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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살 행위 자체는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지극히 고립되어 행해지므로 사회적 

행위라 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경제, 환경의 변인들과 자살과의 

연관성에 관한 국내외의 숱한 연구결과가 말해 주듯이 자살은 스스로는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사회적 조건에 대한 고독한 사회적 투쟁의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서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크게 두 

가지 접근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살을 사회 병리 현상으로 이해하는 사회학적 

접근과 우울증과 같은 다양한 사회심리적 상태를 위험요인에 대한 결과로 이를 

치료하는 방식의 생의학적 접근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두 접근 모두 자살에 대한 

위험요인에만 집중하게 되어 즉각적인 처방에 매달리기 쉽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개인의 대처에 관한 스트레스 반응이론인 건강생성이론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고 일상을 유지하게 하는 요인에 대해 집중한다. 이 

이론의 핵심 개념인 통합성은 문제 상황에도 일반적 저항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스스로 건강한 삶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자원 활용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살행위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일종의 부적절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살행위에 대해 통합성 개념을 중심으로 

건강생성이론을 적용하여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크게 이론적 고찰과 자살기전분석 그리고 정책적 제안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연구의 도입부분은 자살과 건강생성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다. 우선 자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자살의 정의를 비롯해, 자살의 정책적 개입에 대한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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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그리고 자살 기전에 관한 이론적 접근으로 구성하였고, 건강생성이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이 이론에 대한 개요를 비롯해 다른 이론과의 비교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살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건강생성이론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건강생성이론에 근거한 자살기전을 분석하였는데,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하는 양적 통계연구와 자살자의 유서를 분석한 질적 연구로 구성된 

통합연구를 시행하였다. 양적 연구의 목적은 Antonovsky의 건강생성이론에 따라 

자살생각과 통합성의 연관성의 검증하고 통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반적 

저항자원으로서 사회적 지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 연구를 위하여 2010년 서울시 

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최종 대상자수는 

2,357명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데, 첫 번째는 

인구·사회·심리적 요인(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 우울 정도)을 

통제하고도 통합성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지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두 번째는 일반적 저항자원으로서 사회적 지지(지각된 사회적 

지지, 사회참여)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고, 자살생각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 번째, 통합성은 

인구·사회·심리적 요인을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살생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물론, 통합성은 우울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줄이는 완충효과를 보였다. 두 번째,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수준가 통합성을 향상시키고, 이는 다시 직간접효과를 거쳐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인 유서 분석은 앞선 양적 통계연구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살의 원인으로 단일한 위험 요인들을 나열하기 보다는, 자살자가 자살을 앞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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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 드러낸 자신 스스로와 삶 그리고 주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에 Antonovsky의 통합성 이론을 적용하여 자살자의 

통합성과 일반적 저항자원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 두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여 자살에 이르게 하는지 개별 사례들을 통해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료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의 수사기록에 첨부되어있던 

315건의 유서 중 자살을 앞둔 상황에 대한 인식과 자기 인식이 있는 154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연역적 방법인 이론적 주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코딩작업을 거쳐 생성된 개념을 통합성 이론에 근거해 

구성된 주제에 상응시켰다. 주제분석 결과 통합성은 유서 자료에 효과적으로 

맵핑이 되었다. 통합성은 하위개념인 이해력, 관리력, 의미부여로 나누어 살펴 

보았는데, 분석결과 이해력에 관한 주제로는 ‘상황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심리적 

고통’이, 관리력은 ‘부정적인 과거경험’과 ‘통제력 상실’, ‘감정적 연결의 단절’이, 

의미부여는 ‘삶의 의미 없음’, ‘희망 없음’이 주제로 채집되었는데,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자살자들의 통합성이 극히 저하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살자는 단일 요인보다 다수의 요인이 결합된 문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분석결과 물질적 자원, 육체적 자원, 사회적 지지, 자아 존중감, 대처 전략이 

복합적으로 결핍되어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결합하여 자살자에게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무력감을 갖게 하며, 결과적으로 

삶을 계속 살아야 할 이유를 잃게 만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중요한 저항자원이 충분하다면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위해 우리나라 자살의 특징을 

살펴보고 건강생성이론을 적용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수단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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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학적 근거 중심의 자살행위의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요인들, 

예를 들면 정부수준에서는 경제적 긴급지원서비스나 정신보건서비스, 자살위험군의 

지속적 사례관리, 치명적 자살수단접근 제한, 언론보도 규제정책, 의료인대상 

자살예방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수준에서는 게이트키퍼와 자살위기관리체계의 확립 

등을 정책 수단으로 살펴 보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건강과 삶의 질을 확보기하기 위한 향상요인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예를 들면, 

정부수준에서 안정적 소득지원을 다양한 정책들과 포괄적 차별금지 정책 그리고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지역 공동체의 부활을 위한 다양한 사례와 노력들에 대해 

살펴 보았다. 

자살을 일종의 성찰의 과정을 거치는 문제해결과정이라고 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저항자원에 대한 개발과 증진에 

집중하는 것이 자살예방을 위한 개입지점이 될 수 있다. 건강생성이론에 기초한 

포괄적 자살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개인은 물론 학교, 지역사회와 같은 집단 

수준 그리고 정부 수준에서 주체를 명확히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어: 자살, 건강생성이론, 통합성, 유서, 자살 예방, 사회지지, 건강증진 

학번: 2011-3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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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과 증가추이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며 2000년 

중반부터 사회적 〮◌정책적 아젠다로 부상했다. 정부는 2005년 제1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이후 이 대책의 효과가 미비하자, 앞선 정책의 

미흡함을 보완하며2008년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공유되면서 대부분의 자치구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살률의 상승세는 크게 꺾이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남성 자살률이 전체 자살률의 상승을 주도하는데, 자살률 자체가 여성의 

그것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2013년의 경우에는 여성의 자살률이 미약하게나마 

감소한 반면 남성의 자살률은 여전히 증가하여 성별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구체적 

수치로 보면 2013년 여성은 17.3명으로 0.7명 줄었으나, 남성은 10만명당 자살률이 

39.8명으로 1년전 보다 1.6명 늘었다(통계청, 2014). 일부 연구자들은 남성이라는 

성별 자체가 자살의 위험요인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한다(Macdonal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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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남녀 자살률의 변동(통계청, 2013)> 

게다가 비교적 성공적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으로 평가 받고 있는 노원구의 

사례에서도 2011년부터 구 단위의 자살예방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장년 남성층과 65세 이상 남성 독거노인의 

자살률 증가는 막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서울신문, 2014-10-14, 28면). 남성의 경우 

자살 예방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그 

대상자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접근은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는 예방프로그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적인 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Macdonald, 

2001).   

또한 완결된 자살은 자살에 이르는 전 과정의 마지막 지점이다. 자살행동 다시 

말해, 자살생각과 자살계획, 자살시도 그리고 완결된 자살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련의 연속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명중 1명꼴로 평생 한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 사망 1명이 발생했을 때 그 이면에는 24명의 자살 

시도자와 750명의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통계청과 

보건복지부, 2012). 자살 사망은 전체 자살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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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률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를 자살률 그 자체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살문제에 접근하는 연구 방식은 주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뒤르켐의 방법론을 적용한 거시적 요인에 대한 탐구로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자살률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살이 이뤄지는 

연령군간, 계층간, 지역간 격차 등의 역학적 특성을 다룬 많은 연구들이 이들 

요인과 자살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김형수, 2013; 이현경, 

2012; 유정균, 2008; 정최경희, 2009). 그러나 사회 병리적 문제를 명징하게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살을 이해하는 방식은 그 논의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살이 갖는 

고유한 특징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다. 자살은 사회문제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처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살행위는 사회와 관계하는 개인에게서 이뤄지는, 

일종의 ‘내면의 성찰의 결과’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박형민, 2010). 거시적 

접근만으로 사회적 결정요인들이 어떻게 개인의 내면에 영향을 미쳐 자살에 이르게 

하는지에 대한 자살의 사회심리적 작용기전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도덕적이고 원론적인 논의로 끝맺기 쉽다. 

두 번째 접근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건강문제가 발생하는 데에 작용하는 

위험요인에 집중한다. 자살을 스스로 건강을 침해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건강문제라고 규정하고, 일종의 질병을 다루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삶에서의 스트레스와 위기는 자살행위의 유력한 선행 요인으로 설명된다(Mehlum, 

1998). 그러나 스트레스 그 자체가 자살 행동을 유발한다기 보다는 삶의 다양한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정서적 우울, 무력감, 고독감, 미래에 대한 무망감 등이 

자살의 정신심리적 원인이 된다(Strange & Orlofskyjl, 1990). 우리나라 연구들에서도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강승호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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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환과 배진희, 2011; 서인균과 고민석, 장미희와 김윤희, 2005; 허정은과 박경, 

2004)와 더 나아가 무망감, 무력감, 고독감 등 자살의 다양한 사회심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권중돈과 엄태영, 2012; 엄태완, 2007).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자살의 가장 근접한 원인을 찾는 것을 넘어 ‘원인의 원인’을 말하는 

데까지 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상의 두 가지 방식 모두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지 

그 원인이나 이유를 알아내는 데에만 주력하는 듯 보인다. 이 두 관점 모두 자살에 

관한 일부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전자는 통계 수치 뒤의 개별 

인간의 다층적인 삶의 맥락이나 상황적 측면에 어둡고, 후자는 실존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 무지하다.  

자살의 원인을 몇 가지 요인으로 특정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원인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살행위의 근거리에 위치한(proximal) 위험요인에만 집중하게 되어 

즉각적인 처방에 매달리기 쉽다.  

한편, 자살의 이유 즉, 여러 가지 중대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자살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스트레스의 

상황에 직면해서 정신적 균형과 건강을 잃지 않고 유지한다. 즉,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지만,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일부 연구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성향 또는 인지적 경향을 

가진 일부 개인의 스트레스 저항성에 관한 다양한 개념을 제안하였다(Antonovsky, 

1987; Kobasa et al, 1982; Rosenbaum, 1990). 그러한 개념 중 하나가 Antonovsky에 

의해 제안된 통합성(Sense of coherence)이다. 높은 수준의 통합성을 가진 개인은 

현재 처한 상황이 그들에게 불리하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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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걸어가는 반면, 통합성이 낮은 개인은 문제 해결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며 

소극적이며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된다. Antonovsky는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과정에서 

중요한 통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반적 저항자원(General 

Resistant Resources)을 설명하는데, 통합성과 함께 건강생성이론(Salutogenesis)의 

핵심개념이기도 하다. 일반적 저항자원은 통합성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일컬으며 통합성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통합성을 개발 〮◌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그 수준이 결핍되면 반대로 통합성의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리고 따라서 자살 행동이라는 특수한 맥락에 견주어 

보면, 높은 수준의 통합성을 가진 사람은 낮은 수준의 통합성을 가진 사람보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환경에 맞설 수 있는 가용한 자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생각을 덜 하게 될 것인 반면, 낮은 수준의 통합성을 가진 개인은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느끼며 자살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렇듯 건강생성이론은 일반적 저항자원과 통합성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연구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사회적 

결정요인이 어떠한 기전으로 자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차이를 가져오는 

통합성을 높일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자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으로 자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확장시켜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어떻게 개인의 자살 행위에 영향을 

주는 지를 건강생성이론의 통합성과 일반적 저항자원의 개념을 통해 자살 

기전(suicide pathway)을 구체화하는 데 있다. 

둘째는 우리나라 자살문제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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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성이론에 근거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구체적 정책 

수단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구성 

 

이 논문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본 연구를 시행하기 전 자살과 건강생성이론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고찰이다. 우선 자살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자살의 정의와 자살의 정당성 

논의 그리고 다른 학문영역에서 논의한 자살기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건강생성이론에 대한 고찰을 할 것이다. 이 부분은 

건강생성이론의 개요와 다른 건강증진이론과의 비교 그리고 건강생성이론에 근거한 

자살기전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다음은 건강생성이론의 핵심 개념인 통합성과 일반적 저항자원의 개념을 활용해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단계이다. 이를 위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시행한 혼합 연구방법을 진행하였다. 우선 자살 생각에 관련된 

통계 수치를 활용한 양적 분석을 통해 자살과 통합성과의 연관성 그리고 통합성과 

일반적 저항자원의 연관성에 대해 검증하였다. 

이어 앞선 양적 연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자살자의 주관적 상황과 

통합성과 일반적 저항자원의 상호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완결된 자살자를 대상으로 연구주제와 대상을 일치시키기 위해 

실제 자살자가 작성한 유서를 분석하였다. 또한 유서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중요한 

이유는 유서를 통해 단순히 자살의 이유나 위험 요인들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자들이 자살을 앞둔 시점에 처했을 당시의 상황을 자살자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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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자의 삶과 자신에 대한 성찰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유서 

자료 중 자살자의 주관적 상황과 해석을 밝히는 부분을 추출한 후 이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자살자의 통합성 수준과 일반적 저항자원의 수준을 상응시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별 사례에 드러나 있는 문제 상황을 분석하여 통합성과 일반적 

저항자원의 연관성의 구체적 양태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자살문제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건강생성이론에 근거하여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그림 1-2>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림 1-2. 본 논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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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제1절 자살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자살의 정의 

국립 국어원의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자살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음’으로 

정의하였고, 콜린스 콘사이스 영어 사전에서도 자살을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 혹은 사건 1 ”으로 정의하였는데, 이것이 일상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자살의 정의이다. 

뒤르켐은 그의 자살론(1897) 서론에서 자살의 정의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였는데,  

“자살은 희생자 자신이 일어나게 될 결과를 알고 행사하는 적극적 혹은 소극적 

행위에서 비롯되는 〮직간접적 결과로 일어나는 모든 죽음”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자살을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성 자살로 분류하여, 다양한 

죽음을 자살의 영역에서 포함시켜 분석하였는데, 그의 정의에 따르면 먹기를 

거절하는 것, 가미가제의 행위, 자식을 위한 엄마의 희생, 간 경화환자의 폭음, 

안락사, 명예 자살 등이 포함시켰다. 

자살학에서 정의하는 자살은 ‘고의적인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인한 죽음’, ‘죽고자 

의도를 가진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행동’, ‘의지를 가지고 자초한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에 의한 죽음’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에 속하면 자살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Marusic, 2004;Silverman, 2006)고 설명한다. 이렇게 자살이 세 가지 방식으로 

                                           
1 suicide is “The act or an instance of killing oneself intentionally”by Collins Concise 

English Dictionary (3rd Edition, p.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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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지는 것은 정신의학이나 사회학 혹은 해당 사회 〮◌문화적 영향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자살의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자살로 규정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행위자의 의도’와 ‘의학적 치명성’이고, 이 두 가지의 요소가 결합되었을 때 비로서 

자살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Silverman, 2006)하겠다. 법률적 용어사전에서도 자살을 

“행위의 치명성과 그로 인한 결과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끊는 행위이다2”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한 자살의 정의에 도자살의 다양한 형태를 다 

포괄하여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의도’에 관한 부분인데, Shneidman(1996)은 모든 자살자의 심리 안에는 

“죽고 싶다는 바람은 동시에 구원받고 싶은 바람과 같은 양가감정의 인지상태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개인의 양가감정 즉, 진짜로 죽고 싶은지, 자신의 불안을 

관리하거나 줄이기 위해 의도를 숨기거나 과장하는 것인지 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완전한 확신을 바탕으로 한 죽고자 하는 의도란 존재하기 힘들며, 개별 

사례에 따라서는 죽고자 하는 의도의 정도는 모두 다를 수 있다. 

다음은 ‘의학적 치명성’에 관한 부분이다. 여기서 치명성은 해당 행위로 인해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치명성이라는 개념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함께 넣고 이해하면 이 원칙도 다소 모호해 진다. 예를 들면, 

죽음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폭음을 지속하는 간경화환자가 일주일 후 죽음을 

맞이한 경우, 이를 자살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자신이 스스로 치명적 상해를 

                                           
2“Suicide  is  “the  intentional  act  of taking one’s own life, with a conscious 

awareness of both the effect and finality of the act.” by Black’s Law Dictionary (6th 

Edition, p.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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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혔으나 바로 죽음에 이르지 못하고 이로 인해 긴 시간 동안 투명생활을 하다 

죽음을 맞이한 경우는 어떠한가? 

다른 측면에서는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의 경우 자살의 범주에 포함되긴 

하지만, 이러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일반적인 자살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 

준다. 

이렇듯 자살의 정의는 일반적 의미에서 명확해 보일 수 있지만, 학문적 

엄밀성의잣대에 의해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므로 일반적 

자살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는 자살률 통계 수치는 그 이면의 다양한 자살 행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정책적 개입을 위한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모호한 경계가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2. 자살예방에 대한 정당성 논의 

높은 자살률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자살은 그 자체보다,‘자살 문제’, ‘자살 예방’ 

이라는 단어로 묶여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살은 현대 사회에서 

당연하게 예방되어야 할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살은 질병도, 

그렇다고 범죄도 아니다. 자살에 대한 협소한 이해는 자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개입을 낳게 하기도 하는데, 의료화(medicalization)나 

지나친 간섭주의(paternalism), 희생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victim blaming)이나 심할 

경우 자살행위에 대한 징벌적 조치 등이 그 예일 수 있다 3 . 따라서 자살을 

                                           
3그러나 싱가포르나 인도와 같은 국가는 자살 시도자에 대해 징벌적 조치를 내리는 

법률이 있기도 하다(H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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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기 위한 고민을 하는 데 있어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은 자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태도를 

결정짓는 것은 물론, 정책이 갖는 궁극적인 지향점에 대한 논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자살의 윤리성에 대한 논의를 이끌기 위해서는 자살에 대한 사회적 

개입에 대한 반대 주장인 ‘죽을 권리’, 즉 인간의 자율성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죽을 권리’, 자율성 논의 

사실 자살은 ‘생명의 자기 결정권의 행사’라는 주장은 철학적 배경을 가진 오래된 

주장이다. 게르트 미슐러는 자신의 책 <자살문화사>에서 “자살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로서 자살은 인간의 주체적 행위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이라는 개인의 권리에 권력, 국가, 사회, 종교가 

개입하는가”라고 항변한 바 있다.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데, 

인간은 자살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자살은 수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마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듯이 자신의 육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타인을 해하거나 위협을 주지 않는 이상 타인은 자살 

행위를 방해할 권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따라서 자살에 대한 권리는 근원적인 

인간의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과 연관된 것이지,자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논하는 

공리주의적 계산에 의해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이러한 주장의 

밑바탕은 자율성(autonomy)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자율성이란 자신은 

스스로에게 귀속되어 있고,어떠한 방해 없이 개인의 신념과 욕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Parker, 2013).자율성은 인간의 존엄성과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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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그러나Clarke(1999)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진정 존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점이지,그들이 내린 결정의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한다.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를 자살에 적용시켜 보면,스스로 죽음을 결정하는 순간,주체가 

충분한 의사결정역량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논의 지점일 수 있다.이 지점에서‘합리적 

자살(rational suicide)’라는 개념이 생겨나는데,의사결정역량이 존재한다면 합리적 

자살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합리적 자살에 관한 논의는 주로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의 합법화에 관한 

논의에서 다뤄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의 윤리성과 합리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합리적 자살에 대한 논의를 살펴 보았다. 

2) 자살의 합리성과 윤리성 논의 

일부 철학자들은 자살은 개인의 숙고(reasoning)를 거친 의사결정으로 

고통이나 괴로움을 피하기 위한 반응이라면 합리적 자살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이것은 “사리분별에 맞고, 적절하며, 개인의 근원적 관심에 부합할 때라고 

하기도 하고(Choron, 1964), 정신심리적 질병이 없고, 합리적 사고에 대한 손상이 

없으며, 개인의 동기는 정당하거나 적어도 동시대의 같은 문화나 사회집단에 

의해 이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하기도 

한다(Mishara & Weisstub, 2007). 그러나 그 보다 더 명확한 정의로 합리적 

결정이란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현실적이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택에 대한 양가감정을 최소한으로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다(Motto, 

1972). 다시 말해, 첫 번째 기준은 결과와 선택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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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느냐이고, 두 번째 기준은 선택 당시의 욕망이 더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근원적인 자신의 가치와 상응하느냐에 문제이라는 것이다. Mayo(2008)은 합리적 

자살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문제일 뿐 아니라 일반적 합리적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보통 개인은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모든 

가능한 선택지를 가지고 가능하면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각각의 가능한 결과에 

대해 예측하고 나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합당하는 선택지를 취하지, 일시적일 

수 있는 변화하는 감정이나 기분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주체는 그 상황에 역량(competence)이 충분했느냐가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충분한 숙고와 합리성을 가진 죽음이라면 

비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안락사나 의사조력 

자살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거론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Mayo(2008)는 대다수의 

자살은 의사결정능력(decision-making capacity)이 극히 저하된 상황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제한된 선택지나 제한된 관점 등이 의사결정능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선택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거나,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경우, 다양한 이유로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나 통제력이 극히 떨어져 있는 상태 혹은 충동성이 높은 상태 등이 

의사결정을 비합리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지점은 주체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로 

건강한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문제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라면 

자살예방정책하의 사회적 개입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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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살기전에 관한 다른 이론 

Leenaars(1988)는 “자살은 인간의 자기 파괴행위만큼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이론으로 정의하거나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따라서 자살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복잡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사에 걸친 다양한 지식과 이를 아우르는 통찰력이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자살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 졌고, 분야에 따라 자살을 접근하는 방식에 차이를 보였다. 

1) 사회학적 접근 – 뒤르켐과 그의 후예들  

 뒤르켐은 자살률의 분포를 통해 유전이나 정신질환 등 개인적 요인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통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개인이 지각하는 

삶과 사회를 넘어선 ‘사회적 사실’로서 자살을 규정하였다(Durkheim, 1897, 2008).  

이러한 시도는 자살을 개인의 병리적 일탈로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점으로 접근케 하는 최초의 시도였을 뿐 아니라,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자살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회학 이론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뒤르켐의 자살 연구는 자살 자체에 대한 관심이나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신의 사회학적 

방법론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수단으로써 바라본 것에 불과하다(Plaunt, 1999. pp.29). 

이후 뒤르켐의 자살이론을 넘어서고자 하는 새로운 접근들이 시도되었다. 

사회의 범죄와 일탈을 야기하게 되는 압력과 긴장을 구체화하고, ‘지위’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사회통합”을 측정하고자 하는 지위변동이론이나, 아노미적 

자살이론, 사회해체론이 그 예일 수 있다.   

지위변동이론은 Gibbs and Martin(1958)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개인이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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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할 때 긴장을 일으키는 데, 상향이동은 관계의 결핍을 야기해서, 하향이동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긴장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하향이동의 경우 자살을 유발하는 경향이 더 크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역할갈등이라 명명하는데, 이것은 연령, 성, 직업, 혼인상태 등과 같은 “지위”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역할갈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에서 Wenz(1974)는 ‘아노미’를 ‘의미없음’과 ‘목표상실’의 감정이라고 

정의하고, 사회조직의 행동에 낮은 참여도를 보이는 것은 사회적 고립감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어 자살률의 증가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해체론적 접근은 사회환경과 자살의 관계에 주목하여 인간이 

거주하는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생태학적인 전제를 둔다. 슈미드는 

자살률이 도시의 중심지역에서 가장 높고 도시의 외곽을 향해 나갈수록 자살률이 

감소한다는 공식통계상의 발견을 근거로 하여, 도시의 이동성과 익명성이 야기하는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긴장으로부터 자살이 유발된다고 보았다. 이것을 

“사회해체”라고 규정하고, 사회해체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동성, 사회적 익명성, 

사회적 관계의 접촉률이라는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살을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한 일종의 적응의 방법으로 하나인 

일탈로 보는 사회학적 접근은 자살행위와 같은 개인의 행위가 사회의 구조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는 관점이 그 주장의 밑바탕에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심리학적 접근  

심리학 영역에서도 자살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프로이드는 

자살에 대한 원인으로 심층심리의 자기파괴의 에너지(thanatos)로 인한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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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격성을, 메닝거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욕망을, 설리반은 해결되지 않은 

대인관계의 갈등을 지목했다(이귀행, 2004).  

Baumeister(1990)는 인지 행동적 접근을 통해 자살을 설명하였는데, 

“자신으로부터 도피로서의 자살”이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자살은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기대나 희망과 현실간의 괴리가 내적으로 귀인되어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우울증을 초래하고, 이 우울증이 ‘인지적 몰락’상태를 유발하여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최근 토머스 조이너(2007)의 자살기전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책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에서 좌절이나 절망감만으로 자살과정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고, 여기에 인식된 짐의식(perceived burdensomeness)과 좌절된 

소속감(thwarted belonging) 그리고 자해할 수 있는 능력인 치명성이 결합하여야 

비로서 자살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심리학적 접근의 특징은 자살을 결심하게 하는 심리적 작동기제에 

제한적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기제를 생성한 개인을 둘러싼 

다차원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3) 생의학적 접근  

생의학적 접근으로 자살행동을 설명하려는 노력으로 Mann의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이 있다. Mann(1999)에 따르면 자살에 생물학적 혹은 선천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생애주기에 일어날 수 있는 선행사건이나 혹은 정신질환으로부터 

자살행위가 발생한다고 보고, 자살행동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위험요인들을 평가하였다. 자살행동이 단순히 하나의 인과관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생각이 실제 자살 행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무력감, 충동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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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중독경험, 자살 수단의 접근성 그리고 모방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하여 

자살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에 생의학적 접근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자살예방정책들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자살행위의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지목하고, 우울증 인지와 치료에 집중하면서, 치명적 

자살수단에의 접근이나 자살 예방을 위한 대중교육, 자살 위험군 선별을 위한 

스크리닝, 미디어 교육 등이 예방정책으로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의학적 접근방식은 문제현상의 근거리에 있는 위험요인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병인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4. 건강생성이론에 따른 자살기전 

앞서 살펴 본 자살기전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심리학적 접근, 생의학적 접근은 

각자의 학문영역에서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긴 하였지만, 자살행위에 

근접한 위험요인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모두 병리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생성이론에 의한 접근은 병리학적 접근방식과는 다른 

방향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그림 2-3>은 건강생성이론에 따른 자살기전을 병리학적 관점과 비교하여 

설명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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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건강생성이론적 관점에 따른 자살기전> 

 

“특정한 사회 〮◌경제적 지위(Life situation)”에 있는 개인은 삶을 살면서 “다양한 

스트레스(stressful event)”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중 어떠한 사건은 개인이“위험을 

인지(risk-perception)”하면서 문제상황이 된다. 개인은 이러한 문제상황에서 

통합력이 낮을 경우는 “자살의 의도(self-decision)”를 가지고 이를 실행에 옮겨 

완결된 자살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설명은 병리학적 접근방식에 따른 자살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이해이다. 반면, 건강생성이론에 의한 관점은 개인이 인식한 

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을 활용하여 문제상황에“적절한 

대처(adaptive coping)”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뿐 아니라 “최상의 건강상태(health 

enhancement)”로 나아가는 방향을 지향한다.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일반적 저항자원을 제공과 개발에 의한 통합성의 향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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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론이다. 자살이라는 일종의 건강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병리학적 관점에 의한 접근방식을 배제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두 가지 방식의 지향점에는 분명한 차이기 존재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의 범주에도 차이를 만들어 낸다. 병리학적 

관점의 방식은 자살의 근거리에 위치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인 

반면, 건강생성이론에 의한 접근방식은 문제상황을 없애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자원의 공급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과 같은, 예방을 위한 노력을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는 분명해 진다. 결과적으로 건강생성이론에 의한 접근방식은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6절 건강생성이론의 이해 

 

1. 건강생성이론 소개 

1) 건강생성이론의 철학적 배경 

건강생성이론의 영어 표현인 Salutogenesis는 라틴어인 salus(health)와 

genesis(origin)의 합성어로 Aaron Antonovsky(1923~1994)가 만들어 낸 용어이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건강의 기원(the origin of health)이라고 할 수 있다.  

