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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사업의 시행상 가장 민첩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정

책적 노력이 더해지면 타 지역 대비 해당 지역의 평균 자살률이 저하되는지 살펴본 탐색적 연구

다. 논의에 앞서 선행연구 정리를 통해 자살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고 지역별 자살률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이후 분석을 위해 민선 5기 기초자치단체들의 자살 관

련 조례 및 행정적 현황을 살펴본 후 지역의 각종 행정적 요인들이 해당 지역 자살률에 영향을 미

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석 상 한계가 존재하나 기초자치단체의 재

정자주도 및 1인당사회복지비의 크기 등이 지역 평균 자살률 저하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조례 제정만으로는 자살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다른 요인들과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의 자살예방 관련 정책적 노력과 역량 또한 다각도에서 개선

될 필요가 있다고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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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자살시도에 의한 사망(이하 자살)이 2014년도 인구 10만 명당 29.3명으로 

OECD 국가 중 그 수치가 가장 높으며, 2012년 기준으로 이전 15년간 자살률이 근 3배 

증가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12년 사이 OECD 국가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의료기술과 예방정책의 발달로 위암과 뇌

혈관질환 등 고도의 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질환의 사망률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기

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그 동안 자살 증가의 원인을 

밝히고자 한 국내외 학술적 노력과 정책적 노력이 상당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자살의 

원인을 파악하여 자살 증가를 억제하자는 주장은 많지만 일정 부분에 국한하여 파악하

는 것은 자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박형민, 2011; 하규섭, 

2011), 자살은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사회현상과 관련이 높아 국가 차원의 

예방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박민서･유영직, 2013; 박순

만, 2012; 박종익, 2012; 박형민, 2011). 또한 자연 자살률에 대해 연구한 Yang & 

Lester(2009)나 자살을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한 이소정(2010), 국가별 자살 예방 전략을 

분석한 Taylor, Kingdom & Jenkins(1997)나 Phillips(2004) 등 자살률의 원인을 각 국가

별로 고유한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해석해야 함을 주장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자살률 증가라는 객관적 현실에 대한 실제적 변화에 기여하기에는 

학계의 관심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내･외 학계

에서도 분석한 바 있다(김정희, 2011; Phillips, 2004). 또한 개인의 자살행동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대비 지역 단위의 자살률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이민아･강정

한, 2014).

그리하여 본 연구는 자살을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자살의 

책임이 개인보다 사회에 그 책임이 있음을 전제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

떻게 발현될 때 그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정책에 영향을 줄 다른 요인

들뿐만 아니라 특히 선행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조례를 주요 정책의지에 따른 산물로 

보고 조례의 제정 현황 등을 파악하여 과연 조례가 자살예방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정

책적 노력으로서 작용하여 지역별 자살률을 억제하는지 실증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한편 기초단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치단체의 경제력 지표들, 사회복지예산 관련 지

표 역시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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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예방조례가 존재하면 지역 평균 자살률이 낮은가, 둘

째,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가 존재하면 지역 평균 자살률이 낮은가, 셋째,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지역 평균 자살률이 낮은가, 넷째, 재정자주도가 높으면 지역 평균 자살률이 낮

은가, 다섯째, 1인당사회복지비가 많으면 지역 평균 자살률이 낮은가 등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자살예방사업은 국가적 사업으로 간주되나 시행의 접

점이 자치구일 것임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고유의 자율성을 갖고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최소단위 

행정구역으로 예산의 운영과 정책 사업의 수행을 단체장 및 행정공무원의 의지로 변동

시킬 수 있는 최소단위임에 주목한 것이다. 연구 범위는 데이터의 한계로 민선 5기(2011

년∼2014년)에 한정한다. 한편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될 자살률의 경우 데이터의 범위를 

한국 내로 규정하고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해당 지역의 자살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판별하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보기 위해 자살률에 대해서도 행정구역별로 신고된 자살건수에 

기반해 논의를 진행함을 밝힌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책 대상으로서의 자살에 대한 논의

기본적으로 자살률이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자연 자살률’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논의들(Goldney, 2003; Virén, 1999; Yang & 

Lester, 1991, 2009; 김민영, 2013)이 있다. 이들은 일정 수준의 자연 실업률이 존재하듯 

일정 수준의 자연 자살률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는 사회적 요인이 

개인의 자살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개인이 삶의 연명을 선택할 수 있는 주체로서 역할

한다는 것에 기반했다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나 건강 상태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리하여 자연자살이 아닌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심리적 상태 혹은 

건강 상태가 변화하거나 삶에 대한 의지가 변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사회적 요인을 파악

하고 통제하는 것에 대해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1) 특히 정책적 관점에서 자살률 증가 

1) 김민영 (2013)은 자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 있을지라도 2003-2010년 내 전체연령의 한국 

연평균 자살률(약 28명)이 OECD 국가 연평균 자살률의 약 2배를 넘기에 결코 낮은 편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자살률이 한국 내 문제를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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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다뤄야 하는 이유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주장을 참고할 수 있다. 자살률이 개인 

삶의 만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주장과 사회 안정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주장

이다.

우선, 자살이 개인 삶의 역량 수준과 삶의 만족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사망률에 대한 Sen(1998)의 주장을 고려할 수 있다. Sen(1998)은 사망률이 경제적 

지표로서 역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삶의 질을 판단하는데 있어 소득 외 실제 

삶에 영향을 준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는 사망률은 

장수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이 삶의 역량(capabilities)의 필수 조건이 

되고, 많은 중요한 성취들이 사망률과 부의 관계를 갖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지 않은 데이터로서 사망률이 정보로서 갖는 용이성을 부각하여 

언급한다. 또한 자살이 정신건강의 지표로서 널리 연구되고 있으며(Ruhm, 2000) 삶의 

만족도와 자살률 간의 관계를 밝혀 높은 삶의 만족도가 낮은 자살률과 상관관계가 크다

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도(Helliwell, 2006, 2007) 있다. 

한편 자살을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을 수 있다. 자살사건이 발생되면 가족, 

지인 등 주변에 자살이 ‘전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유명인의 자살은 언론 보도 등

을 통해 전파되면서 흔히 ‘베르테르 효과’라고 불리는 전염 현상을 야기하기도 한다(이

정기, 2011). 더 나아가 생산 가능 인구의 자살은 국가의 생산성 감소와 직결되기도 한다

(Taylor, Kingdom & Jenkins, 1997).

그러나 자살을 반드시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 일

부 반론도 존재한다. 자살을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회 현상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천선영(2008)은 근대사회가 자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실존

적 안녕 때문이기보다 사회 전체의 ‘가장된’ 안정성 창출과 유지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아울러 역사적 차원에서 고려할 때 특정 자살이 부정적으로 여겨지는가의 여부는 자살

(자)의 내부 원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당시의 사회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

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부 연구들이 종교적 관점에서 자살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거나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하는 처사일 수 있다고 본 것

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인다. 이를 고려한다면 자살이라는 개인의 선택에 대해 국가가 통

제하려고 하는 노력의 당위성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살 현상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자연자살에 대한 관심에서 비

롯된 것이라기보다 타 국가 대비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다는 것과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목하여(김민영, 2013)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온 것이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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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사망률은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자살률은 1993년 이후 증가하는데 이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증가 속도가 높아지는 추세다(김민영･정광호･금현섭, 2011; 은기

수, 2005).

또한 사망률에 대한 논의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논의이며 그 중에서도 스스로 사

망을 선택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국가의 생산성 문제

와 직결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자살자 주변의 타인들에게 미

치는 영향으로 인해 생존 인구의 삶의 질, 행복 정도가 낮아질 수 있기에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인이 생존한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여 사망이라

는 개인적 사건에 대해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생산하고 있

다. 우리나라 역시 사망률을 성, 연령, 지역 등의 인구통계학적 기준에서 분류하여 파악

하고 있으며 사망원인을 개인별로 기록하여 질병 및 사고 분류 원칙(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라 파악하고 있다. 

