용률의 순효과를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복지국가의 개입을 다룬 최종 모형에서 고용률의

유의미성을 관찰하지 못한 것은 최근의 고용률 상승과 동반한 사회적 변화와

정책 개입을 동시에 다루면서 고용률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통제"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최종 모형의 분석 결과를 통해 고용률의 증가(혹은

감소) 그 자체가 구성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회통합요인의 경우 불평등, 출산율, 공동체 참여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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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의 경우는 각각 정적, 부적 방향으로 자살률에 영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 모형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공동체 참여 수준의 경우

자살률에 대해서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0.350, p<.05), 

이는 이전 모형 분석 결과와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예상한

것과 반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공적 서비스 지출과 결합한 교차항에서 공동체 참여 수준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 영향이 있다는 점을 통해 분석 결과를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 교차항을 투입할 경우 "주효과"의 계수의 방향이나 통계적

유의미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교차항을 구성하는

변인 간 체계적인 관련성(공선성 등)이 존재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교차항에 포함된 주효과 회귀계수의 해석은 교차항에서 함께

다루고 있는 변인이 0인 경우(즉, 교차항 자체가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를 가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맞다. 교차항에 포함된 두 변인 간

체계적인 패턴이 없을 경우는 주효과의 해석을 일반적인 방식을 따라도

무방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염두해 두고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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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공동체 참여 수준과 공적 사회 서비스 지출 간 관련 구조

<그림 8>은 공동체 참여 수준(Participation)과 공적 사회 서비스

지출(Public service exp.)간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두 변인의

관련성을 산점도에 표현하고, 선형 추세선을 포함하였다. 가장 왼쪽의 그림은

분석에 포함된 모든 관측 지점을 포함한 검토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왼쪽에서 두 번째 그림은 서비스 지출의 분석 기간 내 평균이 가장 낮은

수준인 네 개 국가(한국, 칠레, 멕시코, 에스토니아)를,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림은 중간 수준의 지출을 보이는 국가(일본, 미국, 호주, 헝가리)를, 가장

오른쪽 그림은 가장 높은 지출에 속하는 국가(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영국)의

관측점을 각기 따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8>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전체 관측 수준에서 공동체 참여

수준과 공적 서비스 지출 간에 단순 상관 수준에서 의미 있는 추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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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지 않는다. 이는 공적 서비스 지출 수준이 낮은 국가나 중간 수준의

국가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공적 서비스 지출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군에서는 서비스 지출과 공동체 참여 수준 간 높은 정적 상관성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2

공적 서비스 지출이 높은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자살률 감소 수준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사회적 참여가 자살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이들 국가에서 관찰되는 공동체 참여와 서비스

지출의 정적 선형관계에 의해 증폭된 교차효과에 "압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때, 공동체 참여 수준의 주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지거나, 

경우에 따라 공동체 참여 수준과 자살률 간 큰 폭의 부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오히려 부호가 반대로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의 결과는

후자의 결과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효과만을 다룬 모형과

교차효과를 함께 다룬 모형의 결과를 놓고 내일 수 있는 종합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전반적인 수준에서 공동체 참여 수준과 자살률 간에는

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효과는 특히 공적 사회 서비스의

교차효과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결과인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령 및 정신건강 관련 세 요인은 이전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두 유의미한 수준에서 자살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공적 서비스 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정적인 관련성을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탐색적 수준에서 민주주의 수준과 정치적 시민의 정

치적 참여 수준이 높은 사민주의 전통이 강한 이들 국가에서 공동체의 참여가 곧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잠정적인 설명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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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살 위험과 관련해 노령이나 정신건강이 일관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전 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관찰되지 않았던

정신병리 수준이 최종 모형에서는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자살에

정적인 영향이 있음(b=4.885, p<.05)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간 미시적

수준에서 자살 위험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어

왔으나, 사회적 수준에서 거의 다뤄지지 못했던 정신병리 수준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사회적 수준에서도 자살과의 관련성이 지지되는 결과를

도출한 것은 의미가 있다. 최종 모형에서 노령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변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관찰되었다는 것은 자살 문제에 있어 해당

요인의 중요도가 그만큼 높고 자살 위험 및 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 성취 문화는 최종 모형에서도 유의미한 수준에서 자살 위험을

높이는 영향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삶의 질이나 자살 위험과

관련된 논의에서 문화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성취에 대한 강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문화적 환경이 개인의 위기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공적 서비스의 중재효과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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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자살 위험에 개입하는 공적 사회 서비스의 직접적인 중재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상호작용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적 사회 서비스의 중재 효과는 주로 노령 및 정신건강 요인과

사회통합요인을 중심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먼저, 사회통합 관련 요인과의

상호작용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공동체 참여 수준의

주효과에 대한 논의에서 다룬 바와 같이 서비스 지출과 공동체 참여 수준의

상호작용항은 자살률에 부적인 영향(b=-0.047,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참여 수준이 자살 위험에 대해서 일종의 "보호요인"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호작용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사회 서비스가 공동체

참여의 그와 같은 보호 기능을 더욱 촉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사회 서비스가 지니는 인적 자원 및 사회적 자원의 축적 기능은 보다 공동체

참여 과정에서 주변 자원과 관계망을 자신의 행복에 더욱 유리하게 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함양하게 할 수 있다. 사회 서비스를 통해