Antonovsky의 건강생성이론에 관한 연구는 스트레스 연구에서 비롯되었는데, 

“사람들은 삶에서 직면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가?”가 이 이론의 출발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 출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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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novsky는 이스라엘의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라고 되돌아 보며, 

인간 그리고 삶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비관론을 견지하게 되었고, 사람이란 삶에서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 강에서 떨어져 안전하게 서 있지 못하고 강속에 빠져 

물위로 고개만 처든 채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떤 사람은 살아남는데, 그 근원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자신의 

이론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삶과 역사(歷史)에 대한 이해가 바로 

건강생성이론의 철학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2) 건강생성이론에서의 건강개념 

Antonovsky는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도 기존의 관점의 수용을 거부하였다. 

<그림2-4>과 같이 건강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부재한 상태(H-)와 

완전한 건강상태(H+), 두 극단 사이의 ‘건강 연속선(health continumm)’을 통해 

건강을 설명하였다. 

 

<그림2-4. Anotonovsky의 건강 연속선과 건강생성이론(Antonovsky, 1987)> 

 

사람은 누구나 매일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또 그것에 대처를 하게 된다. 

Antonovsky는 여기서 스트레스를 신체적 〮◌ 정신적 항상성을 위태롭게 하는 내적 

〮◌외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 요구(demand)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요구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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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넘어서 부담(burden)으로 작동할 때 생리적 〮◌정신적 

긴장(tension) 상태를 만들어 낸다고 설명하였다. 

건강을 설명하는 데 있어 <그림2-4>와 같이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하는데 

병인론적 힘이 우리를 압도하여 질병이나 적응 실패로 이끌거나 스스로 건강을 

생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건강을 회복하는 방향이다. 

Antonovsky(1987)은 그의 저서에서 ‘삶이라는 강에서의 건강 (Health in the River 

of Life)’이라는 비유를 자주 사용하여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였는데, <그림 5>와 

같이 일생을 통해 강에서 살아 남는 것은 강 안의 낭떠러지에 울타리를 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듯이, 스트레스원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건강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2-5. Health in the River of Life (Lindström, 1988)> 

Eriksson과 Lindström (2008)의 연구에서는 WHO에 의해 제창된 건강증진의 

개념을 바탕으로 Antonovsky의 이 은유를 더 진전시켜 <그림 2-5>와 같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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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서 수영하던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강의 낭떠러지에서 꺼내 주는 것이 

병인론적 관점이며, 이는 값비싼 의료 기술과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받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강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지 않기 위해 

건져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떨어지지 않기 위한 지속적인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의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보호적 관점으로 질병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작업이다. 이러한 

중재작업은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비교적 수동적이다. 다시 강의 은유를 빌려 

설명하면, 사람들이 강으로 떨어지지 않게 ‘폭포 앞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인 예방적 단계로 진전시켜 실제 특정한 질병에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들에게 역량을 강화시켜줌으로써(empowerment) 질병을 

스스로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선 예를 빌면, 강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원인 ‘구명조끼를 던져주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3) 병인론적 관점과 비교 

Antonovsky(1979)는 <표2-1>과 같이 병인론적 관점과의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건강생성이론에 대해 더 구체적인 이해를 주고자 하였다.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면 

병인론이 위험요인에 대해 규명하여 효과적인 치료법을 만들어 내는 것에 

집중한다면, 건강생성이론은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저항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나 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돕는 것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병인론에 대한 비판은 Antonovsky가 이 관점을 부정하기 

위함이거나 아님 이로 인한 과학적 성취들을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라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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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는 관점에 내재하는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함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점은 질병에 대항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관점으로 건강의 비밀을 

풀고 건강을 성취하는 다른 방법들을 위한 무기들을 확장시키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Antonovsky, 1987). 

 

<표 2-1. 병인론적 관점과 건강생성이론적 관점의 비교> 

 

 
 병인론적 관점 

(Pathogenic paradigm) 

건강생성이론관점 

(Salutogenic paradigm) 

원인규명  역학적, 인구학적 사회적 분석 

목표 
 

건강 결과 
건강 결과와 개인과 

지역사회 역량 향상 

건강 

 건강과 질병이라는 

이분법적 관점 

(health-disease Dichotomy) 

건강과 질병의 

연속선 관점 

(healthy ease/disease continuum) 

범주 기준  질병 인간 

질병 원인  위험 요인, 부정적 스트레스 개인의 이력, 건강증진 요인 

초점  약점, 결점 강점 

접근관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동기화시킬까?' 
무엇이 이들에게 동기를 주는가? 

접근 대상  질병에 이환된 사람 모든 사람 

중재 
 

효과적인 치료법 
적극적인 대응, 위험요인의 감소, 

저항 자원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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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생성이론의 이론적 배경 

(1) 스트레스-대처이론 

건강생성이론은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대처에 관한 연구로서 ‘스트레스’와 

‘대처’는 이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일 수 밖에 없다. Antonovsky가 그의 이론을 

정식으로 소개한 첫 번째 책 제목인 “건강, 스트레스와 대처(health, stress and 

coping; 1979)”에서도 이 두 개념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책에서 

스트레스와 함께 긴장(tension)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① 스트레스 

이 책에서는 자극(stimuli)과의 차이점을 통해 스트레스를 설명하고 있는데, 일상적 

자극은 유기체가 대략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으로 적응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인데 반해, 스트레스는 유기체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내적 〮◌ 

외적 환경에 의해 생성된 요구라고 보았다. 이것으로부터의 회복 여부는 가용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자동적이지 않은 조치에 달려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접근은 독창적이라기 보다는 앞선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을 정식화한 Lazarus와 

Cohen, Scott과 Howard 등의 이론들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Lazarus와 Cohen(1977)은 스트레스를 “교류적(transactional)” 조건의 문제로 보고 

인지적 평가와 대처의 “중재적 과정(mediating)”에 집중한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개인의 순응적 자원을 강요하거나 이를 초월하는 환경이거나 내적인 

요구 안에 있는 어떤 인식”이라고 정의한다. 이와 유사하게 Scott과 

Howard(1970)은 “문제-해결 모형”으로 스트레스를 규정하려 하였는데, 이러한 

개념들이 내포하는 함의는 Antonovsky가 주장하는 스트레스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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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Lazarus와 Cohen(1977)는 스트레스를 전체 인구 집단에 

의해 함께 경험되는 자연 재해나 폭발, 대학살 등의 대변동 그리고 말기 질환, 실직, 

사별과 같은 개인에게 갑작스럽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일상적으로 귀찮은 

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스트레스를 수치화할 때 널리 사용되는 척도로 

Homles-Rahe 스트레스 척도 역시 개인에게 벌어지는 사건 중심으로 이와 비슷한 

분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Antonovsky(1979)는 사회학자로서 자신의 관심을 강조하며, 직장이나 

빈곤 그리고 계급, 인종 차이 등에 의해 기인한 스트레스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일상의 사회 구조는 피할 수 없는 영구적인 스트레스적일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선 첫 번째 근거는 맑스적 관점에서 모든 사회 제도는 투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 권력의 불균형, 다른 이념과 이해관계 그리고 다른 동기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머튼의 고전적 분석에 기인하는데, 널리 

공유하는 문화적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아노미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기반한다. 

예컨대 '부자'라는 한 사회의 공통된 문화적 목표가 존재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질 높은 교육, 자본, 그리고 공정한 경쟁 등의 제도적 수단이 

요구되는데, 이로부터 소외된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가 아노미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사회 구조적 수단은 오직 그 

사회의 소수에게만 가용하기 때문에 역사 기간간, 집단 간, 문화간 그리고 개인의 

삶간에도 스트레스의 차별적 배분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스트레스를 개인간의 정도의 불균형뿐 아니라 집단 수준의 불평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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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에 대해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스트레스 연구가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Antonovsky는 지역사회, 국가, 사회 계급, 인종과 민족 집단 등의 집단 

수준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4예를 들면,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소통이나 사회화 등의 내적 요인 뿐 아니라 그 집단의 

외부적 요인들의 특성에 따라 내용과 정도가 다른데, 흑인과 백인 가정이 다르고, 

빈곤층과 부유한 층의 가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게 그 예일 수 있다. 따라서 집합적 

수준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긴장(tension) 

앞서 언급했듯이 스트레스는‘교류적’ 특성을 가졌는데, 유기체가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정서적 반응이 형성되는데, 이것을 바로 ‘긴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긴장은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만약 스트레스원에 직면한 사람이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다면 노출된 

스트레스 환경에 의해 유발된 걱정, 두려움, 우울과 전체적인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 이것은 육체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일 것이다. Antonovsky는 Lazarus의 이론을 참고하여 이 과정을 설명하였다. 

심리학적 스트레스에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은 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인 

평가(appraisal)가 있다. 스트레스가 자신의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평가와 개인이 보유한 자원에 대한 평가가 해당된다. 두 번째 

                                           
4실제로 Antonovsky는 이러한 이민자, 빈곤층 등 사회적 소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해 오기도 하였다. 



27 

 

중요한 개념은 대처(coping)인데, 개인의 노력과 특수한 요구를 관리하기 위한 

행동과 노력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사람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교류, transaction)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대처 자원이 스트레스원에 의해 촉발된 요구에 만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평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설명한다. 

긴장은 스트레스와 구별되어 이해되어야 하는데,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병인(pathogenic)이 될 수 있지만, 긴장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생성적(salutary)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③ 긴장 관리(tension management) 

 신속함과 완결성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긴장을 해소하는 과정을 긴장 

관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어떻게 긴장을 관리하고 이러한 긴장이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와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가용할 

만한 자원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다. 결국 건강생성이론은 

스트레스원에 직면했을 때 사람의 인지적 평가와 구조 사이에서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며, 이 과정에서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Krohne, 

2002). 

(2) 건강증진이론의 토대로서의 건강생성이론 

① 건강생성이론의 재등장의 배경 

건강생성이론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건강 향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건강 증진 개념의 이론적 토대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증진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건강생성이론 외에도 다수 존재하며 이들 이론은 서로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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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혹은 비슷한 개념을 공유하는 

이론들을 살펴 봄으로써 건강생성이론이 가진 이론적 특징을 좀 더 명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건강생성이론은 1970년 후반 처음으로 Antonovsky에 의해 소개되었으나, 북유럽 

국가에 국한하여 이론에 대한 논의와 이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이론이 다시 주목 받기 시작한 시기는 1986년 오타와 헌장에 건강증진의 개념과 

실천에 대한 천명한 시기인데, 건강증진에 대한 이론적 토대로서 건강생성이론이 

재정립되었기 때문이다(Lindström & Eriksson, 2006). 

20세기 들어서 보건의료는 인류의 질병 양상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치사율이 높은 급성 전염성 질환에서 암이나 당뇨, 심장질환과 같이 

치명적이지 않은, 생활 습관 질병으로 명명되는 만성 질환으로 질병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Davies & Macdowall, 2006). 더불어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 인구의 수도 늘어 나고 있다.따라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사회의 책임성을 증가시키는 노력보다 개인의 위험요인에 집중하는 기존의 

생의학적 모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이런 이유로 1986년에 오타와 

선언에서 ‘건강증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 결정 

요인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게 돕는 과정으로서 그들이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WHO, 1986)라고 선언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다시 

말해,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과 건강을 위한 개인의 자원과 능력의 강화에 

집중하여 건강 자원들을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삶(a good 

life)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역할은 사람들이 건강의 

핵심 결정요인을 인식하게 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하고 지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Heimbur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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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건강증진의 개념은 보건의료를 자극하고 현장에 새로운 기운을 

불러 일으킨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접근은 모호하고 분절화되어 있으며 

연구와 중재에 의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다시 말해, 건강 증진의 

영역에서는 이론적 토대의 명확함이 부족하고 그것에서 분기하는 높은 수준의 

이론이나 경험적 〮◌지식적 근거, 적당한 방법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과학적 

작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이거나 가치 지향성이 강하다는 

지적이다(McQueen & Busch, 2007). 

Antonovsky(1996b) 역시 건강과 웰빙을 위한 사회심리적 자원의 긍정적 

영향력을 설명하는 건강증진은 과학성과 실재 그리고 정책적 측면에서 완전한 자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건강증진이 처음 소개 됐을 때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을 일으킨 건 분명하지만, 지금은 그 개념의 정체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이 영역을 인도할 이론의 부재를 지목하였다. 이렇게 

과학적 원리로서 건강증진을 고취시키기 위한 토대 이론의 개발에 대한 요구는 

증가되어 왔다(Lindström & Eriksson, 2006). 

이러한 요구로 인해 건강생성이론은 건강 증진을 위한 이론적 프레임으로 다시 

주목 받았는데,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의해서다. 

첫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긍정적인 건강의 

방향으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반적 저항자원을 규명했기 때문이다.  

셋째는, 이러한 과정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 혹은 능력으로서의 개인, 집단 그리고 

인구와 제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전반적인 힘으로서의 통합성을 규명했기 때문이다. 

Antonovsky는 통합성은 모든 문화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개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 이를 증명하고자 하였다(Lindström & Erikss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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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론은 1986년 세계보건기구가 채택한 오타와 헌장과 그 맥을 같이 하는데, 

기존의 건강 정의에 덧붙여 건강이란 단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자원이며,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개인적 자원을 강조하는 

긍정적 개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건강개념의 확장은 건강생성이론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Eriksson & Lindström, 2008). 즉, 건강을 질병이 부재하는 이분법적인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건강과 질병이라는 양 극단 사이의 연속과정(health 

continuum)으로 상정하고, 개인의 현 건강상태는 개인의 내적 외적 자원과 그를 

둘러싼 환경의 상호작용의 과정에 의해 생성된 연속과정의 한 지점이다(Ristkariet 

al., 2005).  

또한 사람을 자신이 처한 환경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개방형 체계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총체적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뿐 아니라 개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적∙생애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생태학 이론에 영감을 

받기도 하였다(Antonovsky, 1996). 생태학 이론은 Bronfenbrenner에 의해 1970년대 

후반 개발된 이론으로 인간 개발(특히, 아동)의 연구에 새로운 이론적 시각을 

제공했다. 이러한 생태학 이론이 건강생성이론과 접목하는 지점에 대한 내용은 

Lindström & Monica (2005)의 논문에서 잘 정리되어 있었다. 

“생태학 이론의 특징은 개인은 활동적인, 지내고 있는 환경의 구조 안으로 

스며드는 역동적인 존재로 파악했다. 그리고 개인과 환경이 상호호혜를 통한 

쌍방향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은 단일하고 즉각적인 셋팅이 

아니라 다른 세팅에서의 통합과 상호작용으로 확장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건강생성이론의 관점에 내재되어 있다. 첫째, 개인이 내적 

외적 자원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라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는 생태 체계 이론은 다른 세팅에서도 통합성이 발생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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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한다. 이것은 하나의 세팅에서 다른 세팅으로의 전환을 이해할 수 있고, 관리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세 번째는 개인의 발전은 좋은 삶으로 향하는 과정으로서 

파악한다.마지막으로 이 과정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특징지어지는데 예를 들면,상호호혜나 역량강화(empowering)이 그것이다.다시 말해 

개발 과정에 ‘의미 부여’가 이뤄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기 보다는 계속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건강은 일생을 통해 축적되거나 소모되는 자원으로서 

인식된다 .따라서 좋은 건강은 건강의 연속선상에서 건강의 축 방향으로 지속적인 

이동을 함으로써 얻는 것이며, 이는 건강 증진의 영역에서 일반적인 건강의 이해와 

맥을 같이한다. 

정리하면 건강생성이론의 기본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건강생성이론은 그들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일반적 

저항자원에 관한 이론이다. 

② 건강생성이론은 또한 개인과 환경의 통합성을 중요시 한다. 

③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일반적 저항자원을 가진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통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④ 일반적 저항자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을 포함한 전체적 환경의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질적 수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⑤ 높은 수준의 통합성은 사람들이 자신이 삶은 이해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의미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특징은 건강에 해로운 스트레스원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생활습관을 변화시키고 이를 유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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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 

개인은 외부의 환경과 사회적 자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고유한 자원을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때문에 사회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체적으로 건강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Lindström & 

Eriksson, 2005). 다시 말해, Antonovsky의 일반적 저항자원과 통합성의 개념은 

오타와 선언에서 규정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과 

임파워먼트(empowerment)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Lindstrom, 2012). 

 

2. 다른 건강증진이론과의 비교 

이렇듯 건강생성이론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건강 향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건강 증진 개념의 이론적 토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증진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건강생성이론 외에도 다수 존재하며, 이 이론들은 

한편으로는 건강생성이론과 개념이나 이론적 배경을 공유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론적 토대를 위해 서로 경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생성이론이 

가진 이론적 특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와 유사한 개념들을 공유하는 

건강증진의 이론들을 비교하며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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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건강증진 이론의 분류> 

이론/모형 내용 요약 주요 개념 주요 학자 

개인(personal) 수준 

건강 신념 

모형 

사람들이 권장활동을 따랐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장애보다 클 때 그 건강행동을 

실천한다는 개인 신념에 

중심을 둔 모형 

인식된 수용성 

인식된 심각성 

인식된 행동의 

이익 

인식된 행동의 

장애 

Rosenstock 

(1966) 

자기 결정 

이론  

자신이 채택하는 선택의 

배후로서 돈과 같은 외부적 

보상이나 목표 성취와 같은 

동기보다는 만족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재적 동기에 

집중하는 모형 

 

자율적 동기 

유능성 

관계성 

Deci & 

Ryan(2004) 

개인간(interpersonal) 수준 

사회 학습/ 

사회 인지 

이론 

이 이론에 따르면 행동은 

관찰과 모방 그리고 긍정적 

강화에 의해 습득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수행을 관찰하여 그 행동을 

자기 효능감 

상호호혜적 

결정론 

행동적 능력 

Bandura(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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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얻은 이득에 주목하면서 

학습한다는 것이다.  

결과 기대 

관찰적 학습 

계획된 

행동 이론 

핵심 개념인 행동의도는 행동 

에 대한 태도, 주위 준거인의 

의견에 대해 행위자가 

지각하는 정도인 주관적 

규범과 행동이 쉽게 수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인 

지각된 행위통제로 구성된 

함수로 설명 가능함 

행동의도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Ajzen (1991) 

사회적 

지지 

건강 증진 중재를 위한 

개념으로 사용될 때, 새로운 

행동의 피드백이나 강화를 

제공하는 자원으로 사용됨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Cohen(1988) 

지역사회(community) 수준 

사회 

생태학 

이론 

일종의 체계이론으로서 

건강증진을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중재와 환경을 

대상으로 한 중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행동 변화를 

위한 지지적 환경을 강조함 

영향의 다수준 

-개인 

-개인간 

-제도적 

-지역사회 

-정부 정책 

Bronfenbrenner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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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크게 개인 수준의 접근을 하고 있는 행동 변화 이론들과 지역사회 수준의 

접근을 하고 있는 이론들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첫째는 개인 수준의 건강증진 이론들에 대한 설명이다. 

먼저 개인의 행동 변화를 연구한 이론으로 비교적 실증연구에서 비교적 많이 

다뤄지고 있는 이론들은 건강 신념 모형과 사회 학습이론 그리고 자기 결정 이론이 

있다. 각 이론들의 특징을 건강생성이론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 보았다. 

우선 건강 신념 모형은 행동 변화 이론으로 분류되는 모형은 우선 

Rosenstock(1966)의 건강 신념 모형(Health Belief Model) 을 들 수 있다. 이 모형은 

질병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권장행동을 따랐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장애보다 

클 때 그 건강행동을 실천한다는 개인 신념을 중심에 둔 모형으로 건강 행동을 

위한 교육이나 중재프로그램 운영에 적용이 가능하다(Glanz et. al., 2008; 박서연 외 

재인용, 2012).  

또 다른 이론으로 행동적 요인을 포함하는 성격 이론 중 하나로 교육학이나 

간호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기 결정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1991)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채택하는 선택의 배후로서 돈과 같은 외부적 

보상이나 목표 성취와 같은 동기보다는 만족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재적 동기에 

집중한다는 설명이다(Deci & Ryan, 1991). 건강생성이론의 관점에서 이 두 이론에 

대한 비판 지점은 모든 건강 행동이 합리적이거나 양심적 선택, 흥미와 같은 내적 

요인에만 기반한다는 전제에 있는데, 이로 인해 사회 경제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집중하고 있어 문제를 규명하고 실질적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희생자 탓하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Roden, 2004). 

 둘째는 개인간 수준의 건강증진이론들의 설명이다. 

 개인간 수준의 건강증진이론으로 사회학습이론(Social Leaning Theory, 1989)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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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들 수 있다. 

행동 변화 이론은 사회 학습 이론이다. 이 분류에 속하는 이론은 

Bandura(1989)의 사회적 학습 이론이다. 이 이론은 보건 교육이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Mcdonald, 2000).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관찰과 모방 그리고 긍정적 강화에 의해 습득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수행을 관찰하여 그 행동을 통해 얻은 

이득에 주목하면서 학습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행동의 변화는 환경적, 

사회적, 개인적 그리고 행동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각각의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행동은 예상한 결과에 의해 강화된다는 설명이다. 자기 효능감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변화를 개시할 때 

필요한 요인으로서 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다. 

Saltzer(1982)는 여기서 언급된 자기 효능감이 통합성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는 

지적을 하였다.그러나 Antonovsky(1987)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Bandura의 높은 

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Rosenbaum(1983)의 높은 수준의 “학습된 

자원동원(learned resourcefulness)”의 연결되는데,Rosenbaum은 “정상적인” 개인은 

기본적인 행동 레퍼토리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높은 위험 요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이것은 다시 말하면,감정,고통 그리고 떠올리기 싫은 

생각들 같은 내적요인인 인지적-정서적 구성요소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것이다.반면 

건강생성이론은 내적 스트레스를 이끌 수 있는 외적 요인들을 수정하기 위한 

자원들을 사용하는 데 더 집중한다.따라서 통합성의 구성 요소에 표현되어 있는 

내적 〮◌외적 환경에 대한 정서적-인지적 지도와 스트레스를 다루는 Rosenbaum의 

기술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Antonovsky, 1987). 

또 다른 개인간 수준의 건강생성이론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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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신념, 태도, 행위의도 행위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이다(이지영, 박길순, 2012). 특정행동은 행동의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대상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 이론은 대부분 

인간의 사회적 행위가 의지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에 의하여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한 행동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조대우, 황경연, 2001).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각된 행동통제와 같은 

개념이 추가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내재적 동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선 사회 학습이론과 마찬가지로 희생자 비난하기의 오류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과 개인을 둘러싼 구조와 환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앞선 행동 변화이론들과 같은 문제점을 공유한다. 

사회 자본 이론(Social Capital Theory)은 지역사회수준까지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주로 개인이 보유한 사회자본을 측정하고, 지역사회수준에서는 개인의 사회자본의 

집합적 수치를 환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ourdieu(1986)에 의해 

개념이 구체화 되었는데, 그는 사회 자본을 지속적 네트워크의 소유 정도와 관련된 

실제적 혹은 잠재적 자원의 결합체로 규정하였다. 기존에 경제 자본에만 

사용되었던 축적의 개념을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으로 확장하여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주로 개인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지역사회, 국가 등의 보다 거시적 

측면에서의 사회자본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Raingruber, 1997). 

Coleman(1988)은 사회 자본의 큰 특징을 관계성으로 규정하였고, 

Putnam(1993)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민문화 및 공동체 의식의 발달 정도와 

경제발전 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Fukuyama(1995) 역시 

‘신뢰’를 사회자본의 핵심적 측정 기준으로 주장한 바 있다(홍영란, 2007).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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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들을 종합하여 사회 자본을 네트워크, 상호 호혜적 규범, 신뢰, 사회적 지지, 

참여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개인과 집단 그리고 조직 사이의 연계는 힘겨운 

시기에도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자산으로써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자본이 항상 건강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개인간의 관계성과 신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체제나 구조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비판이 가리워져 정부의 복지 서비스와 같은 

정부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Skovdal, 2013). 

마지막으로는 지역 사회 수준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건강 증진에 관한 이론이다. 

이 분류에는 사회 생태학적 모형(Social Ecological Models)이 포함된다. 사회 

생태학적 모형은 일종의 체계이론으로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중재와 환경을 대상으로 한 중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이론에서 행동 변화에 

대한 개인적인 노력은 지지적 환경일 때 더욱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모형은 

개인의 영향요인을 문화간, 지역사회 수준, 조직적 수준 그리고 개인간/ 개인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한 수준에서의 실행은 다른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Bronfenbrenner, 1979). 사회생태모형의 장점은 

건강증진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개인을 향한 비난을 줄이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으며, 건강증진 중재가 개인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형을 구성하는 각 차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다(김영애와 윤희상, 2011).  

Antonovsky(1979)는 건강생성이론을 구성하는 데 있어 사회 생태학적 이론을 

적극 수용하였음을 밝힌바 있다. 그리고 개인의 통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개인수준은 물론, 개인 간 그리고 조직, 지역사회, 정부 수준으로 나누어 각 수준별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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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성이론을 건강증진이론 분류에 따라 분류한다면 이 접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사회 생태학적 모형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환경자원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이론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건강생성이론은 사회생태학이론과 분명한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사회생태학이론과 같은 조직이나 지역사회수준의 이론은 외부의 사회적 요인들이 

개인의 문제해결과정에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구체적 

작동 기전을 설명하기 어렵다. 자살행위가 개인수준에서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특성에 따른 개별성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인수준의 

설명기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강생성이론은 개인의 역량인 통합성을 강조하며 

건강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집단의 조사결과를 

개인의 개별적인 특성에 결부시켜 유추하는 생태학적 오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수준의 앞선 두 이론에 비해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앞선 건강증진의 개인수준의 이론들은 개인의 특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론의 특성상 결과적으로 개인의 내적 특성을 

강조하게 되어 희생자 비난하기와 같은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개인의 

특성을 구성하는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는 주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사회 

자본과 같은 개인간 수준의 이론 역시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대해 주목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간의 관계성과 신뢰 등에 집중하고 있어 

개인수준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사회 구조와 복지서비스와 같은 더 근본적인 

체제문제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건강생성이론은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생성하는 거시사회문화적인 요인까지 아우르며 인종이나 계급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측면까지 포괄하는 이론이라는 측면에서 이론적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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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생성이론의 모형 

구체적으로 건강생성이론은 통합성(SOC; sense of coherence)와 일반적 

저항자원(GRRs; general resistant resources)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핵심으로 한다. 