2. 지역 자살률 차이 발생 요인에 대한 논의

자살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그러나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들 대부분은 단일 요인의 영향력에만 초점을 두

어 정작 자살이라는 현상이 가지는 복합성을 드러내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인

지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자살이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사건은 아니

며 복합 요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는 것이다. 자살을 단순한 

생물학적 접근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심리학적, 사회적, 생물학적 변수들

에 대한 자세한 평가가 필요한 복잡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Kahne(1966)의 주장 

이래로 자살을 복잡하고 다면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공공 보건 문제로 인식하는 연구들

이 상당수 존재한다(Beautrais, Joyce & Mulder, 1998; Goldney, 2003; Li, Page, Martin 

& Taylor, 2011). 또한 자살이 사회적 사실이며 단순한 개인 행위의 총합이 아님을 주장

하고 그 요인들을 유형화한 Durkheim et al.(1952) 이래로 상당수의 연구들이 다중 요인

을 적용한 실증 연구를 진행했다(Stack, 2000a, 2000b; 이민아･강정한, 2014). 이처럼 

그 동안의 연구들은 자살 요인을 다각도에서 분석한 데에 그 의의를 가진다. 또한 자살

에 대한 연구는 그 원인을 개인적 차원에서 파악하는 미시적 차원의 연구와 자살을 일련

의 사회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거시적 차원의 연구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 거시적 차원의 

연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직은 미시적 접근에 의한 연구에 비하여 그 수가 적다



338 ｢행정논총｣ 제55권 제1호

고 보인다(김정희, 2011; 윤우석, 2011).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적 수준에서 살펴보는 연구들은 주로 경제학, 심

리학, 의학 등에서 발견되는데(김민영, 2013), 주로 흡연, 음주 및 기타 건강관리 수준 

등의 개인 건강행태에 초점을 두어 이러한 요인들이 개인이 자살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자살위험요소 – 갑작스러운 경제적 곤란, 인간관계의 상실 등 – 에 노출되었을 때 자살

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특히 경제적 요인들 중 소득수준

(Hamermesh & Soss, 1974; Chuang & Huang, 1997; Ruhm, 2000), 소득격차(신동준, 

2004; 은기수, 2005), 실업의 발생(Durkheim, 1897; Chuang & Huang, 1997; 

Gerdtham & Johannesson, 2003; Andres, 2005), 인구이동률(김민영, 2013), 1인당 

GDP(Virén, 1999), 지역의 경제 구조(Kposowa, 1999; 안보령･남은우･진기남･문지영, 

2009) 등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해당 요인들은 자살

률과 매번 같은 방향의 관계를 보이기보다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른 관계를 보이기도 

한다는 의견들도 있다. 예를 들어 Neumayer(2004)의 독일 패널분석과 노용환(2006)의 

우리나라 시도별 장기패널분석은 오히려 실업률이 자살률과 음의 관계를 가짐을 보여주

는데, 이는 경제 활성화 단계에서 발생되는 고된 노동과 직업 관련 스트레스가 오히려 

자살을 촉발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며, 반대로 실업은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 놓인 가족의 

결속력을 증가시켜 자살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유경원･노

용환, 2007). 즉 상황에 따라 특정 요인이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여 복합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다.

한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회적 수준에서 살펴보는 연구들은 다방면에서 

발견되는데 주로 사회복지학, 지리학, 의학 등에서 발견된다. 이는 사회적 환경이 자살

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의 결과물들이라 볼 수 있다. 특

히 분야를 막론하고 지역별 자살률의 차이를 분석한 논문들이 상당한데, 지역박탈정도

(정규석, 2011), 사회보장예산비중(김상원, 2010)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역적 요건과 사

회적 통합 수준의 감소, 연대감 상실, 규범의 혼란 등 사회적 자본(이민아･강정한, 2014; 

이소정, 2010) 등과 같은 간접적인 지역적 요건뿐만 아니라 인구밀도, 대기오염, 외기온

도 등 환경적 요인까지 고려된 바 있다.

물론 자살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복합적임을 기존 연구들이 지적하였지만 정작 자살률 변동의 원

인을 심리적 요인이나 개인에게 닥친 경제적 충격 등 개인적 차원에서만 다루거나 사회

에 닥친 사회경제적 충격, 산업구조, 도시화 등의 문제, 즉 개인 혹은 정부의 통제를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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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요인에서 찾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곧 자살에 대한 논의의 규모 대비 자살률 

저하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자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살률을 낮출 정책적 방향을 제

시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의 사회적 통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결혼이나 종교적 상태

를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상태로 전환하도록 주문하는 등 개인 수준의 변화가 요구되나 

변화하기 쉽지 않은 요소들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실업률 관련 전술하였듯 

Durkheim(1897)의 연구를 바탕으로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자살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상당하지만 연구의 논의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현실이

다(강한솔, 2013). 또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다루었던 사회적 통합, 고령화, 경제적 차별 

등의 논의는 한국 농촌사회의 자살률을 설명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하며 도시 대비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농촌지역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주장한 연구(윤우석, 2011)가 

존재하는 등 특정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 지역적 차원의 

논의도 존재한다. 

이상의 논의들을 기반으로 지역 평균 자살률이 지역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

으나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어떤 요인들

이 지역 평균 자살률의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파악하고자 특별히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이는 본 논문이 자살 발생의 요인 분석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행정구역별 자살률 차이 발생에 대한 정책적 논의이기 때문이다. 

1) 행정･정책적 요인

자살률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자살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 초점을 두어 분석하

였으나 정작 자살을 방지하는 요인에 대해 초점을 두어 분석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보

통 자살을 유발하는 요인은 자연발생적, 혹은 사회 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의 산물

에서 찾는 경우가 많지만 자살을 방지하는 요인은 정부 등에 의해 의도적으로 발생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살을 

방지하는 요인으로 개인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복지나 자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사업 등을 꼽아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지원에 대해 연구한 김상원(2010)은 자살률의 변동

이 그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과 문화의 역할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 지역의 사회적 지

원, 즉, 다양한 자본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사적 혹은 공적 기관을 통해 전체 혹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 전반이 지역별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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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 지원을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사회보장비로 파악하여 분석한 결과 이들

이 자살률과 음의 관계를 가짐을 증명하였다. 사회적 지원이 일탈이나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기존 연구들(Pratt & Godsey, 2002; Chamlin & Cochran, 199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지원이 자살이라는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한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이 가설은 지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정부의 

지원(state support)은 자살률과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김기원･김한곤(2011)은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복지예산비중이 2000년부

터 2008년까지 광역자치단체 노인자살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고 밝혔다. 이민아･강정한(2014) 역시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시군구 단위에서 실시

한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복지예산의 비중이 낮을수록 그 지역의 자살률이 높다고 주

장하였다.

본격적으로 국가 혹은 지역 주도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언급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Taylor et al.(1997)는 자살 증가추세를 저지하기 위한 각 국가의 전략과 프로그램들을 

정리한 결과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이 국가별 포괄적인

(comprehensive) 전략을 발전시켜 왔다고 분석했고 국가별 전략 내용에 비슷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그 구성이 국가별로 다름에 주목하였다. 또한 Goldney(2003)는 자연자살률 

이상의 자살률을 보이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는 자살률 관리를 위해 예방 프로그램에 집

중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Motohashi, Kaneko & Sasaki(2004)는 이러한 방향의 

논의를 발전시켜 1980년대 서구 국가에 의해 도입된 국가별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주목

하여 그들의 공통적 속성을 파악하는 한편 일본의 사례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community) 기반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주는 효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Matsubayashi & Ueda(2011) 역시 국가 내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설치한 21개 OECD 국

가를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4년 사이 정부 주도 전국 범위 자살예방프로그램 실시가 

자살률 저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지 패널회귀분석하였고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이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정부 주도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특히 노년층과 청년

층의 자살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자살률 저하를 위해 자살

예방에 대한 국가 단위의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더욱 구체적으로 자살 예방 프로그램과 관련된 시설이 자살률에 영향력을 주는지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윤명숙･최명민(2012)은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된 지역에서 상대적으

로 자살률이 낮게 측정되었으나 회귀분석 결과 정신보건센터 설치 여부가 아닌 정신의

료기관 수가 자살률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즉 전반적인 의료시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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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신의료기관이 자살률 감소에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친다고 정리가능하다.