함양되는 지식, 기술, 태도의 변화를 통해 같은 참여 과정을 통해서도 더욱

질이 높은 경험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다문화 수준과 공적 사회 서비스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자살률에 정적인 관련성(b=1.509, p<0.672)을 보였다. 사회 서비스가 위험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정적인 관련성은 예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상호작용항에 포함된 두 요인 모두에서 주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관찰되지 않은 가운데, 상호작용항에서 정적인 부호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들 요인 간 존재하는 다변량 구조에서의 이상치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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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모형화되지 못한 체계적 관련성이 부호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다문화 수준과 같이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느리면서 정비 지출과

같이 비교적 변화가 빠른 변인 간 상호작용을 다루는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석 기간 내 서비스 지출의 상승이 소폭으로 지속

관찰되지만 이를 압도하는 비정상적인 수준의 자살률 상승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가 분석 상호작용항의 부호에 영향을 미치는 과다 영향

케이스(influencing case)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치에

가까운 구조를 보이는 국가의 존재는 상호작용항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설명은 모두 잠정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다문화

수준과 공적 사회 서비스 간 존재하는 상호작용의 메커니즘은 추후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종교 참여 수준과 사회 서비스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자살을 억제하는 효과(b=-0.376,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모형에서

주효과에서는 종교 활동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론적 차원에서 종교 활동이 유대의 강화와 종교적 교리에 의한 규제라는

차원에서 자살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일 수 있음을 고려할 때(Lawrence et al., 

2016), 공적 사회 서비스와의 상호작용에서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이

관찰되었다는 것은 양자 사이에 긍정적인 촉진 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Moxey et al.(2011)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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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심이 높고 종교 활동에 대한 참여 수준이 높은 개인이 더욱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 낸다는 점을 주장했다. 저자의

견해에 따르면 종교 활동 참여 수준이 높은 개인은 사회적 유대망을 통해

필요자원을 더 잘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심을 통해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이 지닌 의미를 추구하게 되어 사회적 지지에 보다 수용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이나 상담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스티그마가 강하게 존재하는 사회에서 정신건강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게 될 수 있는데, 신앙을 통한

문제 상황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필요 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노령화와 공적 사회 서비스의 상호작용항에서는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자살에 대한 부적 영향(b=-0.303, p<.001)을 관찰할 수 있었다. 

노령화가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효과 검토에서 노령화는 자살

위험을 높이는 위험 요인임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상호작용항에서

나타나는 음의 영향은 공적 사회 서비스가 노령화가 자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노령에 따른 자살 위험 상승의 가능성을 건강이나 빈곤의 위험과 아울러서

기대 효용의 감소 효과(Hamermesh & Soss, 1974), 자아의 위기(Girard, 1998), 

사회적 고립이나 효능감의 상실(Joiner, 2009)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노후를 위한 사회 서비스는 장기요양을 포함한 건강, 심리 상담, 

사회 기술의 회복, 은퇴 이후의 직업 능력의 신장과 관련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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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해당 위험에 대한 다양한 중재기능을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령기 빈곤 위험과 크게 관련된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은 가처분 소득의 증가 효과를 가져오는 효과를 지녀 기대 효용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정신병리와 공적 사회 서비스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자살률을 억제하는 효과(b=-0.719,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과 관련한 의료, 심리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개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거나 자살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증거 기반 노력 개입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Comtois et al, 2011). 자살이 주요한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이고 정신병리가 자살과 관련된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오랜 기간 상당한

주목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영역에서도 개입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은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다. 거시 수준에서 정신병리와

자살 위험에 정책이 지니는 중재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양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부의 실증 연구들은 인지치료와

행동요법에 기반한 임상 서비스가 자살 생각 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Comtois et al, 2011). 거시 정책적 수준에서 볼 때, 정신병리를

경험하고 있는 개인들을 위한 의료 및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는

정책적 노력과, 이들의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자살 위험을

낮추는 사회 서비스의 영역의 다양한 개입은 정신병리가 자살 행위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 본 연구이 분석 결과는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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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거시적 수준에서

정신병리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과 공적 개입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연구가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관찰 결과에 의의가 있다.

주효과에서 자살률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드러난 알코올 소비는

사회 서비스와의 상호작용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자살률에

부적 관련성이 있음(b=-0.085, p<.0.039)을 발견했다. 정신건강 및 상담 등과

관련한 서비스 영역에서 알코올 과다 섭취 문제에 대한 실천 개입과 학술

연구는 오랜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Bien et al.(1993)은 관련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평가 연구에 대한 리뷰 결과를 통해 잘 설계된

프로그램인 경우 1차 의료 기관이나 직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단기적(brief-contact) 개입 프로그램에서 음주 습관 교정에 높은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또한 사회성 함양과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알코올 소비 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립이나 스트레스 대처 능력 부족과 같은 위험 요인에 영향을 미쳐 과도한

알코올 소비를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상관관계 구조에 대한 검토

끝으로 공적 사회 서비스 지출과 다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검토를 다루고자 한다. 상관관계는 부호의 방향을 특정하지 않은 경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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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해석에 있어 탐색적 성격을 지닌다.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은 이론

검증적 차원의 확증적 결론을 이끌 수는 없지만 공적 사회 서비스와 자살

요인 간 관련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정책 개입이

정책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는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을 통해 정책적인 함의를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성과 요인 가운데서 실업률은 사회 서비스 지출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b=1.139,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이 높아질 경우 일반적으로 직업 훈련이나 직업 상담과 같은

적극적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사회 서비스 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는, 

실업의 증가로 인해 사회 서비스 부분에 대한 공공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일부 대처할 경우 공적 사회 서비스 지출이 높아지는 경로도 있을 수 있다. 