 

 

<그림 2-6. 건강생성이론의 개념 틀(Lezwijin et al, 2011)> 

1) 통합성 

① 통합성의 개념 

건강생성이론의 핵심 개념인 통합성 5은 성공적인 대처를 위한 세계를 바라보는 

                                           

5기존의 Antonovsky의 ‘sense of coherence’를 활용한 연구에서 박재순 외(2001)는 

sense of coherence를 ‘통합성’으로, 김경숙(2013)은 ‘통합력’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Sense of coherence’의 ‘coherence’를 우리말로 옮기면 일반적으로 ‘일관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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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서 이해된다. 그러나 통합성은 ‘특정한 형태의 대처 형태(a specific coping 

style)’라기 보다는 모든 사회•문화적 배경하에서 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인 모든 개인적 요인들을 일컫는다(Gana, 2001). 

이러한 통합성은 개인의 처한 상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comprehensibility), 

                                           

해석되나, 이외에도 ‘응집성’, ‘결합력’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Antonovsky의 sense of 

coherence가 하위요소인 comprehensibility와 manageability 그리고 

meaningfulness로 구성된 개념임을 생각해 볼 때, coherence는 하위요소들의 

긴밀한 연결이나 결합, 응집, 통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sense’는 

우리말로 ‘-감’이나‘-성’,‘분별력’, 으로 번역되는데, 중요한 것에 대한 감이나 어떤 

것을 이해하고 판단할 줄 아는 감각이나 성향으로 번역할 수 있다. 

Antonovsky(1987)는 그의 책에서sense of coherence를 “(어떤)사람이 (이해력, 

관리력, 의미부여와 같은) 역동적인 자신감이 배어있고, 지속적인 정도를 표현한 

총체적인 성향”(a global orientation that expresses the extent towhich one has a 

pervasive, enduring though dynamicfeeling of confidence that ~)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응집성’ 이나 ‘통합성’을 sense of coherence의 

번역어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응집성’은 구성요소간의 연결 관계만을 강조하는 

반면, 통합성은 구성요소간의 구성요소들이 모순·갈등·충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응집력을 가진 상태로 보고 있으며, 그들이 의미 있게 서로 연결되어 상호보조적인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교육학용어사전, 1995). 따라서 응집성의 의미를 포함하는 

통합성을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sense of coherence의 번역어로 사용하였다. 



42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며(manageability),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는(meaningfulness)과정으로 구성되는데,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의 

활용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Antonovsky, 1979).  

통합성의 세 가지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Antonovsky, 

1979; 1987) 

첫 번째가 문제 이해력은 인지적 요소로서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 내적 〮◌외적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구조화하고, 예측하며,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은 

“일이 잘 풀릴 거야”라는 좀 더 감정적이고 자신감에 넘치는 표현이라기 보다는 

“현실성을 판단하는 탄탄한 능력(a solid capacity to judge reality)”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직면한 상황 또는 사건의 인지적 질서나 윤곽들을 명료하게 하여 

사건의 지속 정도나 전개방향을 예측하여 결과적으로 사건에 따른 현실적 검토를 

할 수 있게 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해력의 개발을 위해서는 극복과 

신뢰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Krause& Fidelman, 2012, p42) 

두 번째, 관리력은 도구적 요소로서 자극들에 의해 제기되는 요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용한 내적 〮◌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이다. 

여기서 자신이 가용 하다는 것은 자원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은 물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배우자나 친구, 동료, 정치지도자, 의사에 의해 자원들이 

통제 가능한 것도 포함한다. 만약 관리력이 높은 수준으로 느껴진다면 그를 

위협으로 몰고 갈수 있는 사건들이라도 자신이 쉽게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사회적, 심리적, 물질적 자원이 

적다고 인식하게 되면 그들은 사건을 평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해결에 있어 쉽게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관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기 효능감의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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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다(Krause& Fidelman, 2012, p43) 

세 번째, 의미부여는 동기적 요소로서 이러한 요구들이 도전하고, 집중하며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삶에 대한 의미부여는 

자신의 존재목적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며, 가치 있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믿게 한다(Recker et al., 1987, p. 221). 

결과적으로 통합성 수준이 높은 개인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가치 있으며,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고, 세상은 이해 가능하다고 믿는 경향이 높다(Mehlum, 

1998). 반면, 통합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풀어나가는 데에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한다(Antonovsky, 1984). 의미 부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Krause& Fidelman, 2012, p42). 

Antonovsky(1987)는 통합성의 세 가지 개념인 이해력, 관리력 그리고 의미 부여는 

상호연관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해력이 높으면 

관리력이나 의미부여의 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이 

공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2-7. 통합성의 하위개념들간의 관계> 

 

사회적 역할을 부여 받은 사람은 일관성 있는 삶의 경험들을 축적하고,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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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량을 부여 받더라도, 그 자신의 잠재력이 간과될 수 있기 때문에 삶을 스스로 

꾸려 나간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산층 가정주부가 그러할 수 

있다. 따라서 Antonovsky는 특히 이들 구성개념 중 의미부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하였다.삶의 의미가 없다면 이해력이나 관리력은 일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해력이나 관리력 역시 충분치 않다면 시간이 

지나면 삶의 의미도 감소될 것이고,대처를 위한 노력도 약화될 

것이다.결국,성공적인 대처를 위해서라면 통합성의 모든 하위 개념들이 충분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② 통합성 개념에 대한 논쟁들 

앞선 건강생성이론과 유사한 건강증진이론에서도 일부 살펴 보았지만, 통합성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 통합성에 관한 논쟁과 비판들을 정리해 

보았다. Antonovsky는 통합성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상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이러한 통합성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그의 두 번째 책 <Unraveling the Mystery of Health>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이슈는 통합성을 특성(trait)으로 해석하면서 발생하는 오해로, 

건강생성이론을 사회 심리학적 환원론으로 보는 점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성으로 

보는 접근법은 성격의 속성 예를 들면, 친절한, 사교적인, 민감한 등등으로 

리스트를 끊임없는 늘어 놓는 결과를 가져오고, 더 중요하게는 특정한 개인의 

통합성이 개발되는 과정에 문화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관점이 

표현되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상황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통합성은 그러한 성격적 관점이 생성되게 된 사회 문화 구조적 근원의 중요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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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강조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러한 기질적 성향을 

바탕으로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황과 독립적으로 정신 

내부에서 이루어 지는 결정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Antonovsky, 1987).  

두 번째는 통합성이 어떻게 행동으로의 전환하는지에 관한 이슈이다. 기질적 

성향의 통합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감정적 〮◌인지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구체적 행동으로 전환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 

Antonovsky(1987)는 이에 대해 통합성의 수준을 측정했다고 해서 구체적 행동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는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직면한 위기 

상황에 개인이 맞서 싸울지(fight), 그냥 굳어 버릴 지(freeze), 도망칠지(fly)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행동의 질에 관련된 것인데, 강한 

통합성을 가진 사람은 상황에 구조를 이해하려 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일반적 저항자원이나 특수한 저항자원을 구하려고 노력하며, 자기 효능성을 

믿는 경향이 있지만 반면, 낮은 통합성을 가진 사람은 혼돈스러워 하며, 무망감을 

느끼고,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한 사람의 인생의 

과정에서 비슷한 상황이 누적되면서 비슷한 이전 경험에 따라 그 상황을 비슷하게 

인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의 구체적 행동의 레퍼토리를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높은 수준의 통합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개별 상황의 

부분으로서 두고 그 고유함을 바라 볼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행동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구체적 상황에서 통합성과 행동의 관계는 일대일 관계가 아니라 통합성과 

행동의 질 사이의 확고한 연계성이 있다는 것만을 말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자살의 경우를 적용시켜 보면, 자살자 대부분은 극히 낮은 통합성 수준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 극히 낮은 통합성 수준을 가진 사람 대부분이 

자살을 실행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통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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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사람은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강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을 하려는 

반면, 극히 낮은 사람은 자살을 선택하거나, 아니 그 보다 더 많은 수는 이전의 

행동 방식에 따라 그 상황에서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그저 상황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간의 긴장은 정신적 건강은 

물론 육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2-8>은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해개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즉, 인식이 

어떻게 행동으로 전환되고 다시 경험으로서 학습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림2-8. 스트레스 대처의 역동적 모형(Petzold, 2012)> 

 

세 번째는 통합성에 측정에 있어 감정이 혼란요인이 된다는 Korotkov (1994)의 

지적에 대한 부분이다. 캐나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의 연구에서 통합성으로부터 

감정을 분리해내기 어렵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통합성 측정 질문은 응답자가 

그들의 감정에 기반하여 답변하도록 하므로, 불안과 같은 감정은 통합성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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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Antonovsky는 “스트레스는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인데, 하나는 도구적인 이슈이고, 다른 하나가 감정 통제에 관한 

것이다. 어떠한 문제도 감정 통제의 이슈가 생기지 않는 것은 없으며, 스트레스의 

감정적인 반응이 바로 긴장(tension)이라는 것이다”(Antonovsky, 1987)라고 답을 

했다. 스트레스는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에 따라 긍정적인 도전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정신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중립적인 요인인데, 바로 후자가 긴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 상황에 직면한 개인의 감정을 통합성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시도는 애초부터 옳지 않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Flensborg-Madsen et al., (2005)의 논문에서 제기된 통합성의 

형성과정에 관한 것이다. 건강생성이론 연구는 우선 규명된 위험요인을 통제하고도 

통합성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일차 자료의 수집은 

표준화된 통합성 설문지 척도를 통해 이루어 지며, 이 결과와 중심변수와의 

연관성을 보는 연구들이 대다수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통합성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연구의 함의나 이슈의 토론을 간과하기 쉽다는 것이다. 

현재 통합성 척도를 사용한 측정은 어떻게 통합성이 개인의 부분으로 구조적 

〮◌역사적 과정에 의해 생성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집합적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Antonovsky는 이런 도구의 

불충분성을 인정하고, 척도를 통한 통합성 측정과 더불어 개인의 인생이야기와 

심층 면담 등을 함께 조사함으로써 개별 맥락에서 통합성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일반적 저항자원 

일반적 저항자원은 효과적인 긴장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단체, 사회가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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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신체적, 생화학적, 물질적, 인지적, 정서적, 윤리적, 인간관계적, 사회문화적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Antonovsky, 1984). 다시 말해, 개인이 흔히 직면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높은 인생 사건(예를 들면, 질병, 중대한 인생사건, 급성적인 

일상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폭넓은 범위의 자원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림 2-9. 일반적 저항자원의 정의(Antonovsky, 1979)> 

 

① 육체적 및 생리화학적 요소: 일반적 저항자원과 면역강화 기전으로서 

긴장의 성공적인 관리와의 연계성을 언급하였다.  

② 물질적 요소: 음식, 의류 그리고 숙소 그리고 금전적 재화 

③ 인지적 정서적 요소: 지식, 지능, 자아정체성과 같은 것. 이 이론은 

중대한 대처 자원으로서 자아 정체성을 강조한다. 지식은 통찰력을 주고 

선택을 실행화한다 

④ 가치적-태도적 요소: 합리성, 유연성, 예지력, 감정의 효과적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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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행동을 포함한 대처전략과 같은 태도적인 것이다. 

⑤ 인간관계적 요소: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질적인 관계가 빈약한 사람들 보다 더 긴장을 쉽게 해소한다. 사회적 

지지의 유용성에 대한 확실함은 일반적 저항자원의 효과적인 요소가 

되기에 충분하다.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대처자원이다. 

⑥ 거시적 사회문화적 요소: 개인이 속한 문화는 그들에게 세상에서의 

위치를 정해주고 건강을 향상시키며, 일반적 저항자원이 다른 차원에서 

유용하게 하는 것이다(Antonovsky, 1979) 

일반적으로 통합성과의 연관성을 보기 위한 연구에서는 일반적 저항자원을 크게 

다섯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임금이나 저축 등의 물질적 자원(material resources), 

지각된 사회적 지지나 사회 참여 등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대처 

전략(coping strategy), 지식과 지능(Knowledge and intelligence) 그리고 자기 

존중감(self-esteem)이 그것이다.  

다른 기준으로 분류하면 정신심리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으로 나뉠 수 있다. 

정신심리적 자원은 긍정주의나 유머감각 그리고 자기 존중감이나 자기 효능감 등이 

포함되고, 사회적 자원에서는 사회적 지지나 사회적 네트워크, 물질적 자원 등이 

포함된다(Eriksson & Lindström, 2006). 

또한 Antonovsky의 일반적 저항자원의 연구 중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자원은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지지이다.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타인에게 

사랑 받고, 돌봄을 받으며, 존중 받고, 가치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 주며 결과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에 일원으로서 암묵적인 책임감을 갖게 만들어 준다(Heimburg, 

2010)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즐기고, 가용한 

자원이 늘어나면서 위기의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하며, 부정적인 사건으로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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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회심리적 위험을 경감시켜줄 수 있다. 

본 연구 중 자살관련 통계를 통한 양적 연구에서 통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반적 저항 자원 중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사회적 지지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통합성과 일반적 저항자원의 관계는 역동적이고, 촉매적이며, 상호호혜적이다. 

반복적인 스트레스나 인생 사건에 대한 성공적인 관리는 일반적 저항자원의 개발을 

이끌고, 이는 다시 개인의 통합성을 향상시킨다(Antonovsky, 1987; Sullivan, 1993). 

긴장상태에서 높은 수준의 통합성을 가진 사람은 일반적 저항자원을 활용케 하고, 

이것은 통합성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선 순환을 가능케 한다. 반면 유용 

가능한 일반적 저항자원의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스트레스의 상황에서 

통합성이 약화되고 이것이 다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Antonovsky, 

1984). 

 

 

 

 

 

 

 

 

 

 

 

 



51 

 

제3장 자살생각과 통합성 그리고 일반적 저항자원의 

연관성 연구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자살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존재했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는 역설적인 

현상이다. 역설적이라고 본 이유는 개인에게 일어 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자살이 발생하는 상황마다 상당한 유사점이 발견되는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살에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이 자료들 사이의 

유사점을 발견하여 자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건강생성이론에서 규명한 통합성과 일반적 저항자원의 개념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살 행위로 이르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함이다. 완결된 자살자에 대한 통계 자료의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완결된 자살의 

지표로서 자살 생각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자살 생각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자살시도 및 완결된 자살의 선행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자료 구득의 편이성뿐 아니라 건강생성이론에 기초한 자살 예방 정책은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한 개인의 웰빙(well-being)에 위협을 주는 심리적 고통인 

자살 생각을 줄이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찾아 스스로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확장시켜 생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살생각은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2010년 서울시 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합성이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통합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저항자원을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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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의 인구사회적 변수와 우울 정도를 보정하고도 통합성(sense of 

coherence)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할 것이다. 더불어 일반적 

저항자원(General resistant resources)으로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통합성 

향상에 연관성이 있는지 검증할 것이다.  

제2절 자살과 통합성과의 연관성에 관한 선행연구 

1980년대 처음으로 제안된 이후 건강생성이론은 건강증진이나 보건영역의 

연구에서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Dunleavy, 2012). 

개인이 건강한 행동 하는 데 있어 통합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알려졌고(Javtokas, 2005), 이에 따라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통합성과 다양한 

건강문제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통합성은 류마티스나 유방암 등의 다양한 질병뿐 

아니라 소진(burn out), 잦은 병가, 주관적 건강수준, 육체적 증상 등과 같은 다양한 

건강 결과와의 역의 상관성을 가진다는 것이 밝혀졌다(Javtokas, 2005). 특히, 

통합성은 불안, 우울, 행복감 그리고 자아 존중감 등의 다양한 정신건강의 

지표들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Mehlum, 1998; Sjostrom, 

2009;Kouvonen et al., 2010; Madeleine, 2011). 

Flensborg-Madsen et al. (2005)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는통합성은 건강의 

정신심리적 측면에서 강하게 연관성을 보이지만, 육체적 건강에 대해서는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결론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스트레스와 통합성 그리고 정신적 건강과 연관성을 살핀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통합성을 가진 개인은 인생 사건에 직면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정신심리적으로 불편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Mehlum, 1998) 

통합성과 자살행위와의 연관성을 살핀 연구들도 다수 보고되었다. Petrie(199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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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자살 기도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통합성과 자살행동과의 연관성을 

살펴 보았는데, 입원 당시와 6개월 이후 추적조사에서 통합성이 예측변수로 

유효하였는데, 통합성 중에서도 특히, 이해력과 관리력이 자살생각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Mehlum(1998)의 노르웨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통합성이 낮은 집단에서 유의하게 자살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Giotakos(2003)의 그리스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었으며, Sjöström(2011)의 연구에서는 스웨덴의 병원에 입원한 자살 

기도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방법을 통해 통합성이 자살행위를 설명하는 강력한 

예측 요인임을 증명하였다. 

한편, 한국에서는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건강생성이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지지 않고 있다. 다만, 간호연구 분야에서 정채원(1999)이 건강생성이론을 처음 

소개하였고, 이후 병원 간호사의 통합성과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대처자원에 대한 연구가 있다(김경숙, 2013; 박재순, 2001). 이 연구 이외에 

국내에서는 자살행위와 연관된 통합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제3절 건강생성이론에 근거한 자살기전의 이해 

우선 건강생성이론의 경험적 연구들은 정신건강과 통합성과의 강한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첫 번째 근거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사회심리적 요인들 예를 

들면, 무망감이나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 낮은 수준의 문제 해결능력이 

자살경향성을 높이는데(Forintos et al., 2011), 통합성은 불안, 우울, 행복감 그리고 

자아 존중감 등의 다양한 정신건강의 지표들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Mehlum, 1998; Sjostrom, 2009;Kouvonen et al., 2010; Madeleine, 

2011).게다가 통합성은 종합적인 주관적 삶의 질과 건강과 웰빙, 포괄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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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기능과 긍정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반면 정신병리학적 질환과는 음의 

연관성을 보인바 있다(Griffiths, 2009). 

두 번째, 자살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과정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Shneidman(1996)은 그의 책 <The Suicidal Mind>에서 모든 자살한 개인은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Merton 역시 “사회구조와 아노미”라는 논문에서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간의 괴리로 자살 및 일탈행위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사회적 압박에 대응하는 ‘적응’의 결과로서 자살행위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박형민, 2010). 실제로 자살에 관한 자료를 보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당면한 위기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파산 등의 

경제적 위기, 이혼 등의 가족 해체, 명예실추 등등이 자살의 원인으로 언급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자살이 문제 해결과정의 실패라고 봐야 하는지 아님 일종의 

해결방안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장 답하기는 어렵지만, 그 과정이 

문제에 대한 반응과정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자살이 크게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스트레스 반응 이론인 

건강생성이론의 적용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세 번째, 자살은 구조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거나 개인의 내면에서 고립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해 개인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건강생성이론 역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개방형 

체계라는 점을 강조한다. 개인의 일반적 자원의 수준에 따라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데, 일반적 저항자원이 부족하면 개인은 문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된다. 그리고 일반적 저항자원의 극심한 결핍은 그 자체로 문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극심한 빚이나 파산 등이 그러하다. 그리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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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저항자원은 통합성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그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개인의 통합성 수준 역시 저하된다. 주변의 정서적 지지가 없다고 느끼면 

삶의 의미를 잃거나,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나 방안이 없다고 느끼면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낮아지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일반적 저항자원은 개인이 둘러싼 

환경임과 동시에 개인의 통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저항자원의 

심리적 자원을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삶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주어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자살예방을 위한 

개입 지점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 연구가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자살 

예방의 접근 방식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살은 그 행위를 결정하기 위해 자신과 자신의 삶을 숙고하여 

평가하는 성찰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유서는 그러한 성찰에 대한 내용을 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자살이라는 행위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 정해진 대로의 반응이 

아니라 행위자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구성했다는 점(Mead, 1938; 박형민, 2010에서 

재인용)에서 앞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박형민(2010)은 이러한 성찰의 과정에서 

자신의 죽음과 자살에 대한 형이상학적 고민이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겪는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자신과 삶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삶에 대한 평가는 

통합성의 구성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찰의 과정과 그 결과는 개인의 통합성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해석하고(이해력), 이러한 상황이 극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묻고(의미 부여), 이에 

따라 전략을 찾는 이 과정 자체(관리력)가 성찰의 과정이며 내용이기 때문이다. 

Mittelmark(2006)는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자가 돌봄으로 자기 변환(self-turning 

model of self-care)’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반성의 결과로 통합성이 결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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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다. 따라서 이 내용은 자살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자신과 

자신의 삶과 상황에 대한 성찰의 결과에 따라 어떤 이는 자살을 결정하고, 어떤 

이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찾아가고, 어떤 이는 어떤 행동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한다.  

 

<그림 3-10. 건강생성이론을 적용한 자살 기전> 

 

제4절 연구 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의 원자료는 서울시 복지패널이다. 이 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3,665가구의 가구주와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2009년에 처음 

실시되었다(서울시 복지재단, 2013). 2010년에는 정신영역을 포함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 자료를 활용하였고, 최종 대상자수는 자살 생각의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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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한 2,357명으로 하였다.  

2. 변수의 채택과 재구성 

본 연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분석은 통합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한 분석으로 

종속변수는 자살생각이고 독립변수는 통합성, 일반적 저항자원으로 하고 

통제변수는 우울감과 일반적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결혼 

상태를 채택하였다.  

두 번째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일반적 저항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지지와 물질적 

자원이 통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통합성으로 하고 

독립변수는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는 사회참여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 그리고 물질적 

자원으로 소득수준을 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세 번째 분석에서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일반적 

저항자원(사회적 지지, 사회 참여, 소득)이 어떻게 통합력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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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변수와 설문내용> 

 

1)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연구자료의 문항인 “귀하는 지난 1년동안 자살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있다’, ‘없다’로 답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2) 통합성 

구분 설문 내용

인식된

사회적 지지

Q1.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Q2. 나는 친한 친구가 별로 없다.

Q3.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거나 의지할 사람이 없다.

Q4. 나만 소외당하는 느낌이다.

사회 참여

Q1. 공식적 참여- 시민단체, 자선단체, 학교 운영회, 아파

트 부녀회, 정당, 직업 협회나 단체

Q2. 비공식적 참여-동창회, 취미단체, 향우회, 종친회, 종

교단체

Q3. 정기적으로 내는 기부금이 있다.

수입 현재 수입 정도

수입만족도 임금 만족정도

이해력
Q1. 나는 눈물을 쏟거나 울고 싶어진다

Q2. 나는 안절부절 못해서 진정할 수가 없다

관리력

Q1. 나는 예전처럼 일들을 쉽게 잘 처리한다.

Q2. 나는 결정을 내리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Q3.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주요한 것들을 이루

어 냈다.

의미 부여

Q1. 전반적으로 나의 삶의 나의 이상에 가깝다.

Q2.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

어 냈다.

Q3. 나는 미래를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Q4. 내 삶은 매우 충만해 있다.

종속변수 자살 생각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이 있

는가?

통제변수 인구학적 변수 성별/연령/결혼여부

변수

사회적

지지

경제적 자원

매개변수 수정된 통합력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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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연구 자료의 한계로 인해 Antonovsky(1987)가 통합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여 사용되고 있는 설문도구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 대신 본 

연구자료의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수정된 통합성 지표’를 재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Antonovsky의 통합성 측정도구의 세부문항(부록1)과 내용이 유사한 설문을 

선별하고,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도구의 일치성을 해치지 않는 

설문문항만을 포함하였다.  

우선 통합성의 하위개념인 이해력에는 Antonovsky의 통합성 

설문문항(29항목)(Antonovsky, 1987)중 19번 문항인 이해력을 묻는 

문항에서“혼돈스러운 느낌과 생각(Do you have very mixed-up feelings and ideas?)” 

과 21번 문항의 “당신이 느끼고 싶지 않은 어떤 감정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Does it happen that you have feelings inside you would rather not feel?)” 

의 설문 문항을 통해 ① 나는 눈물을 쏟거나 울고 싶어진다② 나는 안절부절 

못해서 진정할 수가 없다 를 채택하였다. 

관리력(manageability)은 마찬가지로 Antonovsky의 통합성 설문문항(29항목) 

(Antonovsky, 1987) 중 27번 문항과 29번의 관리력을 묻는 문항으로 “네가 인생의 

중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려움 극복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었는가?(When you think of the difficulties you are likely to face in important aspects 

of your life,do you have the feeling that You will always succeed in overcoming the 

difficulties)”, “얼마나 자주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꼈는가?(How often do you 

have feelings that you’re not sure you can keep under control?)”로서 본 

연구자료에서 이와 유사한 문항으로 ① 나는 예전처럼 일들을 쉽게 잘 처리한다. ② 

나는 결정을 내리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③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주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의 설문문항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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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부여(meaningfulness)에 대한 설문문항을 채택하기 위해 Antonovsky의 

통합성 설문문항(29항목)(Antonovsky, 1987)중 의미부여에 관한 설문 문항 중 8번 

문항 “지금까지 당신의 삶은 명료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Until now your 

life has hadVery clear goals and purpose)”, “인생은 흥미로 가득하다(Life is full of 

interest)”, “미래에 내가 할 일 대부분은 대단히 흥미 있을 것이다(Most of the things 

you do in the future will probably be fascinating)”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때,당신의 

인생은 좋았고 살아있다고 느껴졌는가”(When you think about your life, you very 

often feel how good it is to be alive 유사한 본 연구자료의 설문문항으로 

①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②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③ 나는 미래를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④ 내 

삶은 매우 충만해 있다 로 채택하였다. 

 

<표 3-4. 통합성의 공식적 측정도구와 수정된 통합성 측정도구> 

통합성 SOC-29 의 원문항  수정된 통합성 측정도구(점수) 

이해력 

19. Do you have very mixed-up 

 feelings and ideas? 

21. Does it happen that you have 

 feelings inside you would rather 

not feel? 