이상의 논의는 결국 해당 정부가 어느 정도의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자살률을 대하는지

가 관건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Phillips(2004)은 개발도상국에서 정치적 의지를 갖고 

필요한 자원을 얻고 인력을 훈련시키는 동시에 효과적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실행하

고 점검하는 것이 선진국의 지식적, 도덕적,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지역 전

문가들에 의해 수년 간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한다. 이는 곧 자살률 저하를 위해서는 단

순히 정책적 기제를 마련하는 것만이 해답이 아니라 자살 예방을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 확보와 함께 지속적인 지역 내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법률 제정을 통해 자살률 관리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법률의 내용이 담론 수준에 머물러 있음이 지적된 바 있고(박순만, 2012), 

보건복지부의 2004년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에 대한 학계의 평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박형민(2011)은 보건복지부의 종합대책에 대해 자살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적극적으

로 고려하여 국가가 주도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민간이나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수행해온 자살예방 사업을 범부처적인 활

동으로 확대하였던 시도라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책 시행 기간 동안 

오히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높은 자

살률을 나타내기도 했음을 지적한다. 이에 대해 박형민(2011)은 그 원인으로 기본 정책

범위가 개인중심의 정신보건사업에 한정되어 사회경제적, 범정부적 지원책 마련이 미흡

했음을 꼽았는데, 이는 자살 원인은 정신질환 이외에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도 밀

접한 관련이 있어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고 자살예방을 위

한 범부처적인 거버넌스, 법과 제도 등의 확립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정책수행

의 기반마련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

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의 중요성에 비해 국민적 합의 및 사회적 공론화에 한계가 있었

으며,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단계적인 정책접근이 미흡했던 점도 지적할 수 있다고도 

언급하였다. 하규섭(2011) 역시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0명 수준을 넘어선 2004년 

무렵 이후 자살예방이 주요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음에도 자살예방을 위한 조직의 전문성

이 부족하고 관련 종사자의 수나 예산 측면에서 영세하며, 한 지역사회 내에서도 여러 

조직들이 연계되어 있지 않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자살예방 체계가 열악

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박형민(2011)은 기초연구가 부족해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수행이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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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는 점도 지적하였는데 이는 김정희(2011)의 문제의식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살위험 관리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명시되지 않아 사업의 진행과

정을 적절히 점검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한계 중 하나일 것이라 지적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여러 주체가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정작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할 보건복

지부의 역할만 강조되었을 뿐 사업의 최전선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과 상통하는 분석으로 해석된다.

2) 고령인구비율

자살률에 대한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이 연령별 자살률을 분석하였고 고령층의 자살률

이 높음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고령층의 자살률만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기도 하고 경제

적 요인과 자살 간의 관계가 유독 고령층에서 두드러진다고 보기도 하였다. 2005년에 

이미 전세계 자살의 30%를 차지한다(Yip, Liu, Hu, & Song, 2005)고 지적된 바 있는 중

국에 대해 Wang, Chan & Yip(2014)이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구분을 막론하고 65세 이상 

인구의 자살률이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고 실증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한국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한 이들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고령화에 따른 

자살률의 증가를 주목한다. 이민아･강정한(2014)은 전국 시군구별 자료를 기반으로 종

단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의 고령화 지수가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자살률이 높

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윤명숙･최명민(2012) 역시 전국 시군구별 자료를 기반으

로 한 인구사회학적요인, 사회복지 및 정신보건인프라와 자살률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노인인구비율이 자살률과 양의 관계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

지만 한편 노인빈곤율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지출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

고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역시 그러하여 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해 생기는 현상으로 해석

된다(이소정, 2010). 김민영(2013)은 이에 대해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점점 낮아지면

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언급하기도 하고 송재룡(2008)의 논의를 인용해 연령별 자살의 

유형이 상이하게 드러남을 지적하며 같은 연령 요인이 작용함에도 연령별로 자살의 원

인이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3) 이혼율

Durkheim(1897)은 결혼한 사람은 미혼, 배우자 상실, 이혼한 사람보다 통합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검정하기 위한 많은 논문들이 이혼율을 가정의 통합 정도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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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척도로 보았으며 이혼율이 높은 경우 자살률도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실증분석

한 결과 실제로도 그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Breault, 1986; Danigelis & Pope, 1979; 

김기원·김한곤, 2011; 유정균, 2008; 윤우석, 2011). 이들은 공통적으로 배우자나 자식에 

대한 연대와 책임감이 자살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혼 등 사회적 관계의 해

체가 전체 자살률, 특히 노인의 자살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개인 수준과 국가 

수준 분석 모두에서 나타나며 시계열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다(Stack, 1980, 

1989, 1992; Wasserman, 1984).

유경원･노용환(2007)은 사회적인 유대감을 자살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은 바 

있다. 예를 들어, 높은 이혼율은 가족의 결속력과 사회적 유대감을 낮추기 때문에 자살

률을 증가시키며, 이와 반대로 높은 출산율은 가족 및 사회의 결속력을 증가시켜 자살률

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Chuang & Huang(1997)과 Andres(2005)

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가족구성원 간 마찰을 불러일으켜 사회결속력을 저하

시키고, 그 결과는 자살률의 증가로 나타난다고 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유경원･노용

환(2007)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가 여성 자신의 발전을 가져오고 사회결속력에 도

움이 되는 효과도 동시에 상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방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인구구조의 양적･질적 형태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기혼자의 자살률이 미혼

자나 이혼자 그리고 배우자를 상실한 자의 자살률보다 적으며, 자살률은 연령이 높을수

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정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역 단위의 사회적 지원이 지역별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기초자치단체 자

료를 기반으로 횡단면 분석한 김상원(2010), 윤명숙･최명민(2012)은 이혼율이 자살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혼율과 자살률 간

의 관계를 연구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이다. 이상

의 선행연구 정리를 통해 이혼율은 전체 자살률보다는 사회적 해체에 정신적으로 취약

한 노인 자살률과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음주율

자살 문제를 다루는 정신건강 관련 정책들은 대부분 음주율에 대한 관리 역시 이의 

일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증적으로도 일부 국내 연구 결과들은 음주율과 자살률의 

관련 가능성에 대해 제기한다. 박아름･전종설(2014)은 알코올 중독자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일반 성인 대비 중독자의 자살 시도율이 약 13배 높았고, 자살생각이 

평생 유병률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났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이들은 우울, 대인관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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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연령 등과 함께 음주심각성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박은옥

(2014) 역시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자살생각률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자에 한해 

월간 음주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음주가 자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들(Klatsky & Armstrong, 

1993; 강은정, 2013; 박은옥･최수정, 2013)도 존재하는데 , 이들은 주로 자살률뿐만 아

니라 자살생각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고 있어 구분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 모형

1. 분석 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이상의 정리 결과 개인적 요인에 따른 자살률의 변동을 살펴본 기존 연구 

대비 행정구역별 정책적 의지 및 재정 여건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의 연구 질문들에 대해 답하기 위한 패널회귀분석을 시도한다. 앞서 밝힌 대로 연구 

범위는 데이터의 한계로 민선 5기(2011년∼2014년)에 한정한다.

주요 질문들은 첫째, 조례가 존재하면 지역 평균 자살률이 낮은가, 둘째, 지역 내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존재하면 지역 평균 자살률이 낮은가, 셋째,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지역 평균 자살률이 낮은가, 넷째, 재정자주도가 높으면 지역 평균 자살률이 낮은가, 다

섯째, 1인당사회복지비가 많으면 지역 평균 자살률이 낮은가 등이다. 