실업과 공적 사회 서비스 간 존재하는 정적 상관관계는 정책 수요 및 대응

관계라는 측면에서 일부 설명이 가능하다.

공적 사회 서비스는 다수의 사회통합요인과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 사회 서비스가 가족 및 지역 공동체 등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성격이 강한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공적 서비스 지출과 가족 해체 수준은 상호

음의 상관관계(b=-24.994,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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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은 탐색적인 성격을 넘기 힘들기 때문에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분석 결과는 공적 사회 서비스 지출이 가족

해체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가족의 역량이나 결속력을 높이는 가족 프로그램이나 보육, 장기요양과 같은

돌봄 정책은 가족의 역할 갈등과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가족 해체 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살에 대한 보호요인이면서 같은

가족 관련 요인인 출산율의 경우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성(b=0.193, p<.0.037)을 관찰된 것과 견주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육아와

같은 사회 서비스의 공여는 돌봄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23
. 이를 통해서 가족 해체와 출산율과

긍정적으로 조응하는 구조를 통해서 사회 서비스가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고

역량의 강화를 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공동체 참여 수준의 경우 사회 서비스 지출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b=2.608, p<.01)으로 나타났는데, 양방향에서 두 변인 간 상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공동체 참여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구성원의 수요가 보다 민감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정치적 참여의

확대를 통해 확보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임파워먼트의 확대는 사회

                                      

23 출산율과 사회 서비스 간 관찰되는 정적 상관관계는 출산율을 촉진하는 사회

서비스의 지원 효과로도 볼 수 있으며, 출산율 상승으로 인한 육아를 포함한 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 상승이라는 경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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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으로, 개인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문화, 위기 개입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 과정에서

활발한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는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또래

프로그램과 같이 청소년이나 노인들이 생애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공통된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하고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인 속성 상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 기술

증진이나 사회 적응 역량의 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개인의 집단 내

적응력을 높여 성공적인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 서비스의 전달 과정에 발생하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 유대의 장은

그 자체로 사회적 참여의 성격을 띨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서비스

경험이나 사회 참여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독거 노인이나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 등의 경우 책무성을 띈 체계화된 전문적 개입을 통해

공동체 참여를 위한 실마리가 되는 경험은 중요하다. 공동체 참여 수준은

자살률에 부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공적 사회 서비스와 공동체

참여 수준 간 존재하는 정적 상관성은 간접적인 수준에서 공적 사회 서비스가

자살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맥락을 지니고

있는 구성원의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다문화가 진행됨에 따라 문화 적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좌절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사회적 중재를 통한 스트레스의 경감이나 새로운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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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적응에 도움을 주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다문화 수준과 공적 서비스 지출 간 정적인 상관관계(b=0.038, p<.05)는

이와 같은 정책 수요와 대응 관계를 통해 일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종교 참여 수준과 공적 사회 서비스 간 관찰되는 부적

상관관계(b=-0.635, p<.001)는 종교와 국가 사이에서 존재하는 기능의

대체효과를 통해 일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종교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삶의 의미를 제시하거나, 상담이나

위기 개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세속화된 사회에서 이와 같은

종교의 역할은 점점 감소하게 되며 공적인 사회 서비스가 그와 같은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노령화 수준은 공적 사회 서비스 지출과 정적인 상관관계(b=4.020,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화와 공적 사회 서비스 간 정적

상관성은 정책 수요와 대응이라는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노령화의 심화로 인해서 커지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적 서비스

지출을 촉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알코올 소비 수준과 공적 사회 서비스 수준 간 관찰되는 부적

상관관계(b=-1.339, p<.001)는 공적 사회 서비스가 지니는 보호 효과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물질 중독의 치료나 예방, 물질 중독을 야기하는

사회적 고립의 완화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의 증진과 같은 사회

서비스의 목표가 과도한 알코올 소비에 대한 억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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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의 알코올 소비 국가였던 북유럽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상담, 치료 등이 억제 정책을 통해 알코올 소비량이

급감했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시점에 북유렵의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도 알코올

소비는 자살률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물질 중독 수준의 저하와 자살률의 감소가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결론으로 볼 수 있다.  

자살 용인 문화와 공적 사회 서비스 지출 사이에서 정적인

상관관계(b=0.589, p<.001)를 관찰할 수 있었다. 다른 요인과 비교할 때, 문화적

요인과 사회 서비스 지출 간 관련성을 다루는 것은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문화적 요인은 각 사회의 오랜 경험과 전통과 맥이 이어진 특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포괄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탐색적인 수준에서 이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살 용인 수준은 두 가지

측면의 사회 인식과 닿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나는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도 개인의 자유로 인정하는 개인주의 수준이다. 실제로, 자살에 대해서

초기 계몽주의 시절의 이론가들은 신체에 대한 적극적인 자유의 실현으로

옹호한 경우도 있었다. 