1. 나는 눈물을 쏟거나 울고 

싶어진다(1-4) 

2. 나는 안절부절 못해서 진정할 

수가 없다(1-4) 

관리력 

 27. When you think of the 

difficulties you are 

 likely to face in important aspects 

of your life, 

3. 나는 예전처럼 일들을 쉽게 

잘 처리한다(1-4) 

4. 나는 결정을 내리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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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do you have the feeling that 

You will always succeed in 

overcoming the difficulties 

5.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주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1-7) 

의미부여 

7. Life is full of interest 

8. Until now your life has had Very 

clear goals 

 and purpose 

11. Most of the things you do in 

the future will probably be 

fascinating 

14. When you think about your life, 

you very often feel how good it is 

to be alive 

6.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1-7) 

7.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1-7) 

8. 나는 미래를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1-4) 

연구자료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4점과 5점,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통합성의 

변수값은 앞서 설명한 이해력과 관리력과 의미부여에 관한 총 8가지 문항의 개별 

값들의 총합을 사용하였다. 부정적 질문의 경우 역코딩을 시행하여 합산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통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AMOS 18)을 실시하여 일치하는 불필요한 변수들은 제거하였다. 

결과는 χ2(카이자승)=376.8, p<0.05(p<0.05인 경우 적합), GFI=0.977(0.9이상 적합), 

AGFI=0.914(0.9이상 적합), RMR=0.069(0.05이하인 경우 최적)의 모델 적합도를 

보였다.  

통합성의 수준에 따른 자살생각의 정도를 교차비를 통해 대조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통합성 총점을 (9~38점)을 상·중·하로 나누었는데, 평균 24.66(표준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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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로 전체 분포에 따라 삼등분하여 26이상을 통합성이 수준으로 상, 18~25까지 

중, 17이하를 하로 구분하였다.  

3) 일반적 저항 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본 연구의 원자료에서 사회적 지지를 묻는 

항목을 그대로 활용하여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사회 참여’를 채택하였다.  

연구자료의 문항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5점 척도로 ①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② 나는 친한 친구가 별로 없다 ③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거나 

의지할 사람이 없다 ④ 나만 소외 당하는 느낌이다 ⑤ 나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총 다섯 문항에 대한 개별값(1~5점)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②③④은 부정적 질문이므로 역코딩 방식을 적용하여 합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친한 친구와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있고, 주변 사람들과 공통점이 많다고 느끼는 경향이 높다. 사람이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7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원자료에 사회참여를 묻는 항목을 그대로 활용하여 비공식 

모임(5문항)인 동창회, 취미동호회, 향우회, 종친회, 종교단체와 공식 모임(5문항)은 

시민단체, 자선단체, 학교운영위원회, 입주자 대표회, 정당 등의 정치단체, 직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등의 모임의 참여를 묻는 문항에 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회참여 변수 값은 이 모든 모임의 참여 정도의 개별 

값(1~5점)을 합한 값으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참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하였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71을 

보였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 모두전체 분포를 고려해 높은 집단과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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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나누어 통합성과의 영향을 교차비로 나타내었다. 

3. 분석방법 

분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자살생각과 통합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통합성 측정도구를 만들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통합성 변수로 활용하였다. 모형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모형1은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만으로 구성하였고, 모형 2는 모형 1에 우울점수를 

추가하였고 모형 3은 모형2에 통합성 변수를 추가하여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 

특히 사회심리적 변수인 우울점수를 통제하여도 통합성이 여전히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교차비(odds ratio)의 추정치와 

95%신뢰구간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각 모형들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둘째, 일반적 저항자원으로서 물질적 자원을 나타내는 소득수준과 사회적 자원을 

나타내는 사회적 지지(지각된 사회적 지지, 사회참여)를 수준별로 나누어 

통합성과의 연관성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앞선 분석결과와 같이 

교차비(odds ratio)로 결과를 나타냈다. 모든 통계분석에는 SAS 9.3을 사용하였다.  

세 번째는 일반적 저항자원(사회적 지지와 소득수준)과 통합성 그리고 

자살생각의 관계를 경로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제4절 연구결과 

1.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자살생각 

<표 3-4>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징과 이에 따른 자살생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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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그리고 통합성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이다. 지난 1년간 자살생각을 한 비율은 

전체 2357명 중 114명으로 4.84%(남자 4.14%, 여자 5.95%)였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증가하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특히 60-64세에서 6.31%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는데, 초졸(7.74%), 고졸(6.43%)의 

경우가 대졸(3.27%)이나 대학원 졸(2.14%)보다 훨씬 높았다. 결혼상태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4.59%로 가장 낮았고, 이혼한 경우가 8.82%로 가장 높았다. 

소득은 중위소득 50%이하가 전체의 6.4%로 가장 높았고 가장 높은 소득수준인 

중위소득 151%이상이 1.54%로 훨씬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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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과 통합성> 

 

 

2.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표 3-6>)을 통해 본 연구의 연구 모형에 투입될 

주요변수들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의 유의성과 

변수들간의 다중 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변수 사이에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70이상인 것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VIF를 살펴본 결과 10이상인 나타난 값이 없어 다중 

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박병선, 2012). 

전체

수(%) 있음(%) 없음(%) X2  or F(p) 평균(표준편차) X2or F(p)

성별 남성 2870(45.5) 123(4.2) 2747(95.7) 25(4.9)

여성 3434(54.4) 196(5.7) 3238(94.3) 24(5.1)

연령 18-29 886(14.0) 33(3.7) 853(96.2) 25.6(4.7)

30대 1176(18.6) 45(3.5) 1131(96.4) 26(4.6)

40대 1178(18.6) 57(3.8) 1121(96.1) 25.1(4.8)

50대 911(14.4) 48(5.2) 863(94.7) 24.5(4.9)

60-64 433(6.8) 18(4.1) 415(95.2) 22.4(4.5)

65≤ 1429(22.6) 99(6.9) 1330(93.1) 22.6(5.0)

교육수준 초졸이하 962(15.2) 77(8.0) 885(92.0) 21.4(4.8)

중졸 609(9.6) 31(5.0) 578(94.9) 23.2(4.9)

고졸 2000(31.7) 109(5.4) 1891(94.5) 24.6(4.7)

전문대졸 468(7.4) 18(3.8) 450(96.2) 25.5(4.6)

4년제 대졸 2003(31.7) 74(3.6) 1929(96.3) 26.2(4.6)

대학원이상 262(4.1) 10(3.8) 252(96.2) 26.8(5.0)

결혼상태 미혼 1003(15.9) 63(6.2) 1268(93.1) 25.2(4.9)

유배우 3957(62.7) 182(4.5) 3775(95.4) 25.0(4.9)

이혼 190(3.0) 21(11.0) 169(88.9) 20.9(5.1)

사별 568(9.0) 44(7.7) 524(92.2) 21.7(4.9)

별거 59(0.9) 2(3.3) 54(96.6) 21.5(4.9)

소득수준 ≤50% 653(25.5) 32(4.9) 621(95.1) 23.9(5.0)

(중위소득)  51~150% 1326(51.8) 53(3.9) 1273(96.0) 25.9(4.4)

 151%≤ 577(22.5) 11(1.9) 566(98.1) 26.8(4.6)

8.1(.018)

2.92(.09)

83.8(.000)

156.7(.000)

75.6(.000)

63.2(.000)

19.6(.003)

28.3(.000)

26.1(.000)

통합력
구분 분류

6.57(.006)

자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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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6.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구분 자살생각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소득수준 우울점수 

성별 0.03*       

연령 0.04** 0.06**      

교육수준 -0.07** -

0.19** 

-

0.49** 

    

결혼상태 0.06** 0.64** 0.64** -0.49**    

소득수준 0.06** -

0.17** 

-

0.17** 

0.34** -0.05**   

우울점수 0.27** 0.09** 0.27** -0.29** -.0.22** -0.21**  

통합성 0.23** -

0.03** 

-

0.16** 

0.26** 0.15** 0.15** -0.63** 

* p<.05 ** p<.01 

 

3. 자살 생각과 통합성 

<표 3-7>는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개인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변수, 

우울점수 그리고 주요변수인 통합성 변수를 차례로 투입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표이다. 모형 1, 2, 3 모두 종속변수는 이항변수인 자살 

생각으로 하였다. 먼저 모형1은 나이, 교육수준, 결혼상태, 소득수준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만으로 구성하였다. 모형 1의로지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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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기준나이인 18-29세에 비해1.79배, 이혼의 

경우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2.15배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초등졸업에 비해, 소득수준은 중위소득 150%이 

중위소득 50%비해 자살 생각이 유의하게 낮았다.  

모형2는 모형1에 우울점수를 상·중·하 수준으로 나누어 추가하였다. 우울점수가 

낮은 그룹에 비해 우울점수가 중간그룹은 2.3배 그리고 우울점수가 가장 높은 

그룹은 15배 이상 자살생각이 높게 나왔다. 우울점수를 추가한 결과 나이와 

교육수준의 유의성은 사라졌으나 이혼과 소득수준의 경우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의 

크기는 줄어 들었으나 여전히 자살생각에 유의하게 영향을 나타냈다. 

가장 주목해서 볼 모형인 모형 3은 통합성을 상·중·하 수준으로 나누어 모형2에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모형 3에서 우울점수의 경우 높은 그룹만이 유의성을 보였고, 

그 크기 역시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모형 1, 모형 2에서 유의했던 나이, 교육수준, 

결혼상태의 유의성이 모두 사라졌다.  

통합성은 우울점수를 포함한 다른 변수를 투입하여 통제하였음에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오히려 통합성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자살생각에 대한 우울점수의 

영향력을 감소시켰다. 자살생각에 대한 통합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면,‘상’으로 가장 

높은 그룹에 비해 중간 그룹의 경우 약 3.5배가, 그리고 가장 통합성이 가장 낮은 

‘하’그룹은 30배가 넘는 비율로 자살생각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통합성이 자살생각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1과 모형2의 적합도를 비교해 보면, 모형1(χ2=6.05, p=0.64)보다는 모형 2 

(χ2=4.34, p=0.88)가, 모형 2보다는 모형 3(χ2=5.65, p=0.90)이 p값이 커지는 것으로 

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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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자살생각에 대한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우울정도 통합성과의 연관성>

 

OR 95%CI OR 95%CI OR 95%CI

남자 1 1 1

여자 1.03 0.79-1.36 1.04 0.82-1.48 1.27 0.97-1.65

18-29 1 1 1

30대 1.01 0.59-1.69 1.07 0.54-1.56 0.79 0.46-1.38

40대 1.25 0.70-2.21 0.94 0.50-1.73 0.81 0.45-1.44

50대 1.15 0.62-2.12 0.63 0.29-1.32 0.84 0.45-1.57

60-64 1.17 0.61-3.05 0.83 0.43-1.57 0.66 0.31-1.49

65≤ 1.79 1.12-1.74 0.93 0.43-1.57 0.8 0.41-1.53

초등졸업 1 1 1

중등졸업 0.68 0.43-1.07 0.71 0.44-1.16 0.82 0.48-1.36

고등졸업 0.79 0.54-1.15 0.87 0.59-1.27 1.19 0.85-1.65

전문대졸업 0.57 0.31-1.04 0.67 0.41-1.43 0.87 0.50-1.51

4년제 졸업 0.59 0.38-0.91 0.7 0.45-1.08 1.09 0.69-1.73

대학원 이상 0.7 0.34-1.48 0.87 0.41-1.84 1.14 0.56-2.27

유배우 1 1 1

미혼 1.16 0.73-1.86 1 0.62-1.59 0.93 0.58-1.49

이혼 2.15 1.32-3.49 1.68 1.02-2.74 1.27 0.75-2.13

사별 1.16 0.77-1.74 1.08 0.78-1.64 1.05 0.69-1.60

별거 0.61 0.15-2.52 0.48 0.11-2.01 0.4 0.09-1.71

소득수준 51%> 1 1 1

51-150% 0.97 0.68-1.37 0.84 0.59-1.18 1.01 0.71-1.43

(중위소득) 150%< 0.36 0.18-0.71 0.42 0.21-0.83 0.55 0.27-1.08

하 1 1

중 2.3 0.31-17.01 1.97 0.27-14.62

상 15.36 2.14-31.28 8.41 1.15-61.19

상 1

중 2.06 1.42-3.16

하 15.64 9.77-25.01

χ2=6.05(p=0.64) χ2=4.34(p=0.88) χ2=5.65(p=0.90)

-2log Likelyhood 2409.667 2264 2463.465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우울점수

통합력

Hosmer and Lemeshow test 

구분 분류
모형1 모형2 모형3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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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성과 사회적 지지 

<표 3-8>은 일반적 저항자원으로서의 사회참여,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표준편차 

그리고 최소·최대값을 나타낸 표이다. 특히, 각 변수들의 수준에 따라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통합성과의 연관성을 더욱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하였다. 

사회참여의 평균점수는 13.02(최대 49점)으로 최대가능점수가 30점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평균점수 21.07보다 훨씬 낮았다.  

<표 3-8. 사회적 지지의 기술적 통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회참여(5~50) 

공식적 (5~25) 

       낮음 

       높음 

비공식적(5~25) 

      낮음 

      높음 

 

13.02 

 

7.73 

15.86 

 

8.04 

19.4 

 

7.15 

 

2.7 

5.2 

 

2.3 

5.2 

 

5 

 

5 

10 

 

5 

16 

 

49 

 

9 

24 

 

15 

25 

지각된 사회적 지지(5~30) 

      낮음 

      높음 

21.07 

10.56 

24.56 

16.82 

8.32 

9.34 

5 

5 

19 

29 

18 

29 

 

<표 3-9>는 통합성에 대한 일반적 저항자원의 영향력을 살펴 본 표이다. 일반적 

저항자원으로 사회적 지지로서 사회참여와 물질 자원으로서 소득수준을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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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사회참여는 다시 ‘공식적 모임’과 ‘비공식적 모임’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공식적 모임’의 참여 정도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비공식적 모임’의 참여수준이 

‘높음’의 경우 ‘적음’에 비해 3배 정도 통합성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경우 ‘높음’의 경우 ‘낮음’에 비해 14배 가까운 급격한 통합성 상승을 

보여줬다. 물질적 자원으로서 소득수준은 중위소득의 50%이하에 비해 50~150% 

1.7배, 중위소득 150%이상인 경우에는 4.2배 통합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비공식적 사회참여가 많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통합성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9. 통합성에 대한 일반적 저항자원의 영향> 

일반적 저항자원 구분 

통합성 

OR 95%CI 

사회적 지지 

사회참여 

공식적 낮음 1   

 높음 2.02 0.67-5.96 

비공식적  낮음 1   

  높음 3.01 1.57-6.02 

지각된 

사회지지 

수준 낮음 1   

  높음 14.04 10.02-19.65 

물질 자원 소득수준 

중위소득 50%이하 1   

중위소득 51~150% 1.67 1.16-2.39 

중위소득 151%이상 4.22 1.68-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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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적 저항자원과 통합성 그리고 자살 생각과의 경로 분석 

 

앞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일반적 저항자원(사회적 지지, 

사회 참여, 소득)이 어떻게 통합성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amos 18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시행하였다(<그림 3-11>) 

 

<그림3-11. 일반적 저항자원과 통합성 그리고 자살생각의 경로 

(실선: 직접 효과, 점선: 간접효과)> 

 일반적 저항자원인 사회참여, 지각된 사회지지 그리고 소득은 통합성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사회참여와 지각된 사회지지는 자살생각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앞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와 일치되어 나타났다. 사회 

참여와 지각된 사회지지 그리고 소득수준은 각각 0.26, 0.48, 0.81로 유의한 

통계성을 보이며 통합성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각 경로에 조절변인이 개입된 

경우는 간접효과가 계산되어 있다. 사회참여와 지각된 사회지지 그리고 

소득수준은 통합성을 통하여 자살생각을 -0.4로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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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경로분석모형의 적합도> 

 

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자승(x2)과 NFI의 결과를 나타냈다. 

카이자승(x2)은 모형의 완전성, 즉 모형이 자료에 완전하게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때 사용되는 수치로 x2을 이용하는 경우, x2이 작을수록 p-value가 커지게 

되면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일반적으로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최적 모델값을 기준으로 모형 적합성을 보면 카이자승의 P값이 0.000으로 

유의성을 나타냈고, 표준부합지수인 NFI는 0.87으로 일반적인 수용기준이 

0.9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준부합지수의 경우 구조방정식 모델을 측정변수 

간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기초모델(Null model)과 비교한 적합도 지수를 

말하는 것으로 기초모델에 비해 대체로 87%정도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인 향상도 기준 90%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나 거의 육박하는 수치로 

부분 적합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11. 경로모형의 효과분석>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사회참여 -0.023*** -0.26*** -0.43*** 

지각된사회지지 -.031*** -0.45*** -0.27*** 

소득 0.01 -0.68*** -0.34 

 

위 경로계수를 공변량 분해를 통해 각 경로계수를 직접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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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과(조절효과)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3-11>과 같다. 각 경로에 조절변인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간접효과가 계산되어 있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하면 

해당 경로의 총효과가 된다. <그림3-11>을 보면 사회참여 à자살생각의 

직접경로계수가 -0.023, 그리고 사회참여 à통합성à자살생각으로 미치는 

간접효과가 -.0.26으로 계산된다.같은 방법으로 지각된 사회지지는 직접효과 -0.31 

지각된 사회지지 à통합성à자살생각은 -0.45, 소득은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나 소득 à통합성à자살생각인 간접효과로 -0.68을 보였다. 

 

제5절 논의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로서 통합성과 자살생각의 강력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최종 모형에서 우울점수를 포함한 모든 변수를 추가하여 

통제하였음에도 통합성과 자살생각이 높은 연관성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는 삶을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meaningfulness),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manageability)고 믿는 경향의 통합성이 높은 수준의 사람은 자살생각을 적게 

한다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통합성과 자살행위와의 연관성에 관한 

외국의 연구들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Etrie & Brook, 1992; Kouvonen et 

al., 2010; Mehlum, 1998; Madeleine, 2011; Sjostrom, 2009; 2012).  

통합성이 자살생각을 낮추는 이유로 스트레스에 대한 성공적인 대처를 위한 사회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모든 요인들의 근원이자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역할(buffering effect)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 우세하다(Gana, 2001; Kivimaki et al., 

1998; Lundberg, 1997; Mcsherry, 1994; Richardson & Ratner, 2005; Torsheim et al., 

2001 Wolff & Ratner, 1999). 자살행동에 비추어 설명해보면 높은 수준의 통합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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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의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이라고 알려진 무망감과 무력감, 우울감(O’ Heron & 

Orlofsky, 1990)이 심화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며, 반대로 낮은 수준의 통합성은 

환경적 스트레스나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살행동의 과정을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우울증은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흔한 증상으로(Eriksson 

&Lindström, 2007)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에서도 우울증과 자살행위와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중재를 강조하고 있다(고재욱 외, 2011; 이인정, 2011). 

본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2 결과에서도 우울 증상은 자살생각을 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우울점수를 추가하여 

통제하였음에도 낮은 소득수준과 이혼의 경우 자살생각에 대한 유의성이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빈곤이나 이혼과 같은 중대한 관계의 위기도 

자살행위에 있어 우울증과는 별개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울증상을 추가하여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성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자살생각에 대한 우울증상의 영향의 

크기를 크게 감소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통합성이 우울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는 일종의 완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lom et al., 

2010; Carstens et al., 1997; Matsuura et al., 2003; Sairenchi et al., 2011). 따라서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자살생각은 물론 우울증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통합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자살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노력이자 개입 방법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분석의 결과에서 사회적 

지지(지각된 사회지지와 사회 참여) 그리고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이 통합성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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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연구에서도 통합성 향상을 위한 일반적 저항자원으로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다. 일본의 한 연구는 통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비교하였고(Tsuno& Yamazaki, 2012), 영국의 

한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통합성 사이의 양의 연관성을 증명하였다(Wolff & Ratner, 

1999). 스웨덴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오는 사회적 

지지가 통합성 향상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Madeleine, 2011).  

국내의 자살 관련 최근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서 

분석한 연구가 많았다. 공혜선과 이명선(2012), 양남영과 문선영(2012), 윤숙희와 

김송순(2012)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을 낮춘다고 보고 하였고, 정일영(2013)과 

이인정(2011), 이금룡과 조은혜(2013), 서인균과 고민석(2011)은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위기의 사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낮춰 주는 역할로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살생각의 

연관성에 대해 보고하고 있긴 하지만, 어떠한 기전으로 이뤄지는 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족해 보였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개인은 삶이 의미 있고(meaningfulness), 직면한 사건을 잘 

관리할 수 있다(manageable)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직면한 삶의 스트레스적인 

사건을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strange & strang, 2001). 또한 다양한 

사회참여의 경험은 개인에게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끼게 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대처전략을 세우는 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과정에서는 성취감을 경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통합성의 하위개념인 의미부여와 관리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살 

생각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으로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전을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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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사회 집단의 참여가 통합성 향상에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나, 공식적 모임의 참여는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두 가지로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회참여를 하는 

집단 특히, 공식적 모임에 참여하는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참여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다. 동창회, 취미동호회, 

향우회 등의 비공식적·사적인 모임의 경우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서적 유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반면, 공식적 모임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 참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발성은 중요한 요소(Tsuno& Yamazaki, 2012)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참여 대상 집단의 성격과 참여 형태에 대한 더욱 섬세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적 저항자원은 일방적으로 주어지기 보다는 개인이 포함된 상황에 대한 

분석의 결과와 특정맥락에서 재규정할 수 있다(Lindström & Eriksson, 2005). 다음 

소개할 Tsuno(2012)의 연구는 같은 일반적 저항자원이라고 해도 개인을 둘러싼 

다른 환경에 의해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통합성과 정신건강의 연관성에 관한 분석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가 

통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일본의 도시와 시골 두 지역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지역의 개인주의적 성향의 정도의 차이가 사회적 지지가 통합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일반적 저항자원이 

같은 경우에도 개인의 문화적·사회경제적 상황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따라서 일반적 저항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개인의 상황과 지역, 사회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실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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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는 우선 이미 검증되어 국제적으로 통합성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Antonovsky의 통합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합성의 

대리지표로 사용한 질문 중 하위구성요소인 이해력에 관한 질문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도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성 측정 설문과 유사한 

내용의 문항들을 선별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통계적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보다 엄정한 연구는 물론 다른 나라와의 연구 

비교를 위해서는 차후에라도 Antonovsky가 개발하여 널리 통용되는 측정 도구를 

통한 통합력 측정이 절실하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는 자살을 대신해 자살 생각이라는 변수를 채택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살생각이 자살 시도나 완결된 자살의 형태로 반드시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 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살생각과 자살 시도 그리고 완결된 

자살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서로 일치한다는 연구결과 역시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결된 자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행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살생각은 여전히 완결된 자살의 유의한 선행요인이며 중요한 

예측지표(Beck et al., 1987)로서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한계는 사용한 연구자료가 횡단적 자료이므로 변수들간의 인과 관계를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통합성과 자살생각의 시간적 

선후관계는 물론 통합성과 사회적 지지, 물질적 자원의 인과관계를 단언하기 

어렵다. 추후 경시적 자료에 기초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 그리고 자살의 정신심리학적 영향 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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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을 통제하였음에도 통합성이 여전히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원으로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찾는 것만으로 자살을 줄일 수 있는 모든 

요인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살의 위험요인을 줄이는 것은 물론 

위험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정책적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건강생성이론은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의 

통합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이를 위해 사회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과 같은 일반적 

저항자원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이 이론은 자살을 줄이기 

위한 사회의 포괄적 접근의 유용한 이론적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살을 

일부 개인의 병리적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전반적인 삶의 질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성이 있다. 개인의 통합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스스로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 저항자원으로서 사회참여와 같은 사회적 지지와 경제적 안정이 

통합성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통합성이라는 

유용한 개념을 통해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자원이 자살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구체화하여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 것은 자살생각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다룬 

타 연구와의 차별적 의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자료와 척도 구성의 한계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의 내용을 구성하는 근거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통합성 향상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구체적 형태의 다양한 일반적 저항자원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자살행위를 감소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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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통합성을 향상시키는 일반적 저항자원의 개발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사회참여가 많고 지각된 사회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일 때 통합성의 향상을 가져왔다. 따라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적 저항자원이 풍부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지원을 

고려하는 것도 의미 있는 정책적 지원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거나 주민의 거점공간을 활성화시켜 

시민단체 등과 더불어 주민 스스로 마을 재생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향상시키고,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끼고 무기력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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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강생성이론에 근거한 유서분석 

 

제1절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앞선 연구에서는 완결된 자살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대신 자살 생각을 변수로 

채택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왜냐하면 자살 연구는 다른 인간행동에 관한 

연구와 다르게, 행동 주체인 연구 대상자를 직접 연구에 참여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살연구 역시 완결된 자살의 간접 지표로서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를 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가 

완결된 자살과 동일한 기전에 의해 작동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실제 자살 관련 

통계 양상에서 이들 사이의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자살 시도의 경우에 

증가율은 현재 안정되어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으며, 연령은 45세 이하가 

많다. 반면, 완결된 자살의 경우 특히, 남성에 있어서 자살률은 여전히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비율에 있어서 여성보다 남성이 높으며, 연령에 있어서도 45세 

이상이 전체 자살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013, 통계청). 따라서 

완결된 자살이 다른 자살 행동인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와 모두 같은 변인을 

공유하고 있다고 단정짓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직접 자살 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살 사망자를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나 설문조사와 같은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대체하는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 첫 번째 방법은,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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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이다. 이 방법은 자살사망자에 대해 수집된 포괄적인 후향적 정보를 가지고, 

자살의 원인에 대해 연구하는 방법이다(2009, 한국자살예방협회).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자살자 본인이 아닌 자살자 주변 즉, 제3자의 관점에 의한 정보만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살률이라는 양적 통계 지표를 활용해 자살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실제로 자살 연구들을 살펴 보면, 경제적 변동이나 이혼율 등의 변수와 

자살률 간에는 상당한 통계적 유의성이 보고된 바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자살자들이 자살을 앞둔 시점에 파산이나 파경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던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낱낱의 사건들만으로 한 사람의 

자살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히 바라보는 행동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모든 자살 행동에 상황적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살을 설명하는 전체 

복합적 구조의 일면에 불과하며, 집단적 통계 수치 안에 가려진 개인의 상황적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세 번째 방법은 자살 사망자의 유서를 분석하는 것이다. 유서 역시 자살 행위 

이전에 작성되었기는 하지만, 대부분 자살을 앞둔 시점에 작성되었고, 어떠한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 없이 실제 자살자의 주관적 상황인식과 감정 등 자살자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로는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 유서 분석의 목적은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자살을 결정하는 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등의 그들의 유일한 

내면을 읽을 수 있는 유서를 분석함으로써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통합성과 일반적 

저항자원의 개념으로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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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틀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12. 건강생성이론에 따른 유서분석 모형> 

 

제2절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와 연구 가설 

우선 유서를 통해 자살에 직면한 자살자가 처한 문제 상황의 구체적 양상이 

어떠하였는지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상황이 개인의 일반적 

저항자원의 수준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 보고, 다시 일반적 저항자원이 

자살자의 통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분석 첫 단계는 전체 자료에서 최종 분석자료가 될 수 있는 유서를 선별하는 

작업이다. 1차분석에서는 수집한 315건의 모든 유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인사말이나 사후 처리 혹은 당부와 같은 내용만 있는 유서는 최종 대상 자료에서 

제외했으며, 자살자의 자살을 앞둔 상황에서의 심리와 주관적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유서를 최종 분석자료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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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유서분석 연구 설계> 

 

1차 분석을 거쳐 선별된 유서는 이론적 주제분석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이론적 

주제분석은 다른 질적 방법과는 다르게 연역적 방식을 채택하는데, 분석에 앞서 

연구 가설을 세워 질적 자료를 통해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본격적인 

분석과정을 맵핑이라고 하는데, 검증하고자 하는 이론에 따른 코딩 프레임을 

구성한 후, 자료 분석으로 얻어진 개념들을 코딩 프레임에 상응시키는 과정이다. 