모형 설계시 역인과관계 등에 의한 내생성(endogeneity)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고 

시차 효과를 예상하여 조례 및 센터 관련 일부 독립변수(t-1)와 종속변수(t) 간에 1년의 

시차(lag)를 두었다. 또한 단위수의 지나친 차이로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독립

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를 비율로 파악하기 위해 1인당 사회복지비는 자연

로그를 취해 변수를 조작하였다. 

아울러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연구 범위인 2011년∼2014년 내내 매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인 39개의 단체(이하 ‘평균이상 단체’)와 매년 낮은 자살률을 보인 86개

의 단체(이하 ‘평균이하 단체’)를 구분하여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고자 한다(단체 목록은 

별첨된 <표 3>, <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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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설정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변수들을 설정한다(<표 1> 참조). 

1) 종속변수

(1)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

종속변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자살건수의 제곱을 연앙인구로 나눈 값이다. 자살건

수 관련 자료는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서 추출한다.2) 해당 자료에 의하면 일부 자료

가 없는 지역은 해당 출처기관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인데 본 분석을 위한 자료는 

결측된 바 없어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다만 자살률에 대해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본 연구에서는 자살률을 연령별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래 성인의 자살률을 살펴보는 것이 아동의 자살률까지 포

함하는 것보다 의미있는 이유는 아동의 자살률은 의사결정이 오롯이 자신에 의해서 이

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사망원인통계 설명자료에서 자

살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

숨을 끊는 행위라 정의하고 부모가 어린 자녀와 동반 자살한 경우 어린 자녀는 자살이 

아닌 타살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덧붙이자면, 배승민 가천대 길병원 정신과 교수 

역시 갑작스러운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 자살한 한 가족의 사례에 대한 언론 기사 인터

뷰3)에서 뇌성장이 끝나는 18∼20세 이상의 성인만이 상황을 판단해 자살을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다며 만약 스스로 결정한다 해도 자기 주도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

다. 본 연구는 지역의 제도적 장치가 실제 자살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연령을 차치하고 각종 행정적 요인들이 실제 지역별 자살률에 영향

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역 전체 평균 자살률을 고려한다.

2) 통계청은 ｢2013년 사망원인통계｣에서 “통계법 및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제출

한 사망신고서를 기초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체계에 의해 사인을 집계한 것이며 사인이 부정확

한 자료는 모자보건법에 의한 신고자료와 기타 행정자료를 이용 보완한다”고 밝혔는데, 자살신고의 

경우 해당 건을 자살자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만약 주민등록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내부 

규칙에 따라 자살신고된 지역으로 분류한다고 한다. 통계청 통계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내부 규칙에 

대해 인용할 공개 자료가 없음을 확인하여 본 각주로 대신한다. 

3) 한국일보, 2014. “가족 동반 자살… 어린 자녀에겐 결국 타살이다” . 검색일: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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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1) 자살예방 조례

해당 변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자살 관련 조례의 제정 여부를 말한다. 조례 제정 

여부는 행정자치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내 등록된 조례나 입법예고안을 파악하여 정리

한 값으로, 분석을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법규명에 ‘자살’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모든 조례에 대해 파악하였다. 

(2)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또다른 변수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존재 유무를 설정한다. 국회예산정책처(2013a)

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예방사업의 개선과제로 자살예방사업의 별도 단위사업 분리와 

시군구별 자살예방사업 실무자와 유관 단체 간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 및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협조체계 구축이 꼽혔다. 또한 자살률, 정신질환 

유병률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시급한 시군구에 대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하였다. 특히 2011년 기준 정신건강증진센터 미설치 시군구 

61개 중 75.4%에 해당되는 46개 지역이 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농어촌 지

역의 재정적 어려움과 각종 정신보건,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의 낮은 접근성을 지적하였

다. 2017년 현재 전국에 총 213개의 기초단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며, 일

부 센터들은 자살예방센터를 병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센터의 설치

를 정책적 의지의 산물로 보되 센터의 개수에 비례하여 그 의지가 강하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센터의 존재 여부만 파악하여 대리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아울러 

자살예방센터를 단독으로 설립하기보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자살예방센터의 업무를 수

행하는 경우가 상당하여 자살예방센터를 단독으로 고려하지는 않았음을 밝힌다.  

(3)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예산 규모 대비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

한 자체수입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의 자살률 차이를 야기하는 요인들을 분석

한 강은경(2013)은 재정자립도가 도시 경제의 호황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보았다. 

또한 시군구의 자살률 차이가 재정자립도에 의해 일부 설명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와 

구의 재정자립도가 군의 재정자립도와 차이를 보이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 밝히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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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 예산 규모 대비 자체수입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및 조정보조

금 등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주재원은 특정 목적 없이 해당 

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해당 단체

의 재원활용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대리하는 

지표로 재정자립도와 함께 재정자주도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재원활용력이 높다는 것은 

자살예방 관련 예산 책정 여력과도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본 연구 역시 재정자주도

를 고려한다. 

(5) 1인당 사회복지비

1인당 사회복지결산액(이하 사회복지비)을 또다른 정책적 요인으로 정의한다. 사회적 

지원에 관해 논한 김상원(2010) 및 이종민 외(2011)는 사회복지분야에 해당하는 전방위

적 사회적 지원이나 의료 분야 지원이 자살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앞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서 김기원･김한곤(2011) 및 이민아･강정

한(2014) 등이 복지예산의 유의미성을 논한 것을 살펴 본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

서도 자살예방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지역 자살률에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1인당 사회복지비를 변수로 상정한다. 이는 자살예방 직접 

예산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지만 자살예방에는 복합적 노력이 존재해야 함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본 논문이 분석 대상으로 여기는 인구가 전체 연령

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계층에 치우친 내용의 예산 대신 전반적인 복지 관련 정책

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하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자치부 재정통합공시 지표개요에 따라 재정고 홈페이지에 기재된 

사회복지비분야 결산액을 해당 지역 연앙인구 수로 나눈 값을 1인당 사회복지결산액으

로 정의한다. 사회복지비분야 결산액에 포함된 항목은 세출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

야에 해당하는 결산액으로,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

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에 해당하는 분야의 결산액이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경제적 요인 관련 통제변수들은 추가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1인당 GDP수준과 같은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연구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관련이 없거나 역의 관계가 나타나기도 한다(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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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Ruhm(2000)은 미국 패널분석 결과 개인의 소득수준과 자살 사이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주관적 삶의 질과 정부의 

질에 대해 연구한 Helliwell(2006)은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면 실업률과 같은 경제

적 요인보다는 비경제적 요인들이 자살률에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도 보았다. 이는 

Noh(2009)의 주장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그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분석한 결과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는 실업률이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지만 소득이 낮은 국가에

서는 실업률이 자살률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개인의 부채(Debt)와 

자살 행동 간의 관계를 핀란드 자료로 분석한 Hintikka et al.(1998)는 핀란드의 호황기

와 불황기 동안 자살률 변화를 살펴본 결과 호황기에 자살률이 증가하고 불황기에 자살

률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는데 이를 통해 개인의 소득이 자살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결

론을 내리기도 하였다. 즉 경제적 요인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여 가설 검정이 유의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본 논문에서는 경제적 요인을 대리할 변수를 따로 두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 내 주민들의 경제활동 및 그에 따른 세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의 독립변수들로 갈음하고자 한다. 

즉, 본 논의에서의 통제변수는 고령인구비율, 이혼율, 고위험음주율이다.

(1) 고령인구비율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는 성별과 고령화를 고려할 수 있는데, 김기원･김한곤(2011) 

김민영(2013), 유정균(2008), 이소정(2010) 등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에 대한 실증적 논의

는 상당히 많이 존재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65세 이상 인구를 파악하여 전체 인구 대

비 해당 인구 수를 대리지표로 사용하고자 한다. 모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자료에

서 추출한다. 

(2) 이혼율

개인의 사회적 통합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선행연구들이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의 

조이혼율(인구 천 명당 조이혼 건수)을 활용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활용한다. 