또 하나는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 개인의 죽음이나 신체적

훼손 자체에 대해 심각성을 덜 느끼는 인식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즉, 

대의적 명분을 근거로 자살이나 신체 훼손이 동원될 수 있다고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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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다. 예를 들어, 집단의 가치를 개인의 가치보다 우위에 두었던 전통적인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자살이나 신체 훼손을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거나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했다. 따라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는 상반되는 성격을 지니지만 모두 자살 용인 문화와 일정 수준

이어질 수 있다. 각 사회별로 어떤 특질이 자살 용인 문화와 더 강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두 경향 모두 일정한 수준에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가져올 수 있다. 즉,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는

돌봄의 부족이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사회 서비스의 확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는 그 속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소외와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 수요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2) 강건성 검토를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은 크게 세

조건으로 나눠서 진행했다. 분석 대상 국가를 1개씩 뺀 경우(총 24개

시나리오), 2개씩 뺀 경우(총 276개 시나리오), 3개씩 뺀 경우(총 2,024개

시나리오), 각각에 대해서 모형에 투입된 변수의 통계적 유의도가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관찰했다. 분석에 투입되는 케이스의 변화를 통해 통계적

유의도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가 얼마나 변동하는가에 대한 관찰을 통해 본

연구의 모형 검토 결과에 대한 강건성과 일반화 수준에 대한 일정한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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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검토한다. 첫 번째는 대상

국가를 하나부터 세 개씩 뺀 경우 분석 결과의 일관성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앞에서 도출한 분석 결과의 전반적 강건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단계는 결과의 변화가 있다면 주로 어떤 투입

변수에서 그와 같은 변동성이 관찰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최종 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수준에서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포착된 변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의 전반적인 변동 수준

<그림9>의 왼쪽 그림은 분석 대상에서 제거되는 케이스 수에 따른

시뮬레이션 조건별로 모형에 투입한 변수의 통계적 유의도가 유지되는 평균적

수준을 제시한 것이다. 기준이 되는 최종 분석 결과(initial)의 일치성을 100%로

두었을 때, 분석의 일관성 수준이 케이스를 하나(n-1)를 뺀 경우는 86.3%, 두

개를 뺀 경우(n-2)는 89.0%, 세 개를 제외한 경우는 86.2%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케이스 제거에 따른 분석 시나리오의 변화에도 계수의

유의미성에 대한 추정 결과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이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적은(small-n) 비교 연구의

특성상 분석에 포함되는 국가에 따라 결과가 민감하게 영향 받을 수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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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는 분석 케이스를 1개부터 3개를 제거하는 모든

분석 상황에서 초기의 통계적 유의도 변화 수준이 10% 초반 수준으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변동 수준에 대한

특정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석 시나리오 전체를 걸쳐 안정성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양상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음을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또한, 평균 10% 초반 수준의 변화는 최종 분석 결과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관찰된 변인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반대로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던 변인이 다시 관찰되는 경우까지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분석에서 효과가 관찰된 변인 가운데서 변화 수준은 10%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지는 변동성이 큰

변수에 대한 검토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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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분석 결과의 일관성 검토 결과

변동성이 큰 변수

<그림 9>의 오른쪽 그림은 분석 케이스를 3개씩 제거한 경우 각

변인의 통계적 유의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는지 관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관성이 높은 변인 순으로 좌에서 우로 정렬하였으며, 최종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드러났던 변인은 따로 색으로 표시하였다. 

변수별 결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여기서는 50% 수준 이상으로 변화하면서 최종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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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된 변인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변수는 분석

케이스가 3개(혹은 그 이상) 줄어드는 경우 통계적 유의도가 60% 내외

수준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변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정신병리수준(DALY)와 사회서비스와 종교의

상호작용항(SS*Religion)d이 50% 수준 이하의 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석 케이스가 25개에서 22개로 줄어들 경우 이들 변인의 경우

초기에 발견했던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시나리오에 따라 이들 변인이 지니는 통계적 유의도가 변화하는 구조에

대한 해명은 다소 복잡한 검토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시도된 비교 연구의 분석 시나리오별 결과의 안정성 검토 방법은 초기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추후 방법론적 개선과 응용 과정을 결과의 해석을

더욱 타당하고, 깊게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일관성 검토에서 일부 변인에서 변동성이 관찰되었다고 해서 해당 변인에

대한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기서는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포착된 변인의 경우는

유의한 영향력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유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결과 해석에서 해당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일반화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적 함의를 끌어내는 수준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이들

변인이 지니는 영향력에 대한 검증은 추후 연구 과정을 통해 더욱 분명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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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연구 요약 및 의의

본 연구는 복지국가가 구성원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행복(불행)과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개념인 자살을 행복의 반대 상황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복지국가와 관련 제도가 자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규명을 통해 복지국가와 행복의 관련성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한편으로는 자살 문제를 실증적으로 다루는 자살학

연구라는 점에서 자살에 대한 제도적 이론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자살 문제의 중재에 특히 관련성이

높으면서 구성원의 구체화적 욕구 해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적 사회

서비스의 역할에 주목하여 사회 서비스의 확대가 구성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적 전략이 될 수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관찰했다. 본 연구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 검토에서는 자살과 관련된 요인을 크게 경제성과 요인, 

사회통합 요인, 노령 및 정신건강 요인, 문화적 요인, 그리고 복지국가

요인으로 대별하여 이론적 논의와 실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을

설명하는 요인에 대한 정리를 시도했다. 관련 연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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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연구 모형을 도출했다. 연구 모형은 자살을 설명하는 변인을 기존

연구와 비교해 가능한 포괄적으로 투입하였으며, 공적 사회 서비스의 역할을

주효과, 상호작용효과로 대별하여 살피고자 하였다. 아울러 모형의 안정성과

추가적인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책 요인인 사회 서비스 지출과

여타의 관련 요인 간 상관구조를 함께 모형화하였다.