마지막 단계는 분석 결과에 따라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2. 분석자료(유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자료로는 자살자들이 죽기 전에 남긴 유서이다. 사용된 

유서는 박형민(2008)의 박사논문 “자살행위의 성찰성과 소통지향성-

1997~2006년”에서 사용한 자료로써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의 수사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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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되어있던 315건의 유서를 저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였다.  

유서는 다양한 형태로 작성이 될 수 있다. 때때로 후사처리를 위한 한 줄의 

글만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완결된 자살 행위를 앞두고 깊숙한 내면의 

이야기를 길게 적어 내려간 일기형식의 글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서는 그 

때의 심경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짧게 기술되어 있어 논리적 연결이 다소 부족한 

글도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유서 길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실제 자살을 

앞둔 자살자의 심리적 〮◌지각적 경험이 드러난 유서의 경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죽음을 목적에 두고 남긴 유서라고 내용 모두가 진실이라거나 객관적 

상황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연구의 주된 분석의 내용은 자신과 

직면한 상황을 자살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 

내용은 통합성을 측정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앞선 의문점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유서 연구에서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Rosenblatt(1985, Leenaar, 재인용, p39)는 망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사적인 

세계를 침범하는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통해 자살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어 다른 사람의 삶의 구할 수 있다면, 유서 연구는 세상에 남은 

우리 모두를 위해 유용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단, 유서의 공개에 있어 철저한 

신원의 노출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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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이론적 주제분석)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단계로 선별 작업을 통해 추출한 유서 자료를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는 자살을 앞둔 시점에서 주관적 상황인식과 감정들을 

유서 속 맥락에 근거해 자살자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이 

타당하였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는 자료로부터 명명된 개념으로부터 점점 더 

넓게 추상화 시켜나가는 상향식(bottom-up)의 귀납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근거이론 방법이다. 이 방법은 사회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간 

행위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상호 작용론에 철학적 배경을 두고 있으며,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어떤 현상에 대해 귀납적으로 이끌어진 하나의 이론을 

발전시키는 방법이다(Strauss & Corbin, 1990). 상호 작용론에 근거해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의 체계적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가 생각한 본 

연구의 철학적 배경과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제 자살자의 관점에서 건강생성이론이 자살 

과정을 좀 더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먼저 건강생성이론이라는 이론적 관심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유서라는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므로, 귀납적-상향식-이론화 전략인 근거이론적 방법론을 

그대로 차용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질적 연구방법 중 연역적-

하향식 방법을 채택하는 방법으로 이론적 주제분석(a theoretical thematic 

analysis)을 본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는 Braun과 Clarke(2006)에 의해 정식화되었는데, 

자료를 통해서 일정한 패턴(주제)를 규명하고, 주제의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주제분석은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정의와 방법에 있어 명확한 동의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에 있어서는 흔히 반복해서 나타나는 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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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분석하기 쉬운 자료를 통해 분석 할 경우를 주제분석이라고 한다(Braun& 

Clarke, 2006). 이와 같이 주제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형식적 제약이 부족한 

유연성에 있다. 주제 분석은 다시 귀납적(또는 상향식(bottom-up))방법과 

이론적(theoretical)(또는 연역적 또는 하향식 방식)방법으로 나뉜다. 

 

<표 4-10. 귀납적 주제 분석과 이론적 주제분석(Braun & Clarke, 2006)> 

귀납적 주제 분석 

(inductive thematic analysis) 

이론적 주제 분석 

(theoretical thematic analysis) 

“X의 사람들은 Y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설”X의 사람들은 Z를 y로 생각할 

것이다” 

코드는 자료에서 기인함 코드는 가설에서 기인함 

귀납적, 상향식 연역적, 하향식 

자료 그 자체(data-driven) 연구자의 이론적 관심(analyst-

driven) 

코딩 프레임 존재하지 않음 코딩프레임 존재함 

 

따라서 이론적 주제 분석은 연구자의 이론적 관심에 따라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연역적 방식으로 검증하는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합당하다고 보고 

채택하였다. 이 방법은 건강생성이론을 분석 대상이 유서 자료에 맵핑(mapping)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진다(Griffiths & Ryan& Foster, 2011). 맵핑이란 분석 전 

구축해 놓은 이론에 따른 코딩 프레임에 자료에서 코딩한 개념들을 상응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질적 자료를 분석하기 앞서 이론에 따른 코딩 프레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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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딩 프레임 구축 

코딩을 위한 주제어 즉, 코딩 프레임을 구성하기 위해 문헌고찰과 통합성 측정 

도구 SOC-29(Antonovsky, 1987)와 Griffiths et al(2011)의 “Antonovsky의 통합성 

이론에 대한 주제분석”에서 사용한 15가지 선행적 주제(a priori themes)를 

참고하였다. 코딩 프레임은 분석을 위해 사전 설계되었기 때문에 자료 분석이 끝난 

후 재검토 후 수정을 할 수 있다(Braun과 Clarke, 2006).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도 분석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수정작업을 통해 최종적인 

코딩 프레임을 완성하여 다시 분석을 완료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 4-11. 통합성 측정을 위한 설문내용(SOC-29)에 따른 코딩 프레임> 

통합성 
  Antonovsky(1987)에 의한 통합성 측정을 

위한 설문(SOC-29) 
  

항목 
 

설문문항 
코딩 

프레임 

이해력 

 당신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느낌을 갖습니까? 

상황에 

대한 이해 

 매일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 대부분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황에 

대한 이해 

 과거에 당신이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행동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까? 

상황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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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0 년 동안 당신의 삶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변화들로 가득 

찼다 

삶의 구조 

 자신이 친숙하지 않는 상황에 있고,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고 느낍니까? 

상황에 

대한 이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책이 없다 

해결책 

검토 

 미래에 나의 삶은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전혀 

모르는 변화들로 가득 찰 것이다 
삶의 구조 

 
혼돈스러운 느낌과 생각? 

상황에 

대한 이해 

 당신이 느끼고 싶지 않은 어떤 감정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상황에 

대한 이해 

 무엇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느낌이 

많다 

상황에 

대한 이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일반적으로 당신을 

그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 

평가했었다. 

상황에 

대한 이해 

관리력 

 과거에,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통해 

중요한 일을 해야 했을 때, 당연히 잘 진행이 

됐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거인식 

 당신이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당신을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감정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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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 받고 있다고 

느낍니까? 

감정적 

연결 

 
삶에서 고통을 극복할 해결책이 없다 

현실적 

해결책  

 과거에 일어났던 불쾌했던 것들에 잠식되는 

경향이 있다 
통제력 

 당신에게 좋은 기분을 주는 것들을 할 때 그 

기분을 망쳐버릴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통제력 

 미래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통제력 

 인생의 중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당신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통제력 

 당신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자주 갖습니까? 
통제력 

의미부여 

 당신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느낍니까? 
삶의 의미 

 삶은 늘 똑같다 삶의 의미 

 현재까지 나의 삶의 특정한 목표가 없다 삶의 의미 

 대부분 미래에 내가 하게 될 일은 지루할 

것이다 

미래 예측 

희망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묻곤 한다 삶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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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해야 하는 것들은 고통과 지루함의 

연속이다 
삶의 의미 

 미래에 사적인 생활은 아무런 목적과 의미가 

없을 것이다 

미래 예측 

희망 

    아무리 강한 성격의 사람일지라도 때때로 

어떤 상황에서 실패자처럼 느낍니다. 당신은 

과거에 얼마나 자주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는가? 

존재 가치 

 일상에서 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가? 삶의 의미 

 

1) 통합성 

건강생성이론의 핵심 개념인 통합성은 성공적인 대처를 위한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으로서 이해한다. 이러한 통합성은 개인의 처한 상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이해력, comprehensibility),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며(관리력, manageability),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는(의미부여, meaningfulness)과정으로 구성된다(Antonovsky, 

1979). 

(1)  이해력 

이해력은 인지적 요소로써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 내적•외적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구조화하고, 예측하며,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직면한 상황 

또는 사건의 인지적 질서나 윤곽들을 명료하게 하여 사건의 지속 정도나 

전개방향을 예측하고, 결과적으로 사건에 따른 다양한 현실적 검토를 할 수 있게 

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Antonovsky,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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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력에 관한 SOC-29의 문항을 참고하여 코딩프레임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① 상황에 대한 이해 ②해결책 검토로 구성하였다.  

(2) 관리력 

관리력은 도구적 요소로써 문제 해결을 위해 제기되는 요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용한 내적 〮◌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음을 느끼는 정도이다. 따라서 과거부터 

축적되어 온 성공의 경험이나 주변사람들에게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서 어떠한 문제도 당면한 문제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가능하다고 느끼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력에 대한 코딩 프레임은 ① 과거 인식 ② 통제력으로 구성하였다.  

(3)  의미부여 

의미 부여는 삶을 살아가는 동기적 요소로써 살아가는 동안 부여된 많은 

문제들과 요구들이 자신이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 정서적으로 느끼는 

범위이다(Antonovsky, 1987).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전제가 되는데, 특히 자살의 경우에 있어서는 삶의 의미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의미 부여에 대한 코딩 프레임은 ① 삶의 의미③ 미래 예측(희망)로 

구성하였다.  

2) 일반적 저항자원 

Antonovsky(1979)는 일반적 저항자원은 개인이 획득한 능력과 자원뿐 아니라 

직접적 〮◌간접적 환경인 개인이 속한 사회 전체의 물질적 〮◌ 비물질적 자원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였으며, 모든 가능한 일반적 저항자원의 

구체적 목록을 구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신이 인식한 스트레스원을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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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또한 이 스트레스원에 맞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 예를 들면 돈, 지식, 자기 존중감, 사회적 지지 등과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자원도 일반적 저항자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유서에 

드러난 자살과 연관된 다양한 자원에 대해 살펴 보았다.  

(ㄱ) 경제적 자원 

   사람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음식, 의류 그리고 숙소 같은 

재화들을 포함한 물리적 환경으로서 일반적으로 저축과 수입, 일정한 소득과 같은 

금전적 요인을 변수로 활용한다.  

(ㄴ) 신체적 자원   

Antonovsky(1979)에 따르면 건강은 추구해야 할 목표임과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육체적 질병이나 장애는 물론 정신적 

질환의 유무도 함께 포함된다. 또한 그는 긴장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ㄷ)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와 구체적인 전략으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질적인 관계가 빈약한 사람들 보다 더 긴장을 쉽게 해소한다(Anonovsky, 

1979). 사회적 지지는 타인이나 조직과의 연결감이나 정서적 지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ㄹ) 대처전략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질이 좋은 선택지와 대안이 존재해야 한다. 

직면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법에 대한 인식이 포함된다.  

(ㅁ)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은 중대한 대처 자원으로서 상황에 대한 통제력과 긴밀한 연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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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자신 스스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인식으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5. 분석과정  

1) 1차 분석 유서 선별 작업 

우선 확보한 315개 유서 중 최종 분석 자료가 될 유서를 선별하기 위해 1차 

내용 분석을 통한 유서 선별 작업을 실시하였다. 유서는 낙서, 쪽지, 일기장, 편지 

등 다양한 형태로 작성되었고, 단 한 줄부터 20페이지까지 그 길이도 다양하였다. 

유서에 함께 메모되어 있는 경찰 기록에는 성별, 나이, 자살 동기 등이 적혀져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치에 맞고 논리적으로 문장을 구성한 사람도 있지만, 맥락이 맞지 않거나 

내용의 흐름이 부자연스러운 경우도 많았다. 형식은 일기나 편지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더러는 선언문이나 시의 형식으로 작성한 사람도 있었다. 

특정인에게 남겨진 메시지는 사랑이나 용서를 비는 작별인사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유감의 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몇 개의 유서는 원망을 표시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로 쓰여진 것도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 유서를 선별하기 위한 1차 유서 분석은 문장 단위로 내용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였다. 유서의 내용을 크게 분석하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등의 용서를 구하거나 행복을 비는 비교적 형식적인 

작별 인사나 유감으로 이루어진 부분, 그리고 사후 시신이나 재산 처리 등의 

당부가 있는 부분, 나머지는 자살을 앞둔 자신의 상황과 자아에 대한 인식과 

감정이 담겨 있는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94 

 

<표 4-12. 1차 유서 분석 결과> 

구성내용 개수(전체 315) % 

‘미안’, ‘용서’등의 유감스러움 202 64.1 

‘감사’,‘사랑’,’축복’의 작별인사 97 31.7 

사후 처리 사항 지시 129 42.2 

자아와 상황에 대한 인식과 

감정 

155 49.2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는 작별 인사 그리고 시체나 재산 처리와 같은 

사후 처리에 관한 당부의 내용만 구성되었던 유서는 전체 유서 중 144개(46%)이고, 

정신장애(환각, 정신지체 등)가 원인으로 독해가 불가능한 유서가 6개(2%) 있었다. 

자살을 앞둔 상황에 대한 인식 이나 감정 상태가 표현된 유서는 154개(49.2%)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통합성과 일반적 저항자원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154개의 

유서가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가 되었다.  

2) 2차 유서 분석 결과 

앞서 1차 유서 분석작업을 통해 선별된 154개의 유서가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주제 분석의 자료 코딩 과정은 다른 질적 연구의 코딩과정과 유사하다(Braun & 

Clarke, 2006). 이 과정에서 이론적 관심에 따라 숨겨진 의미의 패턴을 찾아 내는 

것이다.  우선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장문의 자료들을 개개의 분석단위로 잘라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이 코딩 과정인데, 이 과정 동안 충분히 자료와 

친숙해지기 위해 대상 유서 모두를 수 차례 반복해서 정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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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과정은 초기 코드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내포된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구문, 문장, 문단 별로 신중하게 여러 차례 읽은 이후, 의미를 대표할 수 

있는 코드들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코드들은 앞서 구성한 코딩 프레임의 

범주에 따라 매칭시켜 귀속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유서 분석을 하는 과정은 다른 질적 연구에서와 

비교해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코딩작업에서 드러난 문제인데, 맥락을 통해 이해하려 해도 명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모호한 표현이 있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오독을 하지 않기 위해 범주화 

작업에서 제외시켰다. 또 다른 문제는 중첩된 의미가 있는 구절의 범주화에 관한 

것이다. 한 개의 표현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 개의 범주에 걸쳐 있는 경우 

맥락을 통해 더 직접적이고 우선적인 범주로 귀속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범주화 작업에 필수적인 요소인 배타성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터뷰 방법과 같은 일반적인 질적 연구에서는 사후 검토와 

재확인의 과정을 거쳐 해결할 수 있지만, 본 유서 연구의 특성상 표현의 의미를 

재확인하거나 분명히 하는 사후 과정을 거칠 수 없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태생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1차적 목적은 유서 내용의 숨겨진 의도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기 보다는, 자살을 앞둔 자살자의 내면에 통합성을 맵핑하여 자살 문제의 접근 

방식에 건강생성이론을 적용하는 데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의도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하고, 추출한 범주들의 특성을 잘 나타내기 위해, 일부이긴 

하지만 해당 범주의 유서의 내용을 범주에 따라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차를 두고 다시 처음부터 코딩하는 작업을 반복 

시행하였다. 재 작업 후 앞선 서브주제들과 범주들을 맞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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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시간을 두고 다시 코딩하고 맞추어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앞선 코딩과 주제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 시행하였다.  

이후 개념들 간의 지속적 비교 방법을 통해 유사성과 상이성에 따라 분류와 

통합의 과정을 진행했다. 주제는 유서에 드러나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의미의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개념을 사용하였다. 다음 단계는 이런 

과정으로 구성된 주제들은 적합한 코딩프레임에 상응시키는 과정으로 의료윤리학 

박사 1인이 이 작업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 결과를 

완성시켰다. 앞서 설명했듯이 질적 내용분석 절차를 따름과 동시에 도출된 주제어, 

범주들과 실제 자료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제에 따라 유서 본문에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료 획득부터 범주화 작업까지 전체 자료 코딩 작업은 2014년 3월에서 2015년 

3월까지 이루어 졌고, 코딩 작업은 NVIVO 8를 활용하여 시행하였다. 

 

제3절 연구결과 

 

자살자의 자살을 앞둔 주관적 상황인식과 감정에 관한 주제들은 거의 대부분은 

구축해 놓은 통합성의 코딩 프레임으로 상응이 가능하였다. 건강생성이론은 대처와 

적응에 관한 보편적 특징을 가진 이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  

<표 4-10>은 유서에 드러난 구절들을 코드화하여 추상화하여 서브 주제로 

나타내었고, 이는 다시 건강생성이론에 의해 구성된 주제들에 상응시켰다. 해당 

주제들이 전체 유서에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보기 위해 해당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유서의 비율을 함께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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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유서분석 결과(개수, 전체 유서에서의 비율%)> 

코드 
서브 

주제(themes) 
주제 

건강생성이

론개념 

사업실패/돈을 날림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자원(84, 55%) 

일반적  

저항자원 

빚이 많음 

통증이 있는 질병 육체적/정신적  

질병 
건강/질병(38, 

25%) 
우울증, 불면증 등의 정신적 

괴로움 

외로움/고독함/쓸쓸함 

고립감/단절감 

사회적 지지 

(119, 77%) 

이 상황에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음 

이별/배신 
중요한 관계의 

파탄 
가족들의 냉대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 괴로움 

빚/부채 해결어려움 구체적 해결방법 

없음 대처전략(77, 

50%) 

방법을 모르겠음 

통증을 해결할 수 없음 당면한 문제 

해결의 어려움 경제적 문제 감당이 안됨 

가족/사회에 짐임 
짐의식 자아 

존중감(91, 

60%) 

주변 사람을 힘들게만 함 

나는 살 이유/가치가 없음 
자기혐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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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자 

현실을 믿을 수 없음 

직면한 상황에 

압도됨(34) 

상황에 대한 

이해(98,66%)  

이해력 

통

합

성 

뭐가 잘못된건지 이해가 안됨 

늪에 빠져들수록 헤어나올 수 

없음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음 세상에 대한  

원망(22) 세상이 원망스럽고 싫음 

현 상황이 

힘듦/고통스러움/괴로움 심리적 고통(48) 

사는 것 자체가 고달프고 지침 

나의 길(죽음, 자살)정해져 있음 

자살만이 해결책 

(25) 해결책 

검토(35, 16%) 

생각은 오직 죽음(자살)밖에 

없음 

현재로선 자살이 가장 좋은 

방법임 

한 발자국도 움직일수 없음 해결책이 

없음(10) 어쩔 수 없는 일 

지난 세월은 악몽/좌절뿐 
불행한  

과거인식(21) 

 

 

과거 인식(48, 

31%)  

관리력 

어린시절 불행(가족) 

행복한 순간 없었음 

하지 못한 게 후회됨 지난 인생에  

대한 후회(10) 과거로 돌아가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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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살아왔음 

운이 없음 

불운함(22) 
통제력(31, 

20%)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뜻대로 

안됨 

돈은 나에게 오지 않음 

내 팔자(자살)가 이러함 

귀찮음/ 의욕없음 
의욕없음(10) 

피곤함/잠만 자고싶음 

모든 일이 무의미함 

무의미한 삶(23) 
삶의 의미(63, 

41%) 의미부

여 

삶이 지겹고/공허하고/기쁨이 

없음 

앞으로의 시간이 자신없음 
희망없음(20) 

미래예측(20, 

13%) 상황은 악화될 것임 

 

1. 자살자가 직면한 문제 상황과 일반적 저항자원 

분석 대상 유서의 대부분은 자살자가 자살을 앞둔 시점의 문제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자살자가 직면한 문제 상황은 단일한 요인보다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통합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저항자원은 그 수준이 

저하되었을 때 위기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그것의 심각한 

결핍은 그 자체로 위기 상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파산이나 부채,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나 의지하고 있던 사람과의 결별이나 관계파탄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살자가 직면한 문제 상황은 경제적, 신체적, 관계적,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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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아 결합되어 이뤄진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상황이라는 점이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빌려 쓴 사채업자한테 전화가 자꾸 오는구나/ 가족들한테 빚지고 

애인한테 빚지고 직장에서 빚지고/ 정말 누가 생각해도 나라는 사람은 

이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인거 같다” -32세/남 

 

가혹한 빚 독촉으로 인한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관계의 단절과 고립을 

야기하게 된다. 결국 주변사람에게 고통을 준 자신에 대해 격한 혐오로 이어지며 

자기 존중감은 극히 저하된다. 다음의 사례는 도박으로 인해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는데, 도덕적 자책감을 더해 더욱 자신에 대한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난 것이 사람이 아니다/ 금수 만도 못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러 사람 고생만 시키고 죄를 많이 지은 놈이다/ 그러나 

자식들을 잘두어 팔십 다 되도록 살아 왔다/ 지금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금년 보름에 세토(노름) 한다고 하다가 만원. 이만원. 삼만원 큰 돈을 

잃었다/이제는 죽기로 작정을 하였다” – 74세/남 

우선 자살자가 문제 상황에서 인식한 위기는 경제적 위기, 신체적 위기, 관계적 

위기, 심리적 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일반적 저항자원의 수준과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위기이며, 경제적 자원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다. 유서에 

기술된 경제적 문제의 내용으로는 사업 실패로 인한 파산이나 카드 사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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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통한 빚 그리고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생활고, 실직으로 인한 

생활 불안정, 빚 보증이나 사기를 당한 경우, 도박이나 주식투자 실패로 재산을 

탕진한 경우, 병원비나 학비 등이 부족한 경우들이 포함되었다. 경제적 문제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경찰 메모나 유서내용의 직면한 상황을 통해 

유추가 가능한 사례 24개까지 포함하면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문제상황이 있는 

유서의 비율은 55%(84개)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신체적 위기이며, 신체적 자원의 결핍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고통을 모두 포함시킨 결과 사례는 38개 전체 분석 유서의 25%를 

차지하였다. 이 중 지병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질병에 새롭게 이환된 

경우, 지병으로 인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한 경우, 장애로 인한 문제, 그리고 

말기 암과 같은 시한부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관계의 위기이며, 사회적 지지의 결핍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감정적 

연결의 단절 그리고 중요한 관계의 파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119개의 유서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는 대상 유서 중 77%에 가까운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가족이나 애인 등 중요한 관계의 파탄과 

같은 이별이나 배신의 사건이 존재한 경우와 학교나 직장에서의 부적응이나 따돌림, 

갈등 그리고 외로움과 고립감 등의 막연한 감정적 단절감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있었다. 

네 번째는 심리적 위기이다. 심리적 위기는 정신적 질환이나 약물 중독과 같은 

일차적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앞선 경제적 위기와 신체적 위기 

그리고 관계적 위기의 결과로서 나타나는데, 우울, 불안, 외로움, 압박감, 죄책감, 

절망, 무기력함 등이 심리적 고통이 구체적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앞선 위기들과 구별하여 살펴 보기 위해 짐의식이나 자기 혐오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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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존중감이 현격히 떨어졌을 때를 심리적 위기로 규정하였다. 91개의 유서에서 

이러한 내용이 드러났으며, 이는 대상 유서의 60%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많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위기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대처전략의 부재를 설명할 수 있다. 

직면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모르거나 없다고 표현한 유서는 

31개 유서로 집계됐는데, 전체 대상 유서 중 20%이다. 그러나 자살의 대부분은 

당면한 위기 상황 혹은 인식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해결책을 찾지 

못함으로써 기존의 당면한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자살이 문제해결을 위한 선택이라고 본다면 대부분의 자살자에게는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이 부재한 상태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자살자의 통합성 수준 

본 연구의 가설에 따라 유서분석 결과를 통해 자살자의 통합성 수준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특성상 통합성 수준의 정도를 수치화하여 보여 주거나, 

대조군을 설정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취할 수 없다. 해당 코딩 프레임에 상응하는 

유서에 드러난 표현의 내용(정도)을 토대로 통합성의 수준을 추론할 수 있다. 

통합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이해력, 관리력, 의미부여 수준이 극히 저하된 상태로 

해석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1) 이해력 

이해력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를 인지하고 현실적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능력이다. 코딩 프레임은 상황에 대한 이해, 삶의 구조, 해결책 

검토로 구성하고 이에 맞는 개념들을 상응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삶의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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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성이 높아 개념을 바로 상응시키기 어려워 결과에서 제외되었다.  

유서에 드러난 내용으로 자살자들은 직면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있고, 더 나아가 문제 상황에 압도되어 심리적 고통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살 외에 

해결책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이해력 수준이 극히 저하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구체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낮은 수준의 의식상태에 

들어서면 대안을 보는 능력이 훼손되기 하기 때문이다(Shneidman, 1996). 

(1) 상황에 대한 이해(n=40) 

대부분의 유서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드러나 있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부정적 위기 의식이 보이며, 이 상황에 압도되어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보였으며, 세상이나 외부에 대한 원망도 드러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심리적 고통을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직면한 상황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n=34)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꿈 일거라 여겨도 깨어나질 못한다/ 현실인가 

보다 내가 **를 떠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내 가계 주위 아는 

사람들이 이방인 같고 눈빛이 다른 것 같아 아니 모두가 다 세상이 다 

변한 것 같다” – 나이 모름/남 

“뭐가 잘못된 걸까? 전부 잘못된 걸까?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 

28세/남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어떻게 하리오. 이것이 

인간 세상의 지옥이란 말인가?” - 37세/ 남 

“점점 수렁으로 빠져드는 이 기분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 20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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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상에 대한 원망(n=22) 

세상과 타인에 대한 비난이 합당한지에 대한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원망과 

억울함의 감정은 상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이해 프레임에 포함 

시켰다.  

“나이가 들어 갈수록 인간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아주 가까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변해간다는 건 더 무섭다.” – 48세/여 

“아! **의료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난다 그리고 원통하고 

억울하다/ 앞으로 모든 환자들에게 거짓없이 그리고 정성을 다 해 주시길 

바란다” – 65세 이상/남 

“우리가 보중금이 남아 있지요. 보증금이 남아 있는데 왜 그렇게 

재촉하세요/ 당신은 죽을 때 돈 가지고 무덤에 갈꺼에요/ 너무하지 마세요. 