(3) 고위험음주율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 대상 중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주 2회 이상 음주하고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을 표준화하여 취한 값을 변수로 활용한다. 이는 알코올 중독과 자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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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하기에 알코올 중독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활용하는 것이다.

변수 측정수준 출처

종속
변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자살자 수 / 연앙인구) × 100,000 통계청

독립
변수
(행정
요인)

자살예방조례
이전년도 자살예방 관련 조례 존재 여부 
(제정:1, 비제정:0)

행정자치부

정신건강센터
이전년도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존재 여부 
(존재함:1, 존재하지 않음:0)

보건복지부

재정자립도

(자체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
*자체수입: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자치단체 예산규모: 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행정자치부

재정자주도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
*자체수입: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자주재원: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행정자치부

ln(1인당
사회복지비)

ln{(사회복지분야결산액* / 연앙인구)}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여성, 노
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의 합계

행정자치부

통제
변수
(개인
요인)

고령인구비율 (65세 이상 인구 / 연앙인구) × 100 (%) 통계청

조이혼율 (조이혼 건수 / 1000) × 100 (%) 통계청

고위험음주율
조사 대상 중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주 2회 이상 음주하고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표준화율)

보건복지부

<표 1> 변수의 조작화 및 자료의 출처

Ⅳ.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별첨된 <표 5> 참조) 2011년 이후 매년 기초자치단체 지역 

평균 자살률이 점차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인구 10만 명 중 30명 이상이 자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균이상 단체의 경우 인구 10만 명 중 40명 이상이 매년 자살하였

으나 2011년부터 그 수가 점차 감소하였고, 평균이하 단체의 경우 매년 24명∼27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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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자살하였는데 이 역시 소폭이나마 매년 점차 감소하였다.  

한편 자살예방 관련 조례는 평균이상 단체들 중 조례를 설치한 단체 수가 평균이하 

단체의 것보다 매년 적었다. 즉 전국 평균 자살률 이하 단체들이 오히려 자살예방 조례

를 더 빨리 설치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2011년 이후 점차 

설치하는 단체 수가 증가했는데 2011년 당시에도 전체 단체들 중 65.04%가 설치할 때 

평균이상 단체들의 약 51.28%가 설치한 반면 평균이하 단체들의 약 89.53%가 설치하여 

평균이상 단체들과 평균이하 단체들 간의 조례 설치 현황 격차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

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경우 전체 단체와 평균이하 단체들은 2011년 이후 조금

씩 감소하는 반면 평균이상 단체들은 증가하였으며, 1인당사회복지비의 경우 전체 단체

와 평균이상 단체, 평균이하 단체 모두 증가하였으나 평균이상단체가 전체 단체의 평균

을 상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인구비율, 이혼율, 고위험음주율의 경우 2011년 대비 2014년에 전체 단체, 평균

이상 단체 및 평균이하 단체 모두 증가하였는데 평균이상단체가 전체 단체의 평균을 항

상 상회하고 평균이하단체가 평균을 항상 하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 회귀분석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 간 공선성 검정을 시행한 결과 고령인구비율의 VIF가 5.13으로 

가장 높고 평균 VIF가 2.56으로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지 않았다. 또한 자료의 정상성

(stationarity) 여부를 확인하고자 패널의 단위근 검정을 시행한 결과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며4), 오차항의 자기상관 존재 여부 검정한 결과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5) 이후 검정 결과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드러나 고정효과모형을 채택하였다.6) 마지막으로 고정효과모형 

추정 후 패널 개체간 이분산성을 검정한 결과 이분산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표준오차에 

대해 Robust 표준오차를 추출하였다.7) 

분석 결과(<표 2> 참조) 전반적으로는 통제변수로 설정한 고령인구비율, 이혼율, 고위

험음주율은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파악되었다. 이는 관련 선행

4) ADF 검정 기반 Fisher-type test 결과 1% 수준에서 모두 기각

5) Wooldridge test 결과 Prob>F=0.8829

6) Hausman test 결과 Prob>chi2=0.0183

7) Modified Wald test for groupwise heteroskedasticity 결과 Prob>chi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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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 개인 단위에서 분석한 경우가 많았던 것과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 단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의 제언들과 달리 노인인구비율의 증가가 

반드시 해당 지역 자살률을 높인다고는 볼 수 없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과 서울시

의 조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2 통계청 사회조사가 13세 이상 인구에 자살에 

대한 충동 및 이유에 대해 물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충동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

은 9.1%,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꼽혔으며(39.5%), 가정불화(13.6%), 외로움 및 

고독(13.0%), 신체적, 정신적 질환 혹은 장애(12.1%), 직장문제(7.1%), 학교성적 혹은 진

종속변수: 
인구 10명 당 자살률(t)

전체 
단체

단체 세부 구분
4년연속

전국평균이상
4년연속

전국평균이하
기타

변수
회귀계수

(Robust S.E.)
회귀계수

(Robust S.E.)
회귀계수

(Robust S.E.)
회귀계수

(Robust S.E.)

독립
변수

자살예방조례(t-1)
.6182374
( .875249)

 1.192339
(2.227657)

.1087507
(.5454974)

 1.131299 
(1.777872)

정신건강센터(t-1)
-1.987331
(1.883751)

-1.441116
(3.017837)

-.310362
(1.79983)

-1.762017
(2.516567)

재정자립도(t)
-.0314417
(.1592942)

 -.3977441
(.5388318)

.0496647
(.1176119)

-.2262856 
(.2801988)

재정자주도(t)
-.484016***

(.148258)
-.789078**
(.4013535)

-.2325148*
(.1361598)

-.2929836
(.2229212)

ln(1인당
사회복지비)(t)

-11.51276***
(3.674664)

-20.49282**
(10.62482)

-3.556548*
(2.022943)

-21.56321***
(6.85435)

통제
변수

고령인구비율(t)
-1.482968
(.96305)

-1.334157
(1.828387)

-1.468528**
(.6629397)

 .0722216
(1.644892)

조이혼율(t)
-.6418258 
(2.100524)

.5501838
(3.393735)

3.864766*
(2.034485)

 -2.372338
(3.092384)

고위험음주율(t)
 .0658642

( .1000964)
.2100037

(.1972988)
.1595466**
(.0770473)

 .0021001
(.174035)

상수
 245.8319***
(41.45773)

413.2532***
(118.65)

89.41174***
(25.60629)

 357.3626***
(71.40783)

rho .90956682 .79108148 .8527491  .4750081

R2

within 0.1574 0.3206 0.1888 0.1460

between 0.4952 0.3644 0.0000 0.1393

overall 0.2574 0.0293 0.0027 0.0000

F-value  14.88*** 6.43*** 7.15*** 6.86***

N
groups 226 39 86 0101

observations 904 156 344 404

주1) *** p<.01 ** p<.05 * p<.1 

<표 2> 패널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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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제(6.3%), 친구나 동료들과의 불화 및 따돌림(1.4) 등이 이유로 꼽혔다. 남자(7.5%)보

다 여자(10.6%)가 충동을 더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13∼19세(12.1%), 

교육수준별로는 중졸(10.8%), 경제상태별로는 실업 및 비경제활동(10.4), 삶에 대한 만족 

수준별로는 불만족(20.1%)에서 부문별 가장 높은 충동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

는 서울시(2014)가 2013년 10∼20대 사망원인 1위로 자살로 집계되었다고 밝힌 것과 무

관하지 않다. 비록 현재로서는 자살률 증가가 노년층을 중심으로 발생된다고 하여 주목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청년층 대상 정책사업 역시 요구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혼율의 경우에도 선행연구에서 다룬 바와 같이, 김상원(2010), 윤명숙･최명민(2012)

등 이혼율이 자살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한 연구들과 일맥상통

하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혼율과 자살률 간의 관계를 연구한 기초자치단

체 단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혼율이 전체 자살률보다

는 사회적 해체에 정신적으로 취약한 노인 자살률과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음주량 역시, 강은정(2013)은 자신의 논의를 비롯하여 과거 자살률과 음주량 간