분석 방법의 서두에서는 자살 현상을 거시 수준에서 다루는 비교

연구로서 본 연구가 지니는 제약점과 방법론적 장점이 무엇인가를 다루었다. 

거시 비교 연구는 개인 단위 연구에서 포착하기 힘든 사회적 맥락을 다룰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일반화된 설명 체계의 도출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는

논의를(Øyen, 2004) 중심으로 비교 연구가 지니는 의의를 정리했다. 또한 관찰

결과를 개별 국가의 특수성과 관련지어 사고하게 하는 지역 특수적 지식의

강화는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도 논했다. 이어서

분석 대상 자료의 특성과 변수의 조작화를 다뤘으며, 끝으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기법인 종단경로분석의 특징과 본 연구와 관련해 지니는 장점을

다루었다.

분석 결과에서는 먼저 국가별 자살률의 추이를 비교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해석적 편이를 위해 궤적의 탐색적 유형화를 시도했다. 이어서

복지국가 지출과 자살률의 관련성을 국가별 상관분석 수준에서 다루면서 사회

서비스 지출이 현금 지출에 비해 자살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크다는 탐색적인 결론을 도출했다. 종단경로 회귀모형을 활용한 검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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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단계별로 나누어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을 시도했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와 장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살이라는 현상을 통해 복지국가와 구성원의 행복을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시도를 비교적 맥락에서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복지국가 정책이

다른 제도적 요인과 조응하는 구조에 대한 연구와 구성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에 초점을 두는 연구로 분절되어 있던 논의를 연결하고자

노력했다. 둘째, 기존에 관련 연구가 없었던 구성원의 행복에 미치는

복지국가의 역할을 사회 서비스 공여를 중심으로 살피고, 이를 통해 구성원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키는 구체적인 복지국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셋째, 자살 연구로서 본 연구는 기존 자살 연구에서 분절적으로

다뤄졌던 요인들을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결합하고, 실증적으로 많이

다뤄지지 못했던 정책적 요인을 포함하여 문화적 요인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다룸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설명 체계를 시도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심각한

자살 위험 수준으로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살 문제를 개인화하는

담론이 팽배했던 한국 사회에 인식적 지평에 균형을 기하면서 공동체적

노력이 어떻게 개인의 불행한 죽음을 예방할 수 있는가를 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방법론적 차원에서 본 연구는 정책 요인과 기타 관련 요인이

다층적으로 관여하는 자살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기존 관련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지 않았던 종단경로모형을 활용하였다. 이런 방법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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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를 통해서 정책과 여타의 제도적 요인 간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관련

구조와 정책의 효과를 동시에 모형화하는 접근의 장점을 검토할 수 있었다. 

그와 같은 장점은 주로 분석 결과의 안정성 확보와 아울러서 복지국가의

정책이 여타의 제도적 요인 및 산출결과와 조응하는 정책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재고하게 하는 관찰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에서 연원한다.

주요 분석 결과와 정책적 함의

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된 주요 분석 결과와 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로 자살률은 평균적인 수준과 변화 추세에서

다양성을 보였다. 자살률이 평균적으로 낮으면서 최근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는 스웨덴과 같은 사례도 있으며, 반대로 자살률의 전반적인 수준이

높으면서 그 추세 또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는   한국과 같은 사례도 있었다. 

자살률이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수준과 추세를 보인다는 것은 자살이

개인적 일탈 혹은 우울과 같은 미시적인 원인으로 온전하게 설명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며 제도적인 수준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살이 불행의 지표로 다뤄지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구성원의

전반적인 행복은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환경 변화를 통해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공적 서비스 지출과 공적 현금 지출로 대별하여 살펴본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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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규모와 구성은 국가별로 다양한 궤적을 보였다. 분석에 포함된 같은

OECD 국가 가운데에는 지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현금 지출을

줄이면서 서비스 지출 수준을 확대하는 조정 과정을 보이는 국가, 공적 현금

지출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지출 확대를 보이는 국가, 그리고 지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국가 등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지출

구조의 궤적에서 드러나는 국가 간 다양성은 정책 욕구에 대응하는 복지국가

전략이 다양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복지국가의 다양한 "확산" 양상이 지출

수준은 물론 정책 구성의 비중 조정과 같이 다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화와 동반하며 형성된 각 국가별 복지국가 전통에 더해,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각자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정책적 대응결과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난 변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 사회 서비스에 드러나는 이와 같은 변이는 Jensen(2008)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족 책무성의 강조(familiraism)와

국가 책무성의 강조(statism)의 결합 수준에서 오는 차이로 부분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해서 사회 서비스 지출 수준에서

관찰되는 지역 및 시간 변이는 공적 서비스 지출 확대 전략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는 본 연구의 접근이 지니는

타당성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 서비스 지출은 구성원의 불행 수준을 의미하는 자살 위험에

대한 억제와 전반적으로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다만 그와 같은 관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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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요하게 발현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구성원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그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보호 요인"에 대해서는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중재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노령 및