서민들 생각도 좀 해주세요” – 40~50대/ 남 

“이 나라가 싫고 이 세상이싫습니다/ 이성애자 기피증도 넌덜머리 

나구요/ 강자도 약자도 없는 그런 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나이 모름/남 

“돈에 속고 돈에 우는 세상/ 없으면 죽고 있으면 사는 세상” -45세/남 

“학교 애들이 싫어요” – 16세/녀 

“세상에 태어나 좀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세상이 나를 버리는 

구려”- 나이 모름/남 

다. 심리적 고통(n=48) 

앞서 언급했듯이 심리적 고통은 자살을 앞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상태이다 

(shneidman, 1996). 심리적 고통과 상황에 대한 이해는 상호작용을 하며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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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시키는데,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기 힘들수록 심리적 고통은 심해지고, 심리적 

고통이 심할수록 직면한 상황에 대해 압도되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기 힘들게 

된다.  

“**(애인)는 아파트도 있는데 나는 빚쟁이야. 집으로 오면 마음을 

달래수가 없습니다”- 30대/ 남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너무 힘이 들었어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 눈으로 보고 실망하는 것 너무 참기 어려웠습니다”- 30대/여 

 “이 세상은 나 같은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인 것 만은 

사실인 것 같아 

왜 이렇게 이겨내기가 힘이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 - 26세/여 

“세상은 나를 미워하며 하늘은 나를 오라하며 나는 어찌하여 세상을 

이토록 힘들게 사는가? 나에 마음만 추스르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일텐데”- 32세/여 

“이제 사람들이 무섭다. 밖은 나가면 너무 어색하고 힘들다. 힘이 들어 

견딜 수 없다” – 27세/남 

(2) 해결책 검토 (n=13) 

‘자살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음’으로 코딩된 주제이다. 자살자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이 크면 클수록 상황에 압도되기 쉬운데, 이럴 경우 사고가 

위축되어 현실적 검토가 어렵고, 변화가 예상되는 미래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호소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살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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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살만이 해결책 

 “정해진 죽음 앞에 난 의욕이나 희망을 가져서는 안되었다” – 30대/여 

 “아무리 발버둥쳐도 옛일을 어쩔 수 없고 죽어라 뛰어도 난 제자리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인가” – 27세/남 

 “죽일 놈. 죽은 놈. 용서가 안되지. 욕심 버리고 작고 알차게 살기 위해 

다시 태어날게./모두 해결하고 가야 하는데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 - 

43세/남 

나. 해결책 없음(n=10) 

“아!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가는지 나조차 알 수 가 없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 그러나 되돌릴 수 없음을 나 역시 잘 알고 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뿐(자살)” -– 나이 모름/ 남 

2) 관리력 

 관리력은 직면한 문제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느끼는 정도이다. 

과거의 성공의 경험은 현재의 관리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과거 경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현재의 관리력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한다(Antonovsky, 1987). 

또한 가까운 사람과의 감정적 연결의 단절과 상황에 대한 통제력 상실은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부정적 과거 

인식’, ‘통제력 상실’은 관리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1) 과거 인식(n=28) 

부정적 과거 인식의 코드는 전체 유서 중 28개에 포함되어 있었다. ‘불행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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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지난 인생에 대한 후회’가 이 범주에 포함되었다. 

 

가. 부정적 과거 인식(n=21)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부정적 기억이나 현재 시점에서 돌이켜 본 지난 

날에 대한 부정적 규정이 이에 해당하였다.  

“어려서부터 내가 사랑받는 걸 느껴본 적 없었다” – 30세/남 

“사회 생활하면서부터 지금껏 맘 편한 날이 없네요” -32세/여 

“33년 인생을 살아 오면서 한번도 떳떳하게 살아보지 못한 것 같아” – 

32세/남 

 

나. 지난 일에 대한 후회(n=10) 

과거 잘못했던 일과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 이세상에 내어나 아무 가치 없이 

살면서 가족들에게 못할 짓 많이도 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너무나 잘못 

살았습니다” -51세/남 

“나는 이렇게 밖에 살수 없었나 후회도 됩니다” 36세/여 

“너무나도 어린나이에 결혼하여 아무것도 모르던 철부지였던 나를 

이렇게 독하고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었나요. 나는 이렇게 밖에 살수 

없었나 후회도 됩니다.” – 36세/여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 갈수만 있다면 죽어도 아니 내 목숨을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20년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요” – 27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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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난다고 세상 아무러케 사는게 아니구나” – 51세/남 

 

(2) 통제력 (n=114, 74%) 

현재 직면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은 실제 문제 해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통제력을 잃었다는 느낌은 실질적 문제해결에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통제력의 상실감은 직면한 상황이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뿐 아니라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바람대로 움직여 주지 않을 때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불운함’과 ‘상황을 감당하기 힘듦’ 그리고 ‘의지하고 있던 사람에 

대한 실망감’을 추상화하여 통제력 상실감이라는 상위범주로 묶을 수 있다.  

 

가. 불운함(n=22)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별개로 주위 환경이나 상황이 전개되어 현재의 처지가 

되었다는 인식이 포함되었다.   

 

“회사가 어려워지고 점점 수렁으로 빠질때 당신이 노심초사 

근심걱정으로 나날을 보낼때 무척 미안했오/ 모든 일들이 잘 될 듯 

풀려가다 마지막에 나에게 되돌아 오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허탈했고 

나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가는듯했다” – 나이 모름/남 

“인생이 무엇인지 나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살려고 노력도 

해보았건만 나에겐 주어진 복이 없네” – 나이 모름/여 

“나는 이렇게 살려고 했던게 아니여서/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꿈은 그저 꿈일 뿐이에요” – 23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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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돈은 나에게 오지 않는구려” – 

나이 모름/남 

 

나. 의욕 없음(n=11, 7%) 

“속이 답답하고 식은 땀이 납니다. 세상사는 게 의욕이 없어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억지로는 안되는 모양입니다” –모름 

 

다. 당면한 문제 해결의 어려움(n=53, 34%) 

현재 자신이 인식한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이나 이별, 파산 등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다. 

“그 동안 중병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괴롭고 힘겨워 찾아가는 길이니 원망 말고 

힘내구려” -65세/남 

 “만약 제 선택이… 한 남자를 선택한 대가가 이 정도라면 그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몇 번이고 생각하고 몇 번이고 빌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좌절뿐이었어요/ 일찍이 파악하고 모든 걸 끝냈어야 했는데/ 

늪에 빠져들수록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 25세/녀 

“나로서는 견디기 힘든 날을 보내고 있지/ 나도 노력 하려 하였지만 잘 

되지 않아/ 

모든 것이 다 싫어 졌어/ 생각 끝에 아버지 곁으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 나이 모름/남 

“자식 앞에서 폭행과 아내의 가진 구박에 나에 갈길 없구나/ 모진게 

목숨인가 조금 연장 시켜볼까 가진 노력을 해보았지만/ 더 이상 견딜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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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이만 자폭을 결심하였다” – 61세/남 

 

3) 의미 부여 

 삶에 대한 의미 부여는 자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충만한 삶의 의미와 자신의 존재 가치는 삶을 살아가는 동기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의 의미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거나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 없음에 대한 표현은 의미 부여 수준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1) 살아갈 이유 없음(n=63, 41%) 

현재 삶에 대한 자살자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무의미한 삶’, 

‘자신의 존재가치 없음’과 ‘희망 없음’은 범주가 묶여 ‘살아갈 이유 없음’으로 

범주화되었다.  

 

가. 무의미한 삶(n=23) 

“삶이 공허하고 현실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어 삶의 끈을 놓으려고 

합니다/ 삶이라는 무거운 짐을 놓고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더 이상 

무의미한 삶을 이어가기는 자신이 없습니다” – 21세/남 

“저두 몸이 나아서 일도 하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합니다/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세월만 죽이고 있는 게 너무 

저도 속이 상하네요/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삶이 의욕도 없이 더 

이상 부모님 비롯해서 형제에게 나로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 

나이 모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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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려고 했습니다/ 사는게 재미없어서” – 20대 녀 

“삶에 아무 낙이 없다면서요/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살아갈 가치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 16세 여 

“나는 무엇을 해도 무의미하다고 하는 체념을 이미 오래전 부터 마음 

속에 ” -20~30대/남 

“그냥 흘러 내리는 눈물은 그치지를 않더군/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 

지갑에 만 육천원/이제야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더라” – 

39세/여 

“미련도 후회도 많은데/ 아니 너에게 주위사람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많은데/ 정작 나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도 

미련이 없다” -26세/여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몰라서/ 나는 이렇게 살려고 했던게 

아니여서/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꿈은 그저 꿈일 뿐이에요” 

-23세/여 

 

나. 희망 없음(n=20) 

현재 상황에서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을 희망 없음으로 

코딩하였다.  

 “이대로 죽기엔 15년 밖에 못한 내 인생이 너무 아깝지만 계속 

이렇게 사는 것보단 나을 것 같다/ 이대로라면 남은 8년이 정말 자신이 

없다” -16세 녀 

“**이 시집 보내 놓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힘들다고 

떠나지만 엄마에게 유일한 희망이 나이겠지만 내 인생은 아니 나의 



112 

 

희망은 **이었어요” – 29세 남 

“아무리 애써봐도 내겐 고통뿐이었어/ 무엇보다 힘든 건 너를 믿지 

못하는 내 자신과 나아질 기미가 없는 우울증” – 24세 여 

 

3. 통합성과 일반적 저항자원의 연관성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자살자가 직면한 문제 상황은 다음의 제시된 일반적 

저항자원이 결합되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다. 

 

 

<그림4-14. 유서분석에서 드러난 일반적 저항자원과 통합성의 연관성> 

 

이러한 일반적 저항자원의 결핍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황은 통합성의 

저하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 우선 신체적 자원의 결핍이 통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113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사례 1) “사랑하는 우리애들/전부가 다 미안하구나/이 길밖에 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앞으로 만구풍산 좋은 것은 뻔하고 망하면 나 혼자 망해야지 온 식구가 당할 

수 없다” –노인/남 

(사례 2) “(교통사고 후) 더 이상 호전되지도 않고 통증만 가중될 뿐이다. 내가 

가족에게 폐가 되고，사회에도 폐가 되고, 국가에도 아무 도움이 안되면, 하루빨리 

생사를 결정해야 된다는 나의 소신. 이것이 나의 철학이다” -  74세/남 

 

위에 언급된 사례는 신체적 위기를 드러난 문제상황의 발단으로 볼 수 있다.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문제 상황은 주로 노인 계층에서 발견되었으며, 만성질환과 

같은 지병이나 암과 같은 중한 질병 등이 문제가 되었다. 장기간의 병치레와 

지병의 악화는 심한 통증으로 인한 직접적인 고통뿐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이나 

병원비와 같은 이차적 문제들을 일으킨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은 당사자에게 

무력감을 느끼게 하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관리력의 수준을 극도로 

저하시킨다. 그리고 주변 가족에게 자신의 돌봄이나 경제적 부담을 전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까운 사람이나 집단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자기 혐오’나 ‘짐의식’ 등의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양산하고 결과적으로 삶의 의미를 현격히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통합성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서는 자살 외에 해결책이 없다고 믿게 된다. 

정리하면, 발병으로 인한 신체적 자원의 결핍 à 병원비와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자원의 결핍 à 병간호, 병원비 등 가족 돌봄 필요에 의한 

가족의 부담 à 짐 의식 등의 자아 존중감 저하 à 상황에 대한 긍정적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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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무망감 à통합성 저하 à 자살 행위로 이어 진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문제상황에서는 대부분 가까운 사람에게 짐의식을 갖는 경우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사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촉발된 문제상황이다.  

 

(사례 3) “악마 같은 놈, 교만하기만 한 나쁜 놈…./너무 괴로워 나를 빨리 버리는 

것만이 연관된 사람들의 최선…./아무것도 쉽게는 안 될 것같고 은행 융자가 너무 

어렵게 할 것 같고 나로 인해 연결된 모든 사람이 망가져 버릴 것 같아. 자살만이 

해결책이다” -43세/남. 

(사례 4) “내가 빌려 쓴 사채업자한테 전화가 자꾸 오는구나/ 가족들한테 빚지고 

애인한테 빚지고 직장에서 빚지고/ 정말 누가 생각해도 나라는 사람은 이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인거 같다” -32세/남 

(사례 5) “나는 세상에 태어난 것이 사람이 아니다/ 금수 만도 못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러 사람 고생만 시키고 죄를 많이 지은 놈이다/ 그러나 자식들을 

잘두어 팔십 다 되도록 살아 왔다/ 지금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금년 보름에 

세토(노름) 한다고 하다가 만원. 이만원. 삼만원 큰 돈을 잃었다/이제는 죽기로 

작정을 하였다” – 74세/남 

 

위의 세 사례 모두 대출, 사채, 파산 등의 중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자가 직면한 상황에 압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자살자는 이런 모든 실패의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덕적 자책감은 자기 혐오와 자기 부정과 

같은 자아 존중감이 극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이끄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3, 

4의 경우는 부채 독촉으로 인해 가족과의 생활은 물론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사회적 고립에 처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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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더욱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으며, 경제적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죽음만이 부채탕감과 같은 

문제 해결을 가져 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일종의 전략으로서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리하면, 경제적 위기 à 자기 혐오 + 사회적 

고립 à 현실적 해결책 없음, 통제력 상실, 무망감 à통합성 저하à 자살 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앞선 신체적 위기나 경제적 위기로 촉발된 문제는 대부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지지그룹이 부재해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상황일 때 문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관계의 파탄은 그 

자체로 문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사례 6) “이세상엔 저하나 뿐입니다/ 너무 외로웠고 외로울 때 전 저의사랑 

혜진이를 만나 살아왔는데, 저에 부주의한 꽉막힌 생각으로 혜진이를 잃은 

것입니다. 저 세상에 태어나 나쁘게만 살았고 마지막으로 착한 일(장기 기증) 한번 

하고 싶습니다” – 21세/남 

 

(사례 7) “27년간 긴 세월 가정만을 위해서 충실하게 생활을 했건만 오직 

가족만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건만 이제는 그것이 허사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병원을 한번 아파도 쾌유를 비는 마음으로 찾아 준적이 있는지 묻고 

싶구나 진정한 쾌유를 빈다면 입원중 걱정스런 마음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인 

도리인데 병원 입원 후 한번두 방문한적이 없어/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 하지만 

마음 보다 중요한 것이 또 있겠느냐 – 61세/남 

 

(사례 6)과 같이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이별이나 이혼, 사별 등의 애정문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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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행위의 촉발 사건이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다. 사례 6은 고아이며 장애인, 

특정한 직업 없음이라는 경찰메모가 있었는데, 그의 유서와 함께 유추해 보면 

자신의 떠나간 연인 외에는 사회적 고립에 가까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부정적인 자기 평가는 자아 존중감이 낮아져 있음을 알 수 있고, 과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떠나간 연인에 대한 통제력 상실 등은 현재 상황에 대한 관리력이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7)의 경우 주로 가족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질병과 병원비와 같은 다른 자원의 문제들이 

결합되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에서 가족과의 유대감 

상실은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드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이별이나 갈등과 같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문제 à 자아 존중감 저하 à 삶의 

의미 상실 à통합성 저하 à 자살 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선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자아 존중감의 저하와 같은 내적 자원의 결핍은 

다른 경제적, 관계적, 신체적 위기들과 상호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이러한 중대한 문제 상황에서 삶의 의미를 잃는다면 긍정적인 해결을 위해 대처 

전략을 찾는 노력을 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제4절 논의 

건강생성이론은 유사한 문제 상황이라도 개인마다 문제 해결과정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집중하였다. 비슷한 위기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지 않고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기도 하는데, 이중 

극단적인 형태가 자살일 수 있다. 이렇듯 건강생성이론은 특정 스트레스나 특정 

반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보편적 스트레스 반응에 적용 가능한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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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는 자살을 일종의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가정하에 유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통해 자살자들은 대부분 문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자원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다양한 자원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수한 스트레스 반응인 자살을 유서를 통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들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남에게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느낌의 짐의식에 관한 것이다. 전체 

유서 중 34개의 유서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직접적 

표현으로서의 ‘짐(폐, 부담, 고생)이 되기 싫다’는 물론 ‘내가 죽어야 해결된다’, 

‘피해주기 싫다’등의 표현에서 ‘짐의식’을 드러냈다고 파악했다. 자신을 짐이라고 

생각하는 원인 중에는 질병이나 장애에서 비롯된 내용이 21개로 가장 많았다. 질병 

자체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대부분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경제력 상실과 병원비 

부담, 자신을 돌봐야 할 가족이 지게 될 부담 등 질병으로 생기는 이차적 상황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파산이나 부채 등으로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나 실직으로 가족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짐의식을 표현한 유서는 

9개가 있었다. 나머지 4개의 유서에서는 다른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가까운 

사람과의 정서적 괴리감으로 인해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이 짐스럽게 느껴진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자신이 가까운 사람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은 내면화된 주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생겨나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인식하게 될 때 생겨나게 된다(2010, 하정미& 

설연욱 &좌문경). 정리하면 문제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성찰의 부정적 결과가 

사회적 관계에 반영된 자의식이 짐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직이나 중대한 질병, 

파산, 빈곤 등의 문제상황에서 느끼는 심리적 고통과 압박감은 중요한 관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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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나 고립감으로 인해 더 가중된다. 여기에 이러한 스스로에 대한 침잠을 

제어하고, ‘우울’ 로부터 위로해줄 지지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오히려 관계에서 

소원해 지면 짐의식은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면한 문제의 모든 원인과 

해결을 자신 안에서만 찾으려 하고, 그 결과 자기 책망과 자괴감은 가중된다. 

개인이 처하는 위기의 빈도와 강도는 바로 그 개인이 속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 역시 개인의 사회적 조건 즉, 자원의 질과 양에 따라 

가능의 여부가 달라진다. 그러나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만 시선을 맞추고 있는 탓에 

가차없는 자기비판을 거쳐 ‘무능력’과 ‘가치없음’을 내면화한다. 이러한 상황에 

매몰된 개인은 내적요인으로나 외적요인으로나 스스로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외부(사회)에서의 적절한 자원의 제공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살 문제에 대한 건강생성이론의 적용은 실질적 의의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건강생성이론은 스트레스에 직면한 개인의 대처 능력인 

통합성에 주목하며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저항 자원을 개인수준과 개인간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 수준으로 확장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상황은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조건이 결합되어 만들어 지기 때문에 

해결책 역시 여러 수준에 따라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언급된 유서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빚 독촉은 자살의 

직접적 원인으로 자주 언급이 되었는데, 많은 자살자들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빚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함께 가혹하고 폭력적인 빚 독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중 빚을 독촉 받는 상황을 뜯어 보면,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상황의 해결을 위한 개입은 개인, 지역사회, 정부 등 여러 수준으로 나눠 살펴 볼 

수 있다. 위험요인으로 지목된 빚에 대해서 개인 수준에서는 보호요인으로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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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이나 긴급자금지원과 물질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무 연체자 대부분은 경제활동의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위한 재활을 돕는 과정도 향상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산관리 등의 합리적 경제활동을 위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것은 물론 위축된 자존감 회복은 물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뤄질 수 없는데, 

지역사회에서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존재해야 하며, 경제적 위기에 도움에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게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대출 이율 상한, 추심에 관한 원칙, 대출홍보의 

노출제한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포함한 정책적 접근을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이 하나의 문제로 인해 연쇄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상황으로 

악화되는 길을 차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을 포함한 지역사회, 정부 등은 

다양한 보호 요인을 비롯한 향상요인들을 일상에서부터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일상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기반을 

면밀히 살피는 작업에서 출발할 것이다.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면 직면한 위기에 

삶이 흔들려도 다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죽음에의 의지를 

앞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게 하고, 자신의 삶에 

통제력을 갖게 하며,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믿게 하는지에 대한 답은 자신이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내적 〮◌구조적 〮◌관계적 자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자원들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자살행위를 줄이기 위한 개인의 통합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저항자원 

중 사회적 지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다. Joiner(2008) 역시 자살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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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의식(perceived burdensomeness)과 더불어 좌절된 소속감(thwarted 

belongingness)을 자살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전 관계의 

상실뿐 아니라 현재 관계에서의 마찰, 불안정성, 소원함 등도 자살을 생각하게 

하거나 자살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개인이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타자 혹은 집단에 안정된 소속감을 갖지 못할 때 자살의 

위험성은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Joiner가 처음은 아니다. 뒤르켐(1897)의 통합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다른 

개인이나 사회와 연결성이 깨진 상태에서는 쉽게 삶이 목적이 사라졌다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사회 통합성의 약화로 인해 결국 ‘이기적 자살’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과 맥락이 닿아있다는 것이다(Sanger and McCathy, 2008). 

심리학적으로 자살 문제에 접근해도 소속감의 중요성은 유사하게 드러난다. 

Shneidman(1996)은 모든 자살은 “심리적 고통” 또는 좌절된 심리적 요구로부터 

기인하는 고통이 선행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가 주장한 다섯 가지 고통 중 

소속감과 의존에 대한 좌절된 요구 그리고 돌봄과 소속에 관한 미충족 요구들이 

자살에 이르게 하는 심리적 고통을 양산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관계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된다는 인식, 

짐의식이 강화되면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역시 사회적 지지의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표현하는 내용의 유서는 

85개로 전체 유서의 5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현되지 않은 내용을 

감안한다면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결핍이 자살의 위험성을 

높인다면 역으로 대인관계의 연결성(connectivity)은 자살 예방의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Joiner, 2008). Joiner(2008)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만족하고 돌봄을 받는다고 느낄 때 소속감은 강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짐의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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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되며 다른 중대한 위험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자살의 위험성은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살 시도자들에게 시행한 사회적 접촉은 

십대들의 자살 행동의 역치를 낮춘다고 보고하였다(Brent et al. 1989). 또 다른 

연구로 3000여명의 자살경향성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퇴원 후 5년 

동안 지속적인 편지를 받은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자살률이 낮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Motto & Bostrom, 2001). 또한 이 연구는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소속감 증대에서 찾았는데, 나 자신이 외부에 존재하는 의미 있는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소속감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환자 접촉 프로그램이 자살 예방에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층위에서의 방안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논의해 볼 부분은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분석자료로서 

유서의 적합성이다. 유서는 실제 완결된 자살을 시행한 대상자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유일하고 중요한 자료이다. 대부분의 자살 연구는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는 완결된 자살과 

밀접한 연관이 있긴 하지만, 자살 시도에서 드러난 대상자의 특징이 완결된 

자살자의 특징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살 시도자의 특징을 

그대로 자살자의 특징으로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유서 

분석은 실제 자살자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뷰와 같은 다른 방법처럼 연구자가 기록 작성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연구자의 편이(bias)가 작용하지 않는다(박형민, 2010)는 점도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자살자가 유서를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서의 

유서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McClelland et al.(200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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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유서 연구에서 자살자가 유서를 남긴 비율은 15~42%사이에서 보고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1997년~2006년 10년 동안의 전체 수사기록에 

나타난 자살사건 중 유서를 남겼던 사례는 전체의 1/3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유서를 남긴 자살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은 2/3 정도의 유서를 남기지 않는 

자살자를 분석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분석자료의 대표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서 유무에 따른 자살자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 그러나 관련한 대다수의 

연구에서 유서 유무에 따른 자살자의 인구학적 특징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Paraschakis et al., 2012; Demirel et al., 2008;Callanan & David, 2009). Shioiri et 

al. (2005)의 일본의 고베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경제 위기로 인해 자살률의 

증가가 있었던 20년 동안 유서를 남긴 사람들의 비율(23.4–36.2%)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자살의 원인 역시 유서의 유무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아이러니하게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살아야 할 이유에 더 집착하고 

있었다. ‘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통합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려 할 것이며, 

이것이 건강생성이론에서 설명하는 스스로 건강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반면, 

통합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답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구체적인 

문제상황에 직면한 자살자들은 풀어 나갈 해결책이 자살 외에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이해력에 포함된 주제인 “자살만이 해결책이다”와 “해결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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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와 같은 직접적 호소뿐 아니라 관리력에서 자신이 구체적 문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운이 없었다”,“의욕이 없다” 혹은 “문제가 감당이 

안된다”라는 표현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없는 무기력 상태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위기는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자주, 더 심각한 형태로 찾아 온다. 사채를 

빌리고 독촉 받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고, 가난할수록 더 많이 아프고 일찍 

죽는다. 이혼이나 결별,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지내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더 흔하다. 이러한 다양한 자원의 극심한 결핍은 그 

자체로 인생의 위기를 가져온다.  바로 그 위기를 벗어 날수 있도록 하는 능력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이 대응 능력을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살자는 물질적 

〮◌ 관계적 〮◌ 신체적 위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자살을 앞둔 시점에서 이들은 직면한 문제상황을 이해하거나 수용하기 

힘들어 하고, 당면한 문제 해결에 있어 무력했으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지는 이들을 위기로 

몰아 넣었던 바로 그 여건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가치에 부합하는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개입은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적 내용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서에서는 다수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자살자의 

문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자원들이 충분하다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줄어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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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가난해도 돈을 빌릴 데가 있다거나, 질병이 걸려도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는다고 느낀다면, 문제 상황은 악화되지 않을 것이며, 

삶을 포기하기보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들이 더 많이 이루어 질것이다.  