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Klatsky & Armstrong, 1993)를 인용하며 음주율이 자살 관련 민

감한 지표는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박은옥･최수정(2013)은 고위험 음주 여부에 

따른 자살 생각률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독립변수들의 경우, 자살예방 관련 이전 년도 조례 존재 여부 및 센터 존재 여부와 

당해연도 재정자립도는 지역 평균 자살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재정자주도의 경우 높아질수록 평균 자살률을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수준에서 낮춘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자체수입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재정보

전금,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이 많이 확보될수록 자살률 저하에 유리하다는 함의를 얻

을 수 있다. 한편 1인당 사회복지비가 클수록 자살률이 낮아진다고 보여 개인에게 부여

되는 사회복지비 크기가 더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물론 1인당 

사회복지비의 수혜 대상이 사회적 취약 계층인 경우가 많아 해당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정책적 의지와 상관없이 그 크기가 클 것으로 생각되므로 해석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분석 결과 특히 자살예방 조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파악

되어 실제 조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연구 범위에 해당되는 2014년까지 설치된 조례를 대상으로 그 세부내용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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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17년 현재까지 조례를 설치한 기초자치단체의 현황은 지면상 <표 6>으로 별첨

하였다. 조례에 앞서, 중앙정부의 법률은 2011년 3월 30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2년 3월 31일 시행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자살위험자 

조기 발견 및 조치,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 생명존중문화 조

성을 위한 교육 및 기타 사업 추진, 자살유해정보 예방, 관련 인력 양성, 자살시도자 및 

가족 대상 지원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하

고 있고(법률 제4조, 제5조) 자살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정책 수립 후 중앙자살예방센

터의 사업지원, 자치구 보건소의 행정지원 기반으로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수행

하는 것 등이다.8) 

자살예방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역시 법률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상위법을 

따라 제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조례 내용에 상위법을 명시한 경우도 상당수다. 2010년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가 자치조례를 제정한 이래9) 2011년 3월 중앙정부 법률이 제정되

고 2012년 집행되면서 2011년 13개, 2012년 52개, 2013년 64개, 2014년 12개의 기초자

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도별 자살예방조례 제정한 기초자치단체의 수(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을 따라 정해진 경우가 많았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자살 관련 조례의 내용을 조회한 결

과10) 대부분 자살 예방 관련 교육(134개 단체), 자살시도자 관리(126개), 자살 예방 관련 

8)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 자살예방사업안내 추진배경. 검색일: 2017.1.20.

9) 당시 조례는 상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제정된 것이므로 ‘자치조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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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에 대한 제언(125개), 자살위험자 및 가족에 대한 관리(111개), 통계 관리(109

개), 정책 수행을 위한 위원회 설치(93개) 등 공통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상

위법에서 명시한 내용들이다. <그림 2>는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내용을 정리한 결과 

공통된 내용이 일관되게 삽입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예방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136개 단체가 언급한 반면 위원회 설치는 94개 기초자치단체가 언급하

는 등 편차가 존재했다. 

<그림 2> 조례 내 주요 내용 명시한 기초자치단체의 수 (2014년, 개)

또한 같은 광역단체에 소속된 경우 조례의 내용과 형식이 비슷한 경우가 많았으며 심

지어 조례 제정 여부도 광역별로 차이가 있어 광주와 충남의 경우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강원과 대전, 서울 등은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반면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은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의 개수가 전체 

단체 개수의 절반도 채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이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

다. 이를 통해 광역단체별 자살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의 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광

역단체별 쏠림 현상의 한 가지 원인으로는 지역별로 자살률 변동의 양상이 다르다는 점

을 꼽을 수 있다. 강원도의 경우 다른 광역단체들 대비 조례를 설치한 기초자치단체가 

많은데 그 이유는 농촌 지역 높은 자살률과 함께 2009년 즈음 잇따른 동반자살 사건 등

도 주요 원인으로 여겨진다.11) 내용상으로도 쏠림 현상이 보였다. 연간 계획 수립이나 

10)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세종과 제주는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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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공헌자에 대한 포상, 자조(自助) 모임 구성, 심리적 부검 등에 대한 논의는 삽입한 

단체의 수가 현저히 적고 경기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서만 확인되는 등 광역단체

별 쏠림 현상이 존재했다. 특히 2014년 보건복지부 연간계획에도 포함되었던 ‘심리적 

부검’에 대해 관련 조항을 삽입한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경기 수원시, 경기 양주시, 경기 

안성시, 경기 여주시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앞서 논의한 조례의 확산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림 3> 광역단체별 기초단체 자살예방조례 제정 현황 (2014년, %)

한편 조례가 제정될 때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2010년 자치입법을 단행한 서

울 노원구와 성북구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지만, 심리적 부검의 제도화와 활성화라는 중

앙정부 시책에 발빠르게 응답한 경기도 4개 단체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심리적 부검

의 경우 비록 자살 원인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때 죽은 사람을 

한번 더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하규섭, 

2011) 심리적 부검이 쉽지 않은 작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작업을 통해 보다 면밀한 

자살 원인 파악이 가능했음을 보건복지부 2013년도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2) 

11) 강원일보, 2009.04.23, “또 동반자살..."안돼" - 홍천, 양구 잇따라”. 검색일: 2017.1.20.

12) 보건복지부 2013년도 자살실태조사에 따르면 72건의 자살 사망사례에 대한 심리적 부검 등을 토대

로 우리나라 자살사망 유형을 4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유형의 원인에 따라 급성 스트

레스, 만성 스트레스, 적극적 자해/자살시도 표현, 정신과적 문제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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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조례 제정은 인접 단체의 영향을 받거나 내부 요인에 의해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그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존재하고 특히 자살 관련 조례와 

같이 상위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광역별로 제정 현황이 상이하고 일부 내용 역시 해

당 단체의 정책적 의지를 다소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

나 조례가 다루는 주요 내용이 다소 선언적이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에 예산 확

보 등 다소 강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조례의 의미가 퇴색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보이며, 이는 본 연구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인다. 

Ⅴ. 연구의 한계, 정책적 함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민선 5기에 해당하는 2011년부터 2014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26개 기초

자치단체 및 4년 동안 매년 지역 평균 자살률이 전국 평균 자살률을 상회한 39개 단체

(이하 ‘평균이상 단체’)와 매년 하회한 86개 단체(이하 ‘평균이하 단체’)의 연간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정책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살예방조례와 정신건강증진센

터 여부의 경우 시차 효과를 고려하여 이전년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를 정리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 대상이 그러하듯 자살은 개인의 삶에 대한 선

택이기도 하면서 국가의 관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복합적 정책 의제라고 보인다. 또한 

자살 유발 요인에 대한 논의를 개인적 차원에서 다룬 논의들이 존재하는 동시에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다룬 논의들도 존재하고, 한편으로는 자살 유발 요인 파악에 집중한 

논의들이 존재하는 반면 자살 예방 기제에 논하고자 한 논의들도 존재한다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자살 유발 요인을 파악할 때 반드시 특정 요인이 직접적으로 자살에 영향

을 준다고 결론내기보다 복합적 작용에 의한 산물로서 자살을 바라보는 논의가 많았음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인을 분석할 때 해당 요인이 단편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판

단하기 이전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포착한 논문들 역시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지역적 맥락에서 재해석해볼 때 지역별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Chuang & 

Huang, 1997). 실업 등 경제적 곤란이나 고령화, 이혼 등 신체적, 정신적 곤란이 자살률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나 정도를 정확하게 계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지역 단위로 자살률을 고려한다 해도 그 수치에 편향성이 존재

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자살률 변동의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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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해당 요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일 뿐임을 

인식하고 요인의 절대적 영향력에 대해 맹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살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대부분 주목하는 것은 자살이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기보다 여러 요인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이며 단일 요인이 기폭

제가 되어 자살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를 연구하는 것은 심리적 부검 등 2차 자료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자살률에 대한 연구 시 간학문적 접근이 요구되

며 자살률 관리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인다. 또

한 지역별 자살률을 분석함에 있어 기존에 논의되지 못한 지역별 행정상의 능력과 여건, 

자살률 저하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계량하여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요인들 중 재정자주도와 1인

당사회복지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조례와 같은 

선언적 의미의 정책적 의지보다 1인당사회복지비의 증가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 됨을 방

증하는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 1인당사회복지비의 주요 지출 대상이 사회적 취약 

계층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필연적으로 그 크기가 클 것이

기에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 재정자립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재

정자주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일컫는 자체수입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등이 해당 단

체의 연간 자살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짐작 가능하다.  