정신병리와 관련된 위험 요인에서 공적 사회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중재효과를 보였다. 또한, 공동체 참여나 종교 활동과 같이 사회통합을

통해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호 요인에 대해서는 그 영향력을

강화하는 촉진 작용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살폈다. 이와 같은 중재 효과는

사회 서비스가 지닌 스트레스 완충, 인적 자원 축적 기능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의 신장, 제도적 사회통합 효과를 통한 관계망의 확장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노령 및 정신건강은 자살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자살이 불행의 척도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노령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자살 위험의 억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의 재고를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임상 수준의 연구를 제외하고 비교 연구에서 거의 다뤄지지

못했던 정신병리와 자살 위험 간 관련성 포착은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 서비스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중재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사회 서비스의 확대가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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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안정적인 경제성과는 구성원의 삶의 질과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인당 GDP로 측정한 경제적

번영의 수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 성장 모두가 자살률을 억제하는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의 복지국가

전략은 경제적 성과와 구성원의 복지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재편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적 사회 서비스의 효과를 다룬 본 연구와

관련해 사회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복지 수요의 대처와 함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논의(안상훈, 2005, 2007; Ahn & Kim, 2015)가 향후

복지국가 전략에서 지니는 유용성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지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경제성과와 관련해서 노동시장 참여만을 단순히 촉진하는

정책은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를

얻을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고용 확대가 주로 저숙련, 

저임금 고용을 중심으로 여성의 불안정 고용 확대를 통해 이뤄진다면 노동

빈곤의 확대와 돌봄의 위기를 동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탈산업화가

심화되는 가운데서 신규로 생겨나는 일자리들이 일반적으로 저숙련 시간제

고용을 특징으로 하고, 많은 경우 이와 같은 일자리에 여성이 참여하는

구조를 띠게 됨으로써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안정된 고용 지위를 누리던 광범한 근로자들이-특히, 다수의 남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안정적인 고용 지위를 상실하고 불안정 고용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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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됨으로써 노동 시장 참여 집단의 규모와 별개로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적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집단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고용 확대는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조절과정을 통해 일자리 질의 전반적인 향상을 꾀하는 가운데, 

보육 서비스 확대와 같은 정책을 통해 돌봄을 둘러싼 가족 내 역할 갈등을

최소화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출산율이 자살률에 대해 지니는 억제 효과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유대 형성도 구성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전통적인 가구 형태의 변화와 관련된 가족해체 수준은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다. 가족과 관련된 이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하면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에 중요하다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가운데 구성원 간 유대 형성을 촉진하는 방향이 중요할 수 있다는

시사를 얻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출산은 인구학적, 

경제학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가족 유대의 확대를 통해 구성원의 행복을

증진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한다. 따라서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기조도 기존의 경제적, 인구학적 논리 일변도에서

벗어나 구성원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은 구성원으로부터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구성원의 긍정적인 정책

태도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도 유리할 것이다. 국가는 출산, 돌봄과 관련된

사회 서비스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국가와 가족 간 보완적 협력 관계의

구축(Motel-Klingebiel et al,2005)을 통해 구성원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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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여덟째, 자살 혹은 삶의 질에 관한 실증 연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문화 관련 요인의 영향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은

본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성취 문화의 강조는 개인의 자아

개념과 관련해 취약한 심리적 기반을 조성하고(Girard, 1993),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친 좌절, 공격성,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과 화합을 저해(Merton, 

1938; Messner et al., 1986)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원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향후 노력에서는 이와 같은 문화적 요인을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성장 및 고용 환경 등에서 갈수록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은 기존에 고착화되어 있던 경제적 성취 강조

문화가 개인의 정체성 붕괴를 가져와 그로 인해 수반되는 심리적

고통으로부터의 일탈적 도피나 정체성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죽음을

택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개인을 몰고 가는 힘을 더욱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

가속화되고 있는 탈산업화로 인한 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비중 확대는

서비스 산업의 특성에 의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크게 하여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Hout et al., 1993). 또한, 탈산업화는 고용 불안과

저임금을 경험하는 다수의 근로 빈곤 계층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

분야는 생산 방식의 표준적 운용과 생산 단가의 계측이 용이해 임금 체계의

구성에서 표준화 수준이 높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은 기본적으로 생산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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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수준이 낮고,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영역에서부터 그렇지 않은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노동 단가에 대한

엄밀한 계측이 어려워 임금과 고용 안정성에서 근로자 간 격차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도되는 경제적 격차의 심화 가능성은

경제적 성취를 강조하는 기존 문화가 지니는 부정적 영향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산업 변동에 따른 개인의 불행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성취를 강조하는 가치관이 삶의 전반에 침투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지향을 제시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공적 사회 서비스

확대는 구성원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구체적으로는 자살과 같은 사회적

손실을 억제하는 효과적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Atkinson(1995)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회 서비스 중심의 복지국가 개혁은 경제제도, 가족제도 등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구성원의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증진하는

복지국가의 '좋은 구조(fine structure)'로의 변환을 모색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공공 부문을 통한 사회 서비스 공급 방식은 서비스 공급의

안정화와 질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Morgan, 2005). 따라서 복지국가의 확대와

재조정 과정에 사회 서비스의 확대와 전달 체계의 효율적 구성은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면서 복지국가 성숙의 길목에 놓인 한국 복지국가 전략 마련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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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정책이 한 사회의 자살 수준을 설명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관찰했다. 이는 자살은 공동체의