그러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 행위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도움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 따라서 자살을 앞둔 위기상황에서 자발성에 기초한 캠페인이나 

홍보만으로 이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따라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결고리들을 활용하여 이들을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지역을 기반으로 한 게이트키퍼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주치의 제도의 기반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 지역의 

다양한 보건복지에 관련된 인력이나 행정인력,그리고 동네의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그리고 

이들에 대한 악화된 정신건강에 대한 중재는 물론,그들이 처해있는 다양한 경제적 

〮◌신체적 〮◌관계적 위기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처 전략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다양한 보건 〮◌복지 영역의 긴급지원서비스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현재 정부에서 긴급지원서비스를   실행하고 있긴 하지만 

대상자 자발성에만 기초하거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 경직성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14). 따라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긴급지원서비스를 보다 포괄적이고 확대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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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강생성이론에 따른 자살 예방 정책 

제1절 자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앞서 시행한 통합 연구를 통해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건강생성이론의 핵심 

개념인 통합성과 일반적 저항자원으로 설명하였다. 양적연구에서는 통합력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급격히 저하되었는데, 소득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일반적 

저항자원들이 통합성을 향상시키는지 확인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실제 

자살자들이 자살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어떠한 주관적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살펴 보았다.이를 바탕으로 유서를 쓰는 시점에 자살자들의 

통합성과 일반적 저항자원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 두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지 개별 유서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자살에 이르는 과정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반응)이긴 하지만, 구조적 환경에 

의한 일방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은 아니다. 그렇다고 고립된 개인의 일탈행위는 

더욱 아니다. 앞서 유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개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종의 성찰의 과정을 겪는데, 자살 

사망자는 결과적으로 통합성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는데, 그들의 유서에는 

‘(자살 말고는)선택의 여지가 없다’(관리력)라는 호소들이 직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이는 자살자들이 스스로 직면한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객관적으로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되어 있을 때 일 수도 있지만 

직면한 위기 상황에 압도되어 있거나, 우울증이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인지적 상태가 위축되어서 선택지를 더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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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건 그들 모두는 위기를 인지한 바로 그 문제상황과 여건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다시 말해, 외부의 적절한 개입이 

없이는 스스로 문제 상황을 헤쳐나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연구에서 확인했듯이 통합성이 높은 사람은 비슷한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위기에 처해 

있어도 문제에 대한 이해와 예측을 할 수 있으며(이해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관리력)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만큼의 삶에 대한 동기 

부여(의미부여)가 다시 삶으로 걸어 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자원이 존재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통합성은 급격히 저하될 수 

밖에 없다(Antonovsky, 1979). 일정한 소득이나 주거와 같은 물리적 자원,정서적 

지지나 사회 참여와 같은 사회적 지지 그리고 긍정적 자기 평가와 같은 자아 

존중감등은 일상적 시기에 통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반적 

저항자원들이다.그리고 이러한 자원들이 극심한 결핍한 상태에 있다면 문제해결 

능력인 통합성은 극히 저하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 상황에 압도될 수 있는 

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직면한다. 따라서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어느 시기에든 일반적 저항자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문제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반적 저항자원뿐 아니라 직면한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적합한 저항자원의 제공 역시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건강생성이론의 적용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과 구체적 수단을 고민할 것이다. 

 



127 

 

제2절 우리나라 자살문제와 건강생성이론 

 

1. 우리나라 자살의 특징 

우리나라의 자살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1) 높은 자살률의 지속 

우리나라의 자살 현상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자살률에 있다. 최근 10년 동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록이다. 

다만 2013년 이후 자살률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자살의 실질적인 감소 추세로 

이어질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런 절대적 수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소한 등락은 있지만 전반적인 자살률의 상승추세가 멈추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칠레, 포르투갈 등의 몇 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들의 자살률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도드라져 보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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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자살률의 변화 Source: OECD (2013)> 

이와 같은 높은 자살률에 대처하는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그 간의 자살예방 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유의미한 수준의 자살률 감소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이상영, 2014).  

2) 높은 노인자살률 

자살률 중에서도 특히, 노인의 자살률이 다른 주요 OECD 국가 평균에 4배에 

달한다. 2011년 기준으로 노인자살자수는 총 자살자수(15,906명)의 28%를 차지하여 

자살자 4명 중 1명이 노인이며, 노인인구의 십만 명당 자살률은 80명으로 

전체인구의 십만 명당 자살률인 32명의 2.5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노인의 

자살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노화, 신체적 질병, 사회적 

고립, 경제적 빈곤, 가정불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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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허지정과 최막중, 2013).  특히, 노인 빈곤율은 상당히 심각한데, 201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48.6%로 2위 스위스 24%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중에서도 65세 이상 1인 세대의 노인 빈곤율은 74%로, 

노인빈곤이 1인 가구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한국노동연구원, 2015).  특히, 

남성독거노인들이 일반노인들보다 자살 위험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극심한 빈곤과 함께 사회적 고립이 결합되어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노인빈곤의 원인으로는 그야말로 낮은 

소득을 들 수 있다. OECD의 다른 국가에 비해 노인 취업자의 비중이 높지만 

대부분 질이 좋지 않고 열악한 비정규직 저소득직종이다. 여기에 근로능력이 없는 

고령층은 근로소득이 있을 수 없는데, 2012년을 기준으로 한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5.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5.9%에 한참 못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 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 연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이 전체 60%를 넘어서기 

때문이다(통계청, 2015). 노인 빈곤율을 개선하지 않고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3) 자살률의 지역 격차(농촌의 높은 자살률) 

한겨례가 2014년 통계청의 2005-2013년 사망원인통계를 분석하여 자살률의 

지역격차를 분석하였다. 시군구별 연령 표준화 자살률로 보면, 강원·충청 등 일부 

농촌의 자살률이 대도시보다 5배까지도 높았다. 2013년 시도별 십 만 명당 

자살률이 시도별로는 강원(32명), 충남(30.3명), 충북(29.3명)이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도시인 서울(22.6명)과 울산(23.6명) 등은 10만명당 10명 정도 

가장 낮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었다. 9년 평균치 자살률을 비교해 본 결과 상위 

지역은 강원 정선군·영월군, 충남 청양군, 강원 양양군, 충북 괴산군, 강원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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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경북 의성군, 강원 철원군, 충남 서산시 차례다. 서산을 뺀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고령층이 많은,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체로 사망률과 마찬가지고 자살률 역시 지역박탈지수와 비례하게 

나타났다(유정균, 2008).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세대별로 다른 자살률을 보정한 

수치여서, 노인 비중이나 연령 분포가 그 원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자살률의 지역격차의 원인으로 우선 도농의 소득격차 확대를 들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은 2006년 1209만원이었던 농업소득은 2007년 1040만원, 

2008년 965만원, 2009년 969만원, 2010년 1009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7.4%에서 2007년 32.5%, 2008년 31.6%, 

2009년 31.5%, 2010년 31.4%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결국 95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95.7%였지만 2000년 80.5%, 2005년 78.2%, 2010년 

66.8%로 매년 하락하더니 2011년 59.1%로 60%선이 무너졌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빈곤가구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농가소득의 감소는 FTA의 확대 

체결 등이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따라서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 농약과 같은 치명적 자살수단의 접근성이 높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2006-2010년간 전체 자살자 중 21%가 농약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방법이 수행되어 

왔으며, 그 중 고독성 농약의 사용금지 등의 법적 규제가 농약자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농약자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은 패러쾃 제초제로써 2011년과 2012년도에 각각 패러쾃 제초제의 재등록 

취소 및 사용금지 등의 규제가 수행된 바 있다. Cha et al.(2014)은 이 규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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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의 농약자살은 2011년 10만명당 5.26명에서 2013년 

2.67명으로 패러쾃 규제 이후에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도에 

실제 관찰된 농약 자살자 수는 2003-2011년 추세에 의해 예측된 농약 자살자 수에 

비해 약 847명 적은 것 (37% 감소)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패러쾃 규제 이후 

자살자 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집단은 남성, 노인층, 시골지역이었다.  

또한 거주 지역의 다양한 특성이 자살률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건서비스를 비롯한 사회복지 공급수준과 더불어 

물리적 주거환경도 노인 자살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으로 지적하였다(허지정과 

최막중, 2013).  

4) 거시적 경기변동에 민감 

 

 

<그림 5-16. 경제위기와 자살률 변동> 

자살연구에서 자살이 급격하게 증가된 원인을 찾는 노력들이 이뤄졌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IMF시기를 전후로 한 사회 〮◌ 경제 환경과 같은 거시적 

변화를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IMF시기뿐 아니라 2003년 카드대란과 

2008년 금융위기의 시기에도 자살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용환(2006; 

2012)은 자살률이 급증한 시기를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전반의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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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가 있었던 시기로 나누고, 우리나라 시도별 장기 패널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고용불안 증대, 소득불평등 확대, 저출산 고령화 속도의 증가, 1인 

가구 증대 등 급속한 경제 사회 환경변화의 시기와 겹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다. 

은기수(2005)는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경제적 양극화와 자살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는데, 소득분배 악화현상이 경제적 양극화가 자살률의 급증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1990년 시계열 자료를 통해 상대 빈곤율과 자살률이 

매우 흡사하게 전개하고 있음을 지적한 연구도 있었다(우혜경과 조영태, 2013). 그 

밖에 자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Kim et al, 

2010)과 경제성장률과 실업률(박종순 외, 2003), 양극화지수 혹은 이동성의 

단절(장지연과 신동균, 2010), 경제위기와 실업률(Chang et al, 2009)등이 같은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이러한 거시적 사회경제적 변동은 이러한 위기가 개인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노용환과 이상영(2013)의 연구에서 

보고한 남자들의 경우는 대졸이상에 비해 고졸이, 그리고 무직이, 또한 노인들이 

많은 비수도권 읍면지역에서 나타난 상대적으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듯 교육수준이나 소득 수준, 연령 

등이 자살에 있어 취약한 개인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수행한 Lorant 등(2005)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2013년에 

있었던 OECD와 KDI의 공동 컨퍼런스에서 OECD는 이러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증대는 한국의 사회적 응집력을 약화를 가져 오고, 이 결과 자살률을 비롯한 다른 

사회적 웰빙의 지표들이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데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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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다. 또한 지속되고 있는 불평등의 확산은 사회 응집성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적절한 사회적 정책의 개입이 없다면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거시적 사회경제적 변동에 자살에 취약한 개인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급격한 정치적/경제적 사회변동을 

경험한 국가들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데, 소련의 해체 후 러시아의 높은 

자살률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비록 표본의 크기가 작기는 하지만, 정부의 공공사회지출이 남성과 여성의 자살 

증가율을 모두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유진 외, 2009).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재정지출 가운데 사회적 공공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20.6%이라고 한다면 턱없이 낮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건 관련 

공공지출은 GDP 대비 3.5%로 OECD 평균 6.4%의 절반 수준에 불가하다(OECD, 

2010).  

2. 우리나라 자살문제와 건강생성이론의 접합점 

 

1994년 Antonovsky가 사망한 이후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건강생성이론이 건강증진이론으로 재주목 받으면서 북유럽 국가와 미국을 중심으로 

실증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북유럽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이 낮고, 

사회복지체계가 잘 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살과의 연관성을 보이는 일반적 

저항자원 중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대처 전략과 같은 연구들이 소득 보전 

등의 복지전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우울증이나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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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과의 연관성을 살피는 연구가 많아 병원이나 요양원의 의료진 중심의 치료와 

보호체계를 기반으로 한 개인의 통합성 향상에 관한 실증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자살의 특징을 종합해 본 바와 같이, 자살률 상승과 

그것의 지속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가족해체 그리고 사회복지체계의 부실 등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그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생성이론의 일반적 저항자원 중 물질적 자원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적 자원의 적절한 제공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일상적으로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자살이 개인의 사회적 구조와 환경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살예방을 위한 접근이 위로부터의 일방적 시혜나 지원의 형태가 

아니라 위기에 대한 개인의 대처능력인 통합성의 향상과 정신건강의 지속적 향상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구체적인 노력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제3절 건강생성이론에 근거한 접근 전략 

 

1. 건강생성이론의 정책적 함의 

 건강생성이론은 병인론적 관점과 비교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Lindström, 2009). 

첫째, 병인론적 관심은 전체 인구의 일부인 질병에 걸린 사람에 있다면 

건강생성이론은 모든 사람을 대상자로서 관심을 갖는다. 현재 건강과 불건강 

연속선의 한 지점에 있다 하더라도 두 방향으로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보건의료와 사회는 자원 할당에 관심이 있다. 병인론적 관점은 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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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과 싸우는 요인들에 관심이 많으나 반면, 건강생성이론은 강화 요인에 관심이 

많다. 그것이 건강을 향상시키는 Anonovsky의 일반적 저항자원이다.  

셋째, 병인론적 관점에서 모든 스트레스는 잠재적으로 병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건강생성이론에서는 스트레스는 중립적인 요소로서 개인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석하고 다루느냐에 따라 병인이 되거나 건강생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병인론적 관점에서는 특별한 질병에 집중하지만 건강생성이론의 

관점에서는 개인 전체의 정신적, 물리적 웰빙에 관심을 갖는다.  

다섯째, 병인론적 관점에서는 정신분열증 혹은 우울증이라는 병명을 사용한다. 

이것은 주변 사람은 물론 본인에게까지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이라는 낙인이 될 수 

있다. 반면 건강생성이론은 특정 건강문제는 개인의 복잡한 전체 구성의 하나의 

단면이라 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격적인 강점이나 보상 요인 또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나 긍정적 자기 이미지 같은 건강 생성의 요인을 찾는데 

주력한다. 

마지막 정책적 함의는 병인으로서 굴복했던 많은 요인들에 집중하는 병인론적 

관점과 다르게 건강생성이론은 병인이 알려졌을 때, 그것에 집중하기 보다 그것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집중한다는 점이다. 

 



136 

 

 

 

<그림 5-15. 자살문제 접근을 위한 병인론과 건강생성이론 

(Bauer G, et al., 2006)의 모형> 

 

2. 병인론적 접근과 결합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은 일반적 건강증진을 위한 전략은 물론 

특정 건강문제에 적합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림 5-15>는 건강생성이론과 병인론의 건강/질병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는 그림이다. 건강문제는 개인의 다양한 건강 결정요인들이 환경적 

결정요인과 결합하여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데, 병인론적 접근은 위험 요인에 따라 

치료-예방-보호를 함으로써 질병에 대응하고, 건강생성이론에 따른 접근은 

건강증진을 위해 보다 포괄적인 차원의 자원을 제공하여 건강 향상으로 방향을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직면한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이 두 가지 

접근법이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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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병인론적 관점과 건강생성이론 관점의 결합> 

 

그러나 Antonovsky는 인구 전체의 최상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강생성이론의 관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병인론적 관점과 함께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림 5-16). 

건강생성이론에 의한 모형은 병인론적 접근 방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병인론적 접근과 건강생성이론의 접근방식의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활용해 

(Lindström, 2009), 두 개의 접근 방식을 결합한 포괄적 형식을 실질적 건강문제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래의 보건의료 체계의 목표는 병인론적 관점과 

건강생성관점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어 가능한 최상의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생성하는 것이다(Antonovsky, 1987) 

다시 말해, 병인론적 접근과 건강생성이론의 접근방식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기존에 검증된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을 결합한 포괄적 형식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용하다(Lindström, 2009)는 것이다. 

Mittelmark(2013)는 특정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저항자원의 개념에 

특수한 저항자원(Specific Resistance Resources, SRRs)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자주 특정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데, 이럴 경우 해당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특정한 자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살의 예를 들면,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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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과 같은 긴급전화서비스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3. 사회생태학적 접근과 결합 

Antonovsky(1979)는 개인의 대처능력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구조 안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의 양과 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회 생태학적 이론을 

적극 수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과 개인과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작용이 아닌 

통합성을 중심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계승하여 

Lindström & Eriksson(2009)는 건강생성이론의 관점에서 사회생태학적 접근방식을 

결합한 건강한 보건정책(healthy public health policy)의 수립을 제안하며,다음과 

같은 원칙을 강조하였다. 

첫째, 건강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규명하는 작업이다. 동시에 

건강을 생성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떠한 건강 자원이 

활용 가능하며 어떠한 기전을 통해 건강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를 

규명해야 한다.  

두 번째, 건강문제가 생긴 그 지점에서의 상황적 분석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문제의 심각성, 건강 데이터와 중요한 요인에 대한 토의와 분석, 역사적 문화적 

과정, 정치적 배경까지가 이 과정에 포함된다. 이 과정 후에 해당 건강문제에 대한 

일반적 저항자원이 규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세 번째, 개인 수준은 물론 조직수준과 사회 수준에 걸쳐 통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전을 형성해야 한다. 포괄적 건강생성이론적 접근은 전체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인구집단은 그들의 상황에서 어떠한 요인이 그들에게 강한 

긍정적 동기로서 작용하는지 알게 되는 것(동기/삶의 의미) 은 필수적인데 바로 이 

과정이 건강생성이론에서의 역량강화일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서로 연관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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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력을 갖는 것(이해력)은 중요하다.  

 

제4절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접근 전략 

1. 정책적 접근을 위한 검토 사항 

개별 자살 예방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은 건강생성이론에 따른 자살 예방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적 방향 하에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앞선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살에는 특정 요인들만이 연관되어 있기 보다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 전체에 걸친 모든 요소들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과 웰빙, 삶의 질의 관한 모든 

요인들이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른 정책 수립의 기본 단계와 유사하다. 정책 환경을 

살피고, 정책 범위를 규정하고, 정책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책 과제를 

설정하며,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 예방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건강생성이론에 따른 검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책 평가를 위한 범주는 정책 환경, 정책 

범위, 정책 목표, 정책 과제, 정책 주체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송성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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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건강생성이론에 따른 검토사항> 

 

 

분류 내용 건강생성이론에 따른 검토 사항 

정책 

환경 

사업의 

배경/정책환경에 

대한 기본 인식 

자살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 대한 상황적 분석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문제의 심각성, 건강 데이터와 중요한 요인에 

대한 토의와 분석, 역사적 문화적 과정, 정치적 배경까지가 

이에 속한다. 

정책 

목표 

계획의 목표 및 

최종 지향 

정책 목표가 건강의 연속성(health continuum)에 기초하여 

충분히 포괄적이었나? 개인과 조직/사회의 역량강화까지 

포괄하였나? 보건정책을 너머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까지 포괄하였나? 

정책 

범위 

자살의 영향 요인 자살기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가?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졌나? 

보호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나? 

삶의 질 혹은 웰빙(well-being)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나? 

정책 

과제 

계획에 제시된 

추진과제의 내용 

개인의 통합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저항자원제공 등의 

지지적 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이 충분한가? 

정책 

주체  

계획의 기본 구조 

및 구성요소 

생태학적 관점으로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집단/지역사회/국가수준으로 나누어 주체를 설정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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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살기전에 따른 자살접근 전략 

 

건강생성이론은 자살 기전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가능하게 함은 물론, 

자살행위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그리고 향상요인을 살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다음은 국내외 문헌을 통해 자살 예방정책들을 기전에 따라 

정리해 보았다. 

다음 <그림5-17>은 앞서 건강생성이론에 따른 자살기전을 설명한 그림에 정책적 

개입지점을 명시한 그림이다. 

 

 

<그림 5-17. 건강생성이론에 기반한 자살기전에 따른 예방> 

 

1) 자살의 위험요인의 차단(A+B): 근거중심(evidence-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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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울증 인식 및 치료를 위한 의사교육 

② 지역사회/조직/기관 단위의 자원을 활용한 고위험군 발굴 및 협력 

프로그램으로의 인도 

③ 자해경험자 혹은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지행동치료 및 지속적 

관리 

④ 자살 수단 접근 제한 

⑤ 자살관련 언론 보도 제한 

 

2) 직면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한 자원 투입(C) 

① 경제적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한 긴급지원 서비스 

② 위기에 따른 정신적 위기 극복을 위한 정신보건서비스 

③ 위기관리를 돕기 위한 지역/조직/기관에서의 지속적 연계서비스 

 

3) 대처능력(통합성)향상을 위한 일반적 저항자원의 투입(D) 

① 소득 및 주거 안정을 위한 물질적 자원 

② 사회적 지지 

③ 교육과 정보 제공 

 

제5절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수단 

다음의 <그림 5-19>는 우리나라 자살예방의 정책적 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구성한 그림이다. 자살이라는 구체적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상요인은 물론 

위험요인에 대한 중재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정책적 개입을 위해서는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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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의 주체를 정부/사회와 지역사회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개입 주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수단은 위험요인에 대한 차단 또는 보호요인과 향상요인으로 나누어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자살의 위험을 낮추는 것은 물론 

향상요인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최상의 건강과 

높은 삶의 질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림 5-19. 건강생성이론에 기반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수단> 

 

1. 자살의 위험에 대한 보호요인 

1) 정부/사회수준 

(1) 긴급지원서비스(경제적 지원 및 정신보건 서비스) 

유서분석에서 경제적 원인을 자살 이유로 나타낸 유서는 전체 유서에서 55%에 

달했고, 관련된 내용을 표현하지 않은 유서까지 포함한다면 빚이나 파산, 빈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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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자들이 직면한 문제상황에 가장 빈번한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많은 유서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자살자는 

자살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인식과 함께 가혹하고 폭력적인 빚 독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내용이 함께 드러나 있었다. 

전체 개인파산신청의 원인을 통계적으로 살펴 본 결과 이중 67.5%가 실업에 

의한 것이고, 22.1%가 이혼과 같은 가정사에 의한 것이었으며, 19.3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 때문이었다(김상봉과 조경준, 2012). 다시 말해, 부채의 이유의 대부분은 

필수적인 생활안정자금이라 할 수 있다. 

긴급지원제도는 전통적인 복지제도와는 별도로, 기존의 제도로부터 누락되는 

위기상황에 대해, 일회적이거나 단기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일 뿐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복지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보다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수준의 넓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지원제도는 사후보완적 차원에서 유용할 것이다(정원오 외, 

2008). 그러나 각 자치단체는 긴급복지 지원예산을 지역상황에 맞춰 사회빈곤층 

보호･지원을 할 수 있음에도 2012년 58.9%, 2013년 55.2% 그리고 2014년 65.7%로 

매년 소극적인 예산 집행을 되풀이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까다로운 긴급 지원 심사와 지역사회 빈곤층 발굴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 

등으로 보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14). 

따라서 실질적인 긴급복지 지원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의 경직성을 

버리고, 다양한 지역사회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의 개발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을 통해 적극적 보호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145 

 

(2)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복지부가 2014년 자살 사망자 8천여명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7~2011년까지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을 8천848명가운데 2012년말기준으로실제자살한사람은 

236명으로, 연간 10만명당약 700명의자살률을기록했다. 이는 일반 인구의 

자살사망률인 10만명당 28.1명에비해무려 25배가까이높은것으로, 한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자살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연합뉴스, 2014). 따라서 

자살시도자는 자살의 고위험군이며, 보다 적극적 개입을 위해 사례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2013년전국25개병원의참여를통한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관리사업을실시한

결과자살시도나자살관련사고로내원한환자중48.8%의개입이이뤄졌는데, 이중 정신 

건강 증진 센터 이용에 63.1%가 동의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높은 중도 

거부율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다(인수현과 장서진, 

2014). 

이런 문제에 대해 함의를 줄 수 있는, 자살행위환자들의 후속관리의 연구(Reidel, 

2003)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있는데, 우울증이나 자살경향성 때문에 입원한 

30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한지 한달 쯤 지난 환자들에게 후속치료를 받을 

의향을 물은 뒤 후속치료를 거절한 843명의 환자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게는 5년간에 걸쳐 일년에 네 차례씩 편지가 발송했고, 다른 

그룹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 퇴원 후 5년동안 편지를 

받은 환자들은 편지를 받지 않은 대조표준 환자들에 비해 자살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함의를 고려하면 간섭주의(paternalism)을 

피하는 것은 물론 대상자 본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누군가 그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신호는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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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살 유가족도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살유가족은 자살자 

못지 않게 자살시도율이 높은데, 자살시도자 4명중 1명꼴로 가족 중에 자살자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박혜선, 2015). 이처럼 자살 유가족도 자살사고를 

경험하는 자살 유가족들은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보이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렇듯 자살유가족은 심리적으로고 위험군에 

속하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기보다는 그대로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김영아와 변재원, 2016)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자살시도자나 유가족에 대한 등에 대한 상담지원을 우리나라에서도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활용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박혜선, 2015). 

자살시도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확대하는 노력은 물론 유가족 역시 자살시도자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및 사후문제, 유가족이 원하는 지원 등의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의 대상자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치명적 자살수단 접근 제한 - 농약사용 규제정책 

자살수단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살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 농약과 같은 맹독성 

독극물이나 번개탄 등 자살수단이 있는지의 여부가 실제 자살률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 같은 치명적인 자살방법은 도시보다 농촌지역에 더 

흔한 것으로 조사됐다(홍진표, 2012)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따라 2012년 맹독성 

농약인 패러쾃의 사용을 금지시켰고, 그 결과 우리나라 농약자살은 2011년 10만 

명당 5.26명에서 2013년 2.6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패러쾃 

규제 이후 자살자 수는 모든 연령과 성별 및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관찰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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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크게 감소한 집단은 남성, 노인층, 시골지역이었다고 보고 하고 있다(cha et 

al., 2016). 일반적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에서 치명적 자살 수단에의 접근 

차단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는데(Mann et al, 2009), 특히 일부 

‘충동적’ 자살을 예방하여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자살자는 

자신이 처해있는 문제상황이 지속될 경우 다른 대체 수단을 찾기 쉬우므로 

자살수단의 접근 제한을 위한 정책만으로 근본적인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4) 언론보도규제정책 

실제로 유명인의 자살에 대한 과도한 자살 보도 후 자살의 수의 증가는 물론 

유명인의 자살 방법을 모방한 자살이 증가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실제 

2005년에서2009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13명의 유명인의 자살에 따른 

자살률 변동을 연구한 결과, 3명의 유명인 자살의 경우 유의한 증가가 9주 동안 

지속되었다고 보고하였다(Fu and chan, 2013). 특히, 이러한 모방자살에서20-39세 

여성이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설명한다(Myung et al., 2015).  

이러한 연구결과와 언론의 무분별한 자살보도가 베르테르 효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의해 기존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수정 보완되어 2013년 

‘자살보도 권고 기준 2.0’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대부분의 자살 

관련 기사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민호 

외, 2015).  

오스트리아의 자살 연구가들은 자살보도에 유해 영향 및 보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사의 내용에 특징을 분류하였다. 이름이나 성격묘사와 같은 자살한 

사람에 대한 신원, 기사 헤드라인에 방법 소개, 절차 소개, 장소 언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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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자살행동이나 고통 없이 즉시 죽는 다는 보도 등이 유해 내용이라고 

하였다. 반면, 자살사건만 보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살 생각이 드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 제공, 예방 프로그램에 초점을 둔 정보,자살 연구와 전문가 의견 보도, 

도움 전화번호나 상담센터 정보제공을 함께 보도함으로써 자살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보호 항목이라고 소개하였다(Niederkrotenthaler et al., 

2010; 안순태 외, 2013). 

따라서 언론에서의 자살보도는 자살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선정적 사건내용을 

전달하는 보도 내용을 자제하고,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의 

자살보도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5) 의료인대상 자살예방 교육 

중앙심리부검센터(2016)는 2012년~2015년 자살사망자 121명을 대상으로 

심리부검을 시행하였는데, 대부분의 자살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심리부검 대상자 중 사망 한 달 이내에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한 경우는 전체의 25.1%에 불과하며, 오히려 복통 등 

신체적 불편감이나 수면 곤란 등에 대한 대증적인 치료를 위해 1차 의료기관, 

한의원 등에 방문했던 경우(28.1%)가 더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뿐 아니라 동네병원과 같은 1차 의료기관에서도 우울이나 불안, 

자살생각 등의 정신적 문제에 대처하여 자살 고위험자를 조기 발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병의원은 물론 동네의 내과나 

가정의학과 한의원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자살 고위험군의 발굴과 대처 그리고 

추후 연계와 같은 체계적인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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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수준 

(1) 게이트키퍼(gatekeeper) 프로그램 

자살에 대한 위험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스로 도움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 

따라서 자발성에 기초한 캠페인이나 홍보만으로는 이들에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 자살예방교육은 오히려 자살에 

대한 관념을 증가시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앙심리부검센터(2016)의 분석결과 자살하는 사람의 93%는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에게 자신은 곧 자살할 것이라는 자살 전조 및 징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다시 말해, 위험군의 정신건강 악화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파악할 수 

있는 위험 징후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자살 고위험군 가까이에서 

위험 징후를 읽어 내어, 이후 의학적/사회적 위기 중재를 꾀할 수 있게 

연계시키는 역할의 사람이 필요하다. 