한편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선언적 성격으

로 제정된 경우가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실제로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통

해 이루어지는 많은 정책들의 자치법규들은 안전행정부 등의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표준조례안’ 등을 받아 해당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

다(최유성, 2014). 이때 우리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표준이 될 만한 모형은 있을 수 

없으며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 점검이 없다면 광범위한 예방 프로그램도 큰 효과를 거두

기 어렵다는 Phillips(2004)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례 설치 이후 단순히 숙성기

간을 통해 자살률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볼 수 없고 단체별로 정책목표

를 분명히 하고 주기적으로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는 등 다른 정책적 노력을 추가

해야만 자살률 저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례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를 전제로 자살예방사업 예산 관련 자료들

을 검토한 결과, 예산 집행 역시 실질적 역할을 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자살률이 높았던 2013년 강원도의 자살예방사업 예산 편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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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100%가 오로지 자살예방관리요원의 인건비로 책정된 경우도 있고 해당 인건비

가 1인의 것에만 해당하는 등 자살예방사업의 집행 사정이 상당히 열악한 수준임을 짐

작하게 한다. 대구시의 사례는 언론에서도 주목하였는데13) 대구의 기초자살예방센터 내 

직원 한 명 당 담당 자살 고위험자의 수가 30∼60명에 이르러 실질적 역할이 어려운 상

황인데다 인건비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해 자살 고위험자 대상 심리교육이나 야외활

동, 직업재활훈련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벅차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대부분 국가나 

광역단체의 지원을 받고 각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예산의 크기를 달리하는데 오직 시

행 자체만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설정하는 등 사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단체들도 많았기에 본 논문의 분석 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례에 기반한 활동들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상 논의된 것 외 연구의 주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료의 한계로 민선 

5기에 한정하여 분석하였고 특히 조례라는 입법적 기제를 정책 의지로 보기 위해 조례 

제정 현황 및 내용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자살률 관리에 대한 국가적 논의가 2011년 상

위법 제정 이후에나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구 분석 범위가 다소 짧다고 여겨진

다. 향후 기초자치단체별 자살률 관리 정책이 숙성된 이후 다시 연구될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아울러 예산이라는 행정적 기제를 정책 의지로 보기 위해 1인당 사회복지 결산

액을 변수로 활용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한계와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관련 

예산의 크기 차가 작다는 이유로 논의에 포함하지 못했으나 향후 자살예방에 대한 직접 

예산과 간접 예산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여 해당 예산의 결산액을 파악함으로써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종속변수 관련 사용된 통계청의 자료가 현실의 자살 건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것으로 자살자의 

주민등록지역에 따라 지역별로 분류된 것인데 이것은 해당자의 사망원인이 파악되었다

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데이터 뿐 아니라 각 국의 자살 관련 데이터들이 

갖는 한계이기도 하다. 일례로 중국의 자살률을 연구한 Yip, Liu, Hu & Song(2005) 역시 

등록 체계에 의한 자살 관련 기록이 보고 누락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제시한 바 있

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다룬 통계청의 자살률 데이터는 사망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사망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은 것이지만 자료의 한계로 여기고 자료의 2차 가공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 관련 사용된 자료가 5세 이상의 인구 자살건수인데 아동의 자살률을 

13) 매일신문. 2014. “자살예방센터 “상담 외엔 속수무책””, 검색일: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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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 중 하나이다. 이는 앞서 종속변수에 대한 

조작화를 설명할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아동의 자살이 오롯이 개인의 의지에 의한 것인가

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음에도 자료의 한계로 이 부분을 따로 고려하지 못하고 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자살건의 분류에 대한 내부 규칙을 엄밀히 확인할 공식 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통계청의 자료가 이 부분을 고려하여 분류된 결과인지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결과값의 왜곡을 낳았을 수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다만 자살이 반드시 

개인의 의지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의문은 비단 아동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

신적으로 취약한 성인 등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을 

벗어난 논의라고 판단하여 더 깊이 다루지 않았음을 밝힌다.

개인의 정신적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받

아들이고 있음을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자살률 관리에 최전선에 있

다고 보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 자살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계는 무엇인지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조례 제정만으로는 자살률 관리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자살률 저하를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효과성

을 제고할 수 있는 기타 정책적 수단에 대해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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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영양군, 예천군, 의성군
영도구
구례군
남원시,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제천시,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표 3> ‘11-’14년 매년 전국 연간 평균 자살률 대비 자살률이 높은 단체(39개)

경기(18)

경남(6)
경북(5)
광주(4)
대구(5)
대전(3)
부산(7)
서울(22)

울산(4)
인천(4)
전남(5)
전북(1)
충남(1)
충북(1)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
거제시,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경주시, 구미시, 포항시, 울릉군, 청도군
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
달서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서구, 유성구, 중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남구, 동구, 북구, 중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광양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화순군
전주시
계룡시
청주시

<표 4> ‘11-’14년 매년 전국 연간 평균 자살률 대비 자살률이 낮은 단체(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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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단위) 분석 구분(N)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t)

(단위: 명)

평균
(표준
편차)

전체(226)
37.95177

(12.45908)
33.25221

(10.99678)
32.81195

(9.983506)
30.69558

(9.557056)

평균이상(39)
53.92564

(9.748083)
47.26154

(9.692227)
43.68462

(7.537399)
42.67436

(9.585727)

평균이하(86)
27.91163

(4.010498)
24.4407

(4.128392)
25.48605

(3.932284)
24.42674

(3.566657)

최소값

전체(226) 14.9 7.1 12.8 10.5

평균이상(39) 38 35.8 33 31.5

평균이하(86) 15.4 7.1 12.8 15.3

최대값

전체(226) 75.5 72.2 76.6 75

평균이상(39) 71.6 72.2 58 75

평균이하(86) 37.7 33.1 32.6 30.6

자살예방
조례
(t-1)

(단위: 개)

평균
(표준
편차)

전체(226)
.0044248
(.066519)

.0619469
(.2415942)

.2964602
(.4577101)

.579646
(.4947115)

평균이상(39)
0

(0)
.025641

(.1601282)
.3076923

(.4675719)
.6666667

(.4775669)

평균이하(86)
.0116279

(.1078328)
.127907

(.3359451)
.4302326

(.4980125)
.7209302

(.4511727)

최소값

전체(226) 0 0 0 0

평균이상(39) 0 0 0 0

평균이하(86) 0 0 0 0

최대값

전체(226) 1 1 1 1

평균이상(39) 0 1 1 1

평균이하(86) 1 1 1 1

정신건강
증진센터

(t-1)
(단위: 개)

평균
(표준
편차)

전체(226)
.6504425

(.4778887)
.6769912

(.4686641)
.7389381

(.4401886)
.7920354

(.4067523)

평균이상(39)
 .5128205

(.5063697)
.5384615

(.5050354)
.6666667

(.4775669)
.7435897 
(.442359)

평균이하(86)
.8953488

(.3078988)
.9069767

(.2921686)
.9302326

(.2562489)
.9418605 

(.2353796)

최소값

전체(226) 0 0 0 0

평균이상(39) 0 0 0 0

평균이하(86) 0 0 0 0

최대값

전체(226) 1 1 1 1

평균이상(39) 1 1 1 1

평균이하(86) 1 1 1 1

재정자립도 평균 전체(226) 28.38845 28.07925 27.63491 27.42111

<표 5> 기술통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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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단위: %)