개입을 통해 조절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비정상적인 자살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도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논의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한정적이다. 한국 사회에서 자살은 여전히 개인의 일탈적

행동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크다.
24

물론, 정신병리와 같은 위험에 처한 개인을

중심으로 미시적 수준의 원인론에 입각한 접근이 지니는 고유한 중요성은

크다. 특히, 긴급한 심리적 개입이 요구되는 트라우마 관리나, 충동성이나

심각한 우울증을 보이는 개인에게는 미시적 차원의 전문적인 개입이 절실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개입과 서비스의 접근에도 사회적 맥락과 관련된

복지국가를 역할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자살 위험에

경제적 요소와 사회적 자본, 문화와 같은 제도적 맥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자살 문제의 해결은 이와 같은 맥락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의 다층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져야

                                      

24 이에 대한 하나의 근거로써 현행 한국의 자살예방 관련 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 자살예방사업 가운데서 가장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생명존중문화조성'에 대한 것이다.(보건복지부 외, 2015)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7년간 자살예방사업 총예산액(약 180억원)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의

발생 원인을 생명존중사상의 부족으로 보는 이런 접근은 정책 효과에 대한 근거도 분

명하지 않고, 무엇보다 자살자의 고통스러운 선택을 도덕적 흠결에 의한 것으로 일반

에 인식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자살자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 인식의

확대는 자살자에 대한 낙인 수준을 크게 함으로써 중재 노력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살 위험에 처한 개인을 고립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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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연구의 한계와 제언

다양한 요인이 다층적으로 관여하면서, 그 수행이 지극히 개인적인

수준에서 행해지는 자살이라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은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인과적 모호성(causal vagueness) 속에서 자살에 대한

어떤 '설명적' 시도도 연구자에 의해 재구성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자살에 대한 담론이 근대화 이전에는 충(忠)과 절(節)의

행위로 미화되거나, 근대화 이후의 과정에서는 개인적 실패나 정신적 미숙과

같은 이유로 환원하는 개인화된 설명의 편향성을 보였다는 점(천정환, 2013)은

이와 같은 인과적 모호성에 부분적으로 연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와 자살을 사회적 수준에서 연결하는 본 연구도 연구자의 일정한

'편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중요성이 있음에도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연구 영역을 채우고자 시도했다. 그와 관련된 하나의 차원은

본 연구와 같이 복지국가의 총량적인 수준을 넘어서 공적 사회 서비스라는

보다 구체화된 방식의 정책 도구와 자살을 연결 짓는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차원은 복지국가를 다루지 않는 연구라고 할지라도 학문

분과별로 분절적으로 축적되어 오던 자살 관련 연구의 결과를 포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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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는 시도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기존 연구가 많지 않은

이와 같은 연구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근본적으로 탐색적 성격과 그로 인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가 지닌 탐색적 성격의 한계를 극복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진전된 연구 설계를 통해 분석 결과를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연구의 개선 방향을 정책 효과 발현에

필요한 정책 성숙 수준에 대한 고려, 정책 영향 발현 시차의 모형화, 분석

단위의 다층화, 개인화된 해석을 통한 결과의 재검토라는 네 차원으로 나누어

논하고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대신하고자 한다.

정책 효과가 실질적인 산출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간과 자원의

측면에서 일정한 수준의 정책적 성숙에 이를 필요가 있다. 즉, 정책은 일정

기간의 지속적인 자원 투입 및 성숙 시간을 요구하는 제도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 서비스는 전달 체계가 비교적 단순한 현금 공여와 달리 전달 방식

자체의 구성이 정책 목적 달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서비스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달 체계상에서 일정한 내적 정책 학습 혹은

정착 과정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 정책이 일정한 성숙 과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자원 투입량 혹은 정책 개입 수준과 해결을 목표로 하는

문제 상황이 정적 관련성이 관찰될 수 있다. 앞서 서비스 지출과 자살률 간의

국가 내 상관관계를 검토한 <그림 5>에서 상대적으로 복지국가 지출 수준이

낮은 한국, 멕시코, 칠레 등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은 이들 국가의

노력이 자살률에 부정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살을 둘러싼 정책 수요를 충분히

따라갈 정도로 자원이 축적되지 않았거나 정책의 성숙 및 제도화 수준이 낮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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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이와 같은 정책의 성숙 과정을

고려하는 방안을 연구 설계에서 담아낸다면 정책의 효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책은 산출결과로 이어지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시차 효과를 모형에서 다루지 않았다.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공적 서비스 지출의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정책 투입 수준이 당장 그해의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령이나 정신건강 영역에서 공적

서비스의 중재효과가 상대적으로 더욱 명확하게 포착된 것은 이들 요인의

경우 사회 서비스의 스트레스 완충 효과가 주요하여, 상대적으로 정책에 대해

빠른 반응성이 포착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반면, 사회 서비스의 인적 자원

투자 효과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차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바로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경제성과 요인과 공적 사회 서비스 간 상호작용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관찰되지 않은 것은 그와 같은 이유와 일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도, 정책 효과의

다차원적인 발현 구조와 시차를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론적 고려를

통해 공적 서비스 지출을 포함한 복지국가의 역할을 시간적 차원을 포함하여

포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국가라는 내적 이상성이 높은 분석 단위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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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포착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분석 대상