(표준
편차)

(14.93817) (14.72581) (13.52276) (12.92906)

평균이상(39)
18.91256

(7.653622)
18.58692

(7.369939)
19.06359

(7.040169)
20.08154

(7.067818)

평균이하(86)
38.92012

(14.45763)
38.62709
(13.2902)

36.88605
(12.89629)

35.90512
(12.6542)

최소값

전체(226) 8.09 6.93 10.05 8.42

평균이상(39) 8.09 8.54 10.05 10.44 

평균이하(86) 12.65 13.2 14.3 13.32

최대값

전체(226) 80.11 77.23 71.86 68.67

평균이상(39) 42.1 39 38.22 40.39

평균이하(86) 80.11 77.23 71.86 67.74

재정자주도
(t)

(단위: %)

평균
(표준
편차)

전체(226)
62.92584

(9.860617)
62.35181
(10.0353)

61.53863
(10.23837)

61.24549
(10.75581)

평균이상(39)
64.47872

(6.602004)
65.26051

(6.611796)
65.46949

(6.233432)
66.07641

(6.390339)

평균이하(86)
63.39686

(12.66743)
62.03674

(12.33067)
59.35105

(12.60991)
58.20581
(12.8973)

최소값

전체(226) 35.55 35.99 34.62 32

평균이상(39) 42.35 43.14 42.48 40.46

평균이하(86) 35.55 35.99 34.62 32

최대값

전체(226) 89.23 91.05 87.75 88.05

평균이상(39) 75.96 77.33 75.33 76.29

평균이하(86) 89.23 91.05 87.75 88.05

1인당
사회복지비

(t)
(단위: 원)

평균
(표준
편차)

전체(226)
599634.8

(257733.2)
691799.7
(265545)

787779.8 
(285339.4)

877688.9
(314851.9)

평균이상(39)
791948

(178346.6)
876170.3

(170841.5)
986468.6

(185685.1)
1115559

(201858.3)

평균이하(86)
373129.3

(126687.2)
454990.7

(122014.6)
536381.2

(129940.2)
599655.3

(142086.6)

최소값

전체(226) 154201.5 210784.7 312941.6 362430

평균이상(39) 496072.8 605910.3 704270.3 777739.1

평균이하(86) 154201.5 210784.7 312941.6 362430

최대값

전체(226) 1240714 1341531 1617970 1717165

평균이상(39) 1240714 1339583 1413384 1556256

평균이하(86) 830451.9 875560.1 943904.1 1088225

고령인구비율
(t)

(단위: %)

평균
(표준
편차)

전체(226)
16.10752
(7.44925)

16.71217
(7.576494)

 17.24712
(7.636557)

17.79681
(7.72268)

평균이상(39)
21.82641
(5.33375)

 22.52
(5.445507)

23.13872
(5.508051)

23.75641
(5.63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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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이하(86)
9.970349

(3.314926)
10.49349

(3.428523)
 11.00244

( 3.545188)
11.53547

(3.649408)

최소값

전체(226) 5.37 5.6  5.86 6.1

평균이상(39)  12.59  13.05 13.37 13.74

평균이하(86)  5.37 5.6 5.86 6.1

최대값

전체(226) 32.65  33.79  34.62 35.68

평균이상(39) 32.26 33.25 34.3  35.27

평균이하(86) 28.22 29.11 30.07 30.95

이혼율
(t)

(단위: %)

평균
(표준
편차)

전체(226)
2.211504

(.3901572)
2.203982

(.3793938)
2.226106

(.4004219)
2.234956
(.374248)

평균이상(39)
 2.366667

(.4157006)
2.289744

(.3844305)
2.261538

(.3890714)
2.305128

(.3879424)

평균이하(86)
2.101163

(.3334293)
2.095349
(.348748)

 2.115116
(.3273844)

 2.117442
(.3304869)

최소값

전체(226) 1.3 1.2 1.1 1.1

평균이상(39) 1.4 1.5 1.7 1.3

평균이하(86) 1.3 1.2 1.4 1.1

최대값

전체(226) 3.5 3.4 3.9 3.7

평균이상(39) 3.5 3.4 3.3 3.3

평균이하(86) 3.2 3.3 3.1 3.1

고위험음주율
(t)

(단위: %)

평균
(표준
편차)

전체(226)
18.18717

(3.771833)
15.77965

(3.907944)
18.34248
(3.53436)

 18.79425
(3.530139)

평균이상(39)
19.29487

(4.639076)
15.66154

(4.734955)
19.01795

(3.974913)
20.19231

(4.498619)

평균이하(86)
 17.62674

(2.810335)
15.77907

(2.983804)
17.4

(2.62302)
17.88721

(2.988362)

최소값

전체(226) 5.5 6 8.2 9.9

평균이상(39) 11.5 8.9 8.6 11

평균이하(86) 9.6 8.9 12 10.3

최대값

전체(226) 29 28.7 27.5 32.8

평균이상(39) 28.7 28.4 27 32.8

평균이하(86) 28 22.5 23.8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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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단체수)

광역단체
(단체수)

기초자치단체

2010년 
(2개)

서울(2) 노원구, 성북구

2011년
(13개)

강원(2)
경기(4)
경남(1)
대구(1)
서울(3)
울산(1)
충북(1)

강릉시, 속초시
고양시, 광명시, 부천시, 안양시
창원시
달서구
관악구, 성동구, 종로구
북구
제천시

2012년
(52개)

강원(4)
경기(6)
경북(2)
광주(4)
대전(2)
부산(2)
서울(10)

울산(1)
전남(2)
전북(3)
충남(10)

충북(6)

동해시, 원주시, 정선군, 횡성군
김포시, 오산시, 의정부시, 화성시, 가평군, 양평군
안동시, 울진군
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
서구, 중구
남구, 해운대구
강동구, 강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
목포시, 여수시
익산시, 전주시, 고창군
공주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청주시,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2013년
(64개)

강원(9)
경기(19)

경남(2)
경북(5)
광주(1)
대구(1)
대전(2)
부산(1)
서울(8)
인천(2)
전남(6)
전북(2)
충남(4)
충북(2)

삼척시, 춘천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의왕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연천군
김해시, 의령군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포항시, 영양군
동구
수성구
동구, 유성구
동래구
강남구, 광진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계양구, 남동구
순천시, 고흥군, 곡성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군산시, 정읍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청양군
단양군, 영동군

2014년
(12개)

강원(2)
부산(2)
서울(2)

태백시, 고성군
금정구, 사상구
강서구, 금천구

<표 6> 기초자치단체 자살예방 관련 조례 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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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3)
전남(1)
전북(1)
충남(1)

남구, 연수구, 중구
광양시
김제시
논산시

2015년
(14개)

강원(1)
경남(1)
부산(4)
인천(1)
전남(2)
전북(3)
충북(2)

인제군
거제시
강서구, 사하구, 서구, 중구
서구
나주시, 해남군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괴산군, 음성군

2016년
(7개)

경기(1)
경남(2)
경북(1)
대전(1)
부산(1)
인천(1)

용인시
통영시, 창녕군
상주시
대덕구
북구
부평구

2017년
(1개)

부산(1)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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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 Condition on the Local Suicide 
Rate: A Focus on the Fifth Local Election Period in South Korea

Iljoo Park

This study aims to identify whether the local suicide rate in South Korea is affected by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condition or policy interventions for suicide prevention. It 

focuses more on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than that of the central government since 

it deems that each local government can implement any policy measures that can 

immediately affect the residents. It examines the structural relation between the local 

suicide rate and several policy interventions for suicide prevention in addition to the local 

financial condition that can enhance local welfare by discussing the literature regard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suicide rat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rate of financial autonomy and 

the per capita expenditure on social welfare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local 

suicide rate while ordinances for suicide prevention and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are not, although it is restricted to discussing the period of the fifth local elec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and further discussion of the contents of local ordinances, local 

suicide prevention measures still have more room to be developed on the local level. 

【Keywords: Local suicide rate, Suicide preven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