지역 단위가 작아질수록 지역 간 동질성 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책 효과가 더욱

잘 포착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복지국가 지출의 주효과가

여타의 제도적 요인을 포함했을 때,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지는 것은 분석

대상의 내적 이상성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국가 비교 연구에서

각 국가에 속하는 비교가능한 지역 수준을 분석 단위로 하는 다층 설계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검토한다면 본 연구에서 관찰하지 못한 정책 효과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수행한 국가 간 비교 분석은 Stack et al.(1994)이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화된 해석 과정을 거쳐 미시적 수준에서 다층적 모형을

활용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Joiner(2009)가 말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인 인지된 짐스러움이나 좌절된 소속감이 실제로

사회적 수준에서 계측된 사회통합 수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본 연구가 제시한 자살에 대한 이론적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으나, 그가 말한 자살

역량(suicidal capability)의 증대는 전반적인 정신건강의 증진이나 물질 의존

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개입, 혹은 위기에 처한 개인을 위한

게이트키핑(gate-keeping)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의 확대와 같은

노력을 통해 중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미시적 수준에서 관찰된 각 개인의 효용 수준과 자살 선택의

기준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소득이나 인적 자원의 축적이 자살 관련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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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과 정책 요인과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파헤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미시적

메커니즘을 연결하는 연구가 이어진다면 자살과 행복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복지국가 정책의 더욱 구체적인 작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개인의

실제 정책 경험(policy experiences)이 자살과 같은 위험 행동이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사회 서비스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특성에

따라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도와 같은 질적인 경험이 정책 목표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복지국가

정책의 지지와도 연결될 수 있다(노법래, 2012). 따라서, 어떤 제도적 설계가

이와 같은 정책 경험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유리한가를 고민하여

전달체계를 포함한 제반 정책 설계에 반영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통해 사회 구성원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을 공동의 문제로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복지국가의 제반 노력이 지닌 가치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복지국가와 행복을 연결하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를 미시적 수준의

관찰과 연결지음으로써 복지국가 및 그 제도적 결과와 자살, 그리고 개인의

행복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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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ies on Welfare State

and Suicide: Intervention Effects of Public 

Social Services

Roh, Beop-ra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find an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states and 

happines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suicide rates.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s on public social services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visions of the 

welfare state. Based on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uicide rates and social welfare, this study presumes that an important 

function of welfare states is to control or intervene upon institution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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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ing the risk of suicide. Previous studies indicate that such factors include 

economic performance, social integration, aging, mental health, and other 

miscellaneous cultural factors. Investing in human capital, enhancing social capital, 

and generating buffer effects on stress are discussed as key public social services 

related to suicide risk and happiness in this study. Thus, this study’s research 

model considers the interactions and correlational structures between public social 

services and institutional factors in order to obtain empirical results that help 

further understand the policy mechanisms affecting the happiness of populations 

living in welfare states. 

This study uses data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the OECD, UN, WHO, the 

World Values Survey (WVS), and more. Although the observation periods for each 

country vary slightly, most of the periods cover at least 20 years, beginning in 

the 1990s. Longitudinal path analysis was conducted, which model the main effects, 

interactions, and correlations structures that are addressed in the research model. 

Furthermore, a variety of simulations were performed and then analyzed for 

consistency in order to determine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stud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uicide rates vary across countries, 

showing many different levels and trends. The expenditure trajectories for public 

social services also varied in different ways across countries. Spending on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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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rvices has the effect of lowering the overall level of suicide rates, but 

a direct effect of public social services on other institutional factors was not 

observed. However, various interactions between these factors and suicide rates 

were observed. Public social service expenditure has been shown to mitigate the 

effects of aging, mental health, and alcohol consumption on suicide. Although this 

study did not find statistical evidence that the risk of suicide is directly suppressed, 

it did find that public social expenditure suppresses the risk of suicide via increasing 

community participation, reducing discrimination, and fostering religious activities, 

which promote social cohesion and mitigate suicidal behavior.

Aging and mental health have proven to be particularly relevant factors in suicidal 

risk.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its population, it is 

necessary for welfare states to expand social service policies to better cope with 

aging and improve mental health. Furthermore, the stable economic performance 

associated with the overall utility levels of individuals also generates inhibitory 

effects on suicide rates. These results support the need to expand human 

investment, which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both economic performance and 

individual well-being. Consequently, inequality, poverty, and the weakening of 

social integration increase the risk of suicide. In order to increase happiness, it 

appears necessary to suppress inequality through the government's direct 

provision of important social service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in parallel with 

a basic income security policy. High fertility rates also suppress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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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based incentives that affect fertility rates need to be considered not only 

for economic and demographic reasons, but also to promote happiness created 

by family ties. Among the cultural factors that have rarely been discussed in 

existing empirical studies, the culture of highlighting economic achievement could 

be seen as an environmental factor that increases the risk of committing suicide. 

In order to promote happiness, it seems necessary to improve social awareness 

and support culture-related service policies that emphasize values other than 

economic achiev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strategy of expanding public social 

services could be an effective approach to enhancing a population’s overall 

well-being by mitigating risk factors and promoting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ell-being.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lso demonstrate that the policy efforts 

of the welfare state can suppress the unfortunate phenomenon of suicide. Such 

results may have particularly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society, which has unusually high levels of suicide.

Keywords : welfare state, public social service, suicide, happiness, longitudinal pa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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