게이트키퍼는 미국 보건복지부 국가자살예방 전략보고서의 정의에 따르면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게 되는 

사람으로 누군가 자살을 생각 하고 있는 증후가 있을 경우 이를 발견하고 적절한 

전문적 서비스를 받도록 연결해줄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게이트키퍼는 자신의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자살예방에 

있어서 일반인과 전문가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학교의 교사, 종교기관의 성직자,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직장의 관리 

혹은 감독자, 군대의 부사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임세원, 2012). 

실증적으로도 게이트키퍼 교육이 자살예방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 된 바 있다(Beautrais et al, 2007, Leitner et al., 2008).Isaac et al(2009)의 

연구에서 게이트키퍼 프로그램의 실행 이후 스웨덴 여성자살률과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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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행동이 감소하였음을 지적하였다.그러나 이들 국가의 자살률이 낮기 때문에 

효과 평가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특히 일차진료의사가 게이트키퍼로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준 경우는 포괄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안에서 시행되었을 경우라고 

지적하였다.또한 기관이나 작은 공동체의 경우 활용 가능하지만 일반 

인구집단에서는 그 효과가 불분명할 수 있음을 덧붙였다. 

게이트키퍼는 위험군과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접촉면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다시 말해, 기존에 이미 신뢰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이다. 앞선 게이트키퍼의 효과에 대한 검증은 주치의 

제도가 일반화된 보건의료체계에서 주치의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결과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체계의 특성상 주치의 제도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고, 자살관련행동의 발생은 한국에서는 이미 너무나도 광범위한 

사회현상이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제한된 숫자의 전문가 교육만으로는 

실제 자살률을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을 보인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숫자의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교육하고 주변에서 자살위험이 있는 

사람을 조기에 인식하여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임세원과 오강섭, 

2012).  

위험군의 위험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위험군을 도울 ‘의지’, 그리고 

개입을 꺼려하는 대상자를 의뢰체계로 연결해줄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게이트키퍼의 교육 대상자로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면 

지역사회 방문간호사, 주민자치 센터에서 사망신고나 기초 수급자 급여신청업무 

담당자, 보건소의 의료비 지원 신청업무 담당자, 병원/알코올 

상담센터/정신보건센터에서 중대 상병이나 알코올 남용, 유가족, 지역사회 정신 

질환자를 대면하는 담당자,실업급여 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지원센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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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실제 자살 고위험군을 접촉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될 것이며, 이 외에도 

종교기관이나 시민운동가,봉사단체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지역은 고위험군이 있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자살률이 

높은 지역은 1인 가구 특히, 독거노인이 많은 지역으로 저학력/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과 같이 극단적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시달리는 지역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나 직장과 같은 단위조직을 중심으로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2) 자살위기관리체계 마련 

자살의 고위험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서비스 

공급체계를 중심으로 자살행위자의 발견과 의뢰, 추후관리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뢰체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 응급의료센터에서 

자살시도자의 사례관리와 보건소의 방문간호서비스, 복지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사업 그리고 앞서 언급한 지역 기반의 게이트키퍼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의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보건복지 관련 인력들 간의 업무 

협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정신보건 전문가와 대상자 사이에 

실제적 접촉이 이뤄지는 의뢰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 연계체계와 사후 처리결과를 모니터할 수 있는 전산망 그리고 각 단계별 

수행자 및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필요할 것이다. 

2. 자살예방을 위한 향상요인 

1) 정부/사회수준 

물질적 자원은 통합성을 유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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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자살행위와도 강력한 상관성을 보이는 보호요인이다. 

건강생성이론에서도 위생적인 주거와 건강한 음식 그리고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소득이나 생활자금은 통합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Antonovsky, 1988). 또한 경제적 위기와 빈곤한 같은 물질적 자원의 

결핍은 자아 존중감이나 대처 전략, 사회적 지지와 같은 다른 자원들의 결핍을 

야기하기도 때문이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이다. 

(1) 소득안정화 대책 

① 기초노령연금 확대 

앞서 우리나라의 자살의 특징에서 노인자살의 높은 비중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자살률은 심각한 노인 빈곤율과 상당히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덧붙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초노령연금은 중요한 정책적 수단일 수 

있다. 

정부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 노인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석재은(2010)은 공적연금 수급 전후 빈곤율 차이를 

조사하였는데, 빈곤율의 차이가 10.2%에 달해 공적연금의 빈곤율 경감효과가 

34%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여기서 노령연금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우리 사회의 특권층이며, 기초노령연금은 그 반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 비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인 계층이므로 

비수급자에 대한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확대전략이 빈곤율 감소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도 밝혔다. 또한 장현주(2012) 역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노령연금은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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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으며, 노인부부가구의 빈곤율 감소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특히, 대체로 소득이전에 따른 빈곤율 감소효과보다는 제도 

도입으로 인한 빈곤 격차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빈곤율 

감소효과와 빈곤 격차 감소효과는 특히 노인단독가구 및 3인의 노인자녀가구 또는 

조손가구에서 가장 크게 발견되고 있다. 실제로 노령연금 도입 후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3년째 (2010~2013)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에 기초노령연금도입이 

일조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자살률이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노인 자살률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 빈곤율을 지금 

수준보다 훨씬 더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앞선 두 연구 모두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의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노인의 빈곤율 감소는 물론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급여액의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포괄범위를 확대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② 지역소득격차 해소 

앞서 자살률의 지역격차 특히, 도시-농촌 간의 자살률의 차이를 우리나라의 

자살의 특징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도시-농촌간의 소득격차와 함께 

농가간 소득격차의 확대를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소득격차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농가소득 안정 직불제와 

고령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아직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양적 성장 중심과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은 전통적인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넘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살률은 물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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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윤태호(2010)은 도시와 농촌뿐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건강격차 역시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군구 수준에서 지역의 박탈지수와 표준화 사망률 간에는 

강한 연관성을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지역의 박탈지수와 같은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과 같은 포괄적 정책을 통한 노력이 요구되는데, 같은 

논문에서 기존의 소수의 취약계층 중심적 접근에서 지역 중심적 접근으로의 사업을 

전환하고,보건의료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주민 참여 중심으로의 접근을 

강조하였다. 

김순양과 윤기찬(2012)의 연구에서는 지역간 건강격차의 원인을 설명하며 농어촌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월평균소득과 교육수준이 현격히 낮은 것은 물론, 

사회적 지지원도 부족하며, 건강관리시설이 크게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지역격차로 인한 건강 불평등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농어촌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그들의 필요에 맞게 사회〮적경제적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된 주민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③ 최저임금의 대폭인상과 기본 소득 제도 

러시아를 대상으로 1997-2009년 지역수준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자살률과 

임금수준과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Fitzpatrick, 2012). 임금 

불평등의 감소가 자살률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브라질의 

지역수준의 자살률 연구(Machado et. al., 2015) 와 일본의 1951-2007년 시기에 

임금불평등 수준과 실업률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Inagaki, 2010), 스웨덴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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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 (Delgado, 2014) 등이 그 예일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임금소득의 불평등은 1994년을 저점으로 현재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의 양과 질에 있어서도 불평등이 

커지고 있는데, 악화되는 노동소득 분배구조를 방치한다면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강식과 김안국, 2008).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 월 164만원 남짓이다. 지난해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수가 무려 209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1.4%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려면 

최저임금의 대폭인상과 이에 대한 법적 강제는 물론, 기본소득 제도 도입과 같은 

일차적으로 노동(임금)소득 분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특별한 조건을 달지 않고, 

특히 노동을 요구하지 않고 지급하는 소득을 뜻한다. 선별적 복지체제와 다르게 

기본소득의 대가로 노동을 강요하거나 자산을 심사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적 부를 

나누는 대가로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기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년층,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고령층 등 기존 

선별적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넓은 것으로 평가 받는 한국 사회에서 기본 소득 

제도와 같은 보편적 복지 제도에 대한 적극적 검토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포괄적 차별 금지 정책 

미국 자살 예방 자원 센터(2012)에서 미국은 아메리칸인디언과 알라스카 

원주민들은 그 외 미국인의 평균 사망률이 12.08인것에 비해 16.93으로 모든 

연령에서 월등히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1993-2012년 사이 5-11세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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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자살률을 비교한 결과, 흑인 아동의 자살률은 1.78에서 3.47(10만명당 

자살률)으로 상승한 반면, 백인 아동은 오히려 1.96에서 1.31로 감소한 결과를 

보고하였다(Bridge et al., 2015). 같은 논문에서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흑인 아동의 

경우 차별로 인해 더 많은 폭력과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은 점차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2%대에 이르는 수치를 

보이고 앞으로 점차 증가추세가 예측되면서 이러한 인종적 문제는 다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은 차별문제 등으로 힘들어 

한다는 보고가 이어지는데, 다문화 가정 자녀의 37%가 학교에서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했다고 조사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세계 가치관조사(2013)에서 경제발전과 인종차별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을 특이한 사례(outlier)로 언급되면서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인종에 대한 관용도가 낮은 건 매우 의외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인종에 대한 문화적 〮◌제도적 〮◌법적 차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성소수자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성소수자 3,208명 가운데 42%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직접적 차별이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된바 있다(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2014).  

2014년 통계청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13살 이상 인구의 6.8%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반면 

남성·여성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 가운데 66.8%가 그런 충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호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 2014년 8~9월 548명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따라서 앞서 언급한 인종은 물론 성적 지향성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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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에게 상담기관 및 전문가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이들을 

향한 문화적 제도적 차별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대적 빈곤이 주는 건강의 불평등도 주목해야 한다. 

영구임대아파트와 판자촌 지역의 자살률을 비교한 결과 영구임대아파트와 판자촌 

주민의 5년(2007-2011년)간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연간 자살자수)는 각각 

39.21명과 29.84명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쪽 자살률이 3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쪽 자살률은 해당 구민 전체의 

평균자살률(18.83명)의 2배 수준이었다. 두 주거지의 경우 생활형편이나 거주면적이 

자살률 격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이에 대한 원인분석으로 이웃간의 

교류가 이뤄져야 할 공간에서 공간 네트워크상의 통합성이 약하게 

나타났고,이웃으로 차별을 직접 받는 등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임대주택 단지를 계획할 때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에 

유리한 공간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김주영과 김영욱, 

2016). 

이와 같이 인종, 나이, 성적지향성, 경제수준, 사는 지역 등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우선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수준–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사회자본/임파워먼트) 

사회적 지지는 사회자본의 필수적 요소로 볼 수 있는데, 건강생성이론 연구에서 

일반적 저항자원 중 가장 많이 연구되는 자원이기도 하다. 사회적 지지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 등의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 가족과 같은 운명공동체의 사람들, 

참여를 통한 다양한 사회조직에서의 구성원과의 소통의 정보(질)로 정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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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Cobb, 1976).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건강이나 

웰빙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해 왔으며(Levanger, 2010),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삶을 즐기는 것은 물론 긴장이나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충격을 

감소시켜 부정적 인생사건에 대한 완충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bb, 

1976).  

지역공동체의 부활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과의 접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의 향상을 가져온다. 또한 지역 공동체의 부활은 지역의 사회자본과 

지역의 임파워먼트를 강화시킨다. 지역의 사회자본은 지역의 연결망, 신뢰, 참여, 

규범 등의 하위 구성 지표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회자본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향상과의 연관성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다. 사회자본과 지역 

건강수준과의 연관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은 Kawachi(1997)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지역 간 경제적 불평등이 지역 주민의 건강 격차에 영향을 

주는 기전으로서 사회자본을 설명하였다. 국내에서는 사회자본과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손기영외(2010)의 논문이 농촌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신뢰 

중심의 사회자본 지표가 증가할수록 불안 및 우울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연구에서는 Helliwell &Putnam (2007)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다수준 분석을 통해 

자선단체나 교회 등의 ‘멤버십’ 확대, 타인에 대한 ‘신뢰’의 증대, 이혼율 저하 노력 

등이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자살률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 

가장 최근 Recker & Moore(2016)의 연구에서는 뒤르켐의 통합이론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 사회자본의 유용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단위에서 사회자본과 

자살률과의 연관성을 검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지표를 종교 단체, 

시민조직, 비영리기관, 노동조합, 볼링센터, 공공 골프장의 개수를 통해 사회자본을 

측정하였는데, 여기서 사회자본은 카운티 단위의 자살률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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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앞서 소개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지역 내 

시민단체와 사적 모임 그리고 종교단체 등의 공식 /비공식 모임 참여와 지역 내 

이웃에 대한 신뢰의 증가는 자살률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건강증진 분야에서 임파워먼트(empowerment)에 대한 관심은 지역사회 

역량(capacity)과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연관되면서 겹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최근에는 임파워먼트보다 사회자본이라는 용어가 언론과 건강증진 

문헌에서 더 자주 언급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자본은 신뢰와 사회적 

참여 등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웃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 

집중하게 하는 반면, 임파워먼트는 지역 사회와 바깥 세계 사이의 권력과 수직적 

관계라는 까지 포함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김장락 외, 2012). 임파워먼트는 

주민이 스스로 문제점을 규명하고, 자원을 동원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게 도와주는 과정이다. 

사회자본과 임파워먼트 모두수단으로서의 가치는 물론 그 자체 목표로서 의미가 

있다. 지역 공동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중재하고 해결하는 

지역사회의 실천수단으로서 그러하고, 지역 주민의 소속감, 연대감, 사회적 지지와 

같은 정신건강의 긍정적 영향과 함께 자신들의 삶에서 통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삶의 목표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1) 사회적 기업 및 마을 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류영아, 2013)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은 해당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시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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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는 달리 조합원이나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면서 자본보다 사람을 우선하고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자율조직이다. 주역주민은 참여를 통해 효용이 

있어야 시민단체의 참여가 활발할 수 있다. 시민ㆍ시민단체가 협동조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고 이러한 이익이 조합구성원에게 되돌아가 조합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 진다는 의미에서 시민참여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민 참여형 보건사업(강서구 사례) 

조병희 외(2014)는 강서구에서 주민참여형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춘두레단’과 ‘헬스리더’ 사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 두 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두 사업에서는 돌봄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형태로 실행되었으므로 지역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사업 

대상자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자 계획된 사업이 대상 주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심층 면접을 통해 사업 대상 주민에게 돌봄 

사업이 어떠한 경험이었는지 알아보았고 사업 대상 주민 중 12명이 면접에 

참여하였다. 심층면접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첫째, 사업 참여주민들은 평소 자원봉사를 추구하는 등, 사회참여나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관심 등 참여욕구가 비교적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두 

동을 비교한 결과 참여 동기나 참여수준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사업과정과 결과에도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주민참여사업 

착수 시점에 참여주민들의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수준에 따른 추진전략 구성의 

필요를 지지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돌봄활동을 제공한 참여주민의 참여활동에 의한 성과는 대상주민과의 

관계형성 과정을 통해서 보람과 같은 심리적 보상, 정신건강 예방 기술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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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역량이 함양된다고 보았으며, 실제로 돌봄 방문을 통해 사업 대상자들은 

외로움과 고독감을 해소하는 등 돌봄 활동이 정신 건강에 일종의 완충 작용을 했을 

것으로 설명하였다. 

셋째, 그러나 돌봄활동의 경우 대상자가 스스로를 단순히 사업 대상자나 

수혜자로 인식하고 있어 부담이나 미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자는 공유하는 목표나 활동을 마련하여 균형잡힌 관계 마련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의 경우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참여동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참여유도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자살성향을 가진 주민의 경우 자발적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게이트키퍼와 같은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형의 경우 주민이 일방적인 시혜 수해자나 대상자의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상호호혜적 관계를 성립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는 정신보건 사업에 초점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민의 삶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례로 의미가 있어 소개하였다. 

(3) 주민주도적 마을 만들기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 

김현호(2013)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을 만들기 사례로 

성북구의 장수마을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2007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장수마을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주민협의체 조직을 만들고, 주민과 함께 

집수리, 골목디자인, 텃밭조성 등을 조성함으로써 물리적 환경 개선을 하고, 

노후ㆍ불량주택 개보수를 위한 동네목수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고, 빈집 정비 등을 통해 주민 사랑방처럼 마을에서 주민이 모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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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카페 등의 시설을 통해 다양한 거점공간의 확보하고 마을 소식지 발행, 

벼룩시장 운영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성북구는 이 과정에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 

제공하였으며, 중간지원조직인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 인력 

10여명을 마을만들기 지원팀으로 구성하고,조례에 근거해서 성북구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위의 언급한 구체적 사례와 같이 지역사회 수준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은 단지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나 “건강도시”처럼 외형적인 틀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사회를 구체적으로 조직화하는 데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조병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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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기존의 자살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으로는 불충분하고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기존의 자살관련 연구들은 개인 수준의 

정신심리적 측면이나 사회적 통계 분석의 접근방식으로 자살의 원인 분석에 

편중해왔다. 그러나 정신심리적 접근은 실존적/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삶의 질에 관한 근본적 접근보다 개인적 수준의 처방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살률을 통한 통계적 접근은 개별인간의 다층적인 삶의 

맥락이나 상황적 측면에 둔감하기 쉬우며, 사회적 결정요인이 어떻게 작동해서 

자살에 이르게 하는지 개인수준의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최근에는 자기 

효능감이나 회복 탄력성 같은 보호요인중심의 접근방법이 시도되고 있긴 하다. 

이러한 방법은 대상자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건강생성적 관점을 취한다는 

점에서 건강생성이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수준의 행동변화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희생자 나무라기와 같은 문제에 빠지기 쉬우며, 정부 정책과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자살 예방을 위해 

건강생성이론에 따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사회적 요인이 어떠한 

기전으로 자살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통합성을 통해 개인수준의 기전설명이 

가능할 뿐 아니라 통합성을 높일 수 있는 개인적 자원을 넘어서 집단적/사회적 

자원에 대한 논의로 확장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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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 양적/질적 자료 분석을 통해 건강생성이론의 통합성과 

일반적 저항자원의 개념을 통해 자살 기전을 구체화하고 건강 생성이론에 근거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개입에 대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건강생성이론을 적용한 자살기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서울시 

복지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인구사회적 변수와 우울 정도를 보정하고도 

통합성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 그리고 

자살의 정신심리학적 영향 변수인 우울을 통제하였음에도 통합성이 여전히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원으로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사회참여와 지각된 사회지지 그리고 소득수준은 통합성을 

거쳐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통합성이 이들 일반적 저항자원의 

조절변인임을 증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살기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유서분석을 통해 

건강생성이론을 적용시켰다. 앞선 연구에서는 자살 생각의 변수 활용하였고, 기존의 

연구들도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연구들을 진행하나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가 완결된 자살과 영향요인이 완전히 같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자살 사망자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자살 사망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방법에는 심리적 부검이 있으나, 이는 제3자의 증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 당사자의 내면을 충실히 알아내기 어렵다. 또한 자살률을 이용한 양적 

통계분석도 가능하나 이는 개인의 맥락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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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서 315건은 1차자료로서 분석되었는데, 이중 자살자의 주관적 상황에 대한 

자기인식이 있는 유서를 선별하여 최종 유서는 154개가 되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질적 방법으로 이론적 주제분석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귀납적/상향식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질적 연구의 보편적 방법이지만 본 연구는 건강생성이론이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연역적/하향식의 방법인 이론적 주제분석방법을 채택하였다.  

 유서분석결과 일반적 저항자원의 심각한 결핍으로 신체적/경제적/관계적/심리적 

위기가 결합된 복합적이고 다차원적 문제상황에 처해 있었다. 또한 극히 저하된 

통합성으로 인해 문제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외부에서의 적절한 자원의 공급을 통한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앞선 연구에서 건강생성이론을 통해 자살기전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살자들은 자살이라는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자살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믿고 있었으며, 문제가 만들어진 바로 그 상황과 여건(일반적 

저항자원의 결핍상황)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자살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절실해 보였다.  

자살 기전에 따른 정책 개입지점에 자살행위에 대한 위험에 대한 보호요인 

그리고 향상요인을 구성하였다.우리나라 자살문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수단을 정부/사회와 지역사회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자살의 

보호요인으로서의 정책적 수단은 경제적/정신보건 서비스, 자살위험군의 지속적 

사례관리,치명적 자살수단 접근 제한,언론보도 규제정책 그리고 의료인 대상 

자살예방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기반의 게이트키퍼제도와 자살위기관리체계를 살펴 

보았다.그러나 정책의 범위를 여기서 그치지 않고,개인 스스로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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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증진시키기 위한 향상요인을 위한 정책수단까지 확장하여 포함시키기 

위해 구체적 정책수단으로 기초노령연금확충,지역의 소득격차 감소,최저임금인상과 

같은 안정적 소득지원에 대한 정책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제도 그리고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의 활성화 그리고 주민주도적 

마을 만들기와 같은 사업으로 지역 공동체를 부활시키려는 정부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제한점은 우선 자살행위와 통합력과의 연관성 분석내용이 

건강생성이론의 이론적 특성과 다소 엇갈린 방향으로의 접근에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건강생성이론은 일반적 저항자원의 공급으로 통합성이 향상되어 개인 

스스로가 건강수준을 다시 회복하거나 향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생성적 

세계관에 기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통계적 분석과 같이 자살과 같은 특정 

건강문제의 구체적 기전을 밝히고자 하는 과정은 오히려 이러한 건강생성이론의 

이론적 방향보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인 병인론과 유사하다고 하다는 

점에서 연구모델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건강 향상으로 진행하는 

건강생성적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건강생성이론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자살문제와 

같이 특정한 건강문제에 있어 건강생성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ntonovsky 역시 대부분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생성뿐 아니라 병인론적 관점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건강증진은 건강의 연속선상의 어느 지점에서라도 건강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 개입이 더 필요한 지점은 건강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개인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살 문제를 접근하는 것 역시 자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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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과 기전에 대해 충분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살기전을 건강생성이론에 근거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시행한 자살행위와 통합력과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양적 연구나 이미 자살을 완결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유서분석 만으로는 부족한 것은 분명하다. 유서분석에서 

통합성이 낮은 사람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거나 실제로 자살을 완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합성의 낮은 사람의 특징의 반대가 반드시 통합성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통합성이 낮은 사람이 자살행위를 할 

확률이 높다고 해서 통합성이 높은 사람이 반드시 자살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5-10년 동안의 

장기간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포함한 경시적 추적조사와 같은 연구를 통해 실제 

여러 정책적 〮◌사회적 개입들이 실제로 통합력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자살행위를 감소시키는지에 관한 실증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문제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는 물질적 자원, 

사회적 지지와 같은 실질적 저항자원을 규명하고 개발하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여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자살생각과 통합성과 연관성을 살피는 양적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도구에 관한 부분이다. 연구 대상자의 통합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실제 설문지를 통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2차자료에서 유사한 설문을 

추출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다. Antonovsky의 건강생성이론에 보다 정합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와의 연구 비교를 위해서는 차후에라도 Antonovsky가 

개발하여 널리 통용되는 SOC-29과 같은 측정 도구를 통해 연구 대상자의 통합성 

측정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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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  

건강생성이론적 접근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 건강을 

생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돌입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요인과 더 나아가 향상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책적 접근 범위는 훨씬 더 통합적이고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살의 문제는 결국 사람의 삶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자살 문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스트레스-

대처 이론인 건강생성이론의 개념을 통해 자살 기전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의 통합성을 강화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자원의 개발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건강생성이론의 적용을 통해 자살 예방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자살예방정책의 방향은 자살행위를 완전히 없애는데 있지 않다. 다만 

사회에서의 적절한 자원의 공급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자살을 감소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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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uicide pathway and  

Suicide prevention policy based on 

Salutogenesis 

Jiyoun, Kim 

As more and more Korea suicide becomes on object of public concern, many 

programs are putting into practice to prevent suicide recently. There are two types of 

approach in these movements, one is sociological perspective that suicide is a 

pathological social phenomenon and second is pathogenic perspective that suicide 

should be cured because of psychological state as result of mental disease such as 

depression. Both are apparently telling a bit of truth about suicide, but which seemed 

not to be based on full understanding of it.  Salutogenesis is a ‘stress-resource 

oriented concept’ about individual and collective coping, exploring factors that keep 

people healthy, especially under difficult circumstances. As a core concept of 

Salutogenesis, Sense of coherence (SOC), together with the importance of 

empowering people to use GRRs (General Resistant Resources) effectively, to go 

toward a good healthy life by oneself. So the aims of study is to understanding 

suicide comprehensively through applying of Salutogenesis and to develop a policy 

intervention based on Salutogenesis.    

The aim of first quantitative study is to examin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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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cidal thought and Sense of Coherence (SOC) and to identify social support as 

General Resistant Resources (GRRs) for improving SOC. For the study, Seoul Welfare 

Panel Study (SWPS, 2010) was analyzed and final sample is consists of 2,357 

individuals aged 18 and over.  This study consisted of two parts. First is to verify that 

SOC has an impact on suicidal thought, even though social structural·psychological l 

factors(sex, age, marital state,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and depression) were 

controlled. Second is to examine whether social support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ocial participa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increasing SOC as GRRS. For this 

analysis,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was lastly conduct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OC has on great positive 

effects on decreasing suicidal thought; moreover SOC can decrease impacts of 

depression on suicidal thought.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comparatively high 

level of social support, social participation are the factors for promoting SOC.  

The aim of second qualitative study is to analyze perception of themselves and 

their subjective circumstance of those who commit suicide, rather than to list the 

causes of suicide, and to identify the level of Sense of Coherence (SOC) and General 

Resistant Resources (GRRs) through applying Antonovsky’s SOC theory on the results 

of analyzing suicide notes, and to explain suicide pathway including the relationship 

of SOC and GRRs by analyzing each case. 

 The data was suicide notes that collected by three police stations from 1997 to 

2006, the number of those was 315, but final data was only 154 suicide notes which 

included introspection of those who commit suicide. This research utilized a deductive 

‘‘top down’’ approach and in doing so it employed a theoretical thematic analys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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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k SOC theory and mapped it onto the data set.   

 The thematic analysis revealed that SOC theory mapped effectively onto that data. 

The analysis also revealed comprehensibility matched “difficulty of understanding the 

situation”, “psychological pain” and “no solutions”, and manageability matched 

“negative past orientation”, “loss of control” and “break of connectivity”, and 

meaningfulness matched “loss of life meaning” and “hopelessness”, which explained 

the level of SOC was extremely low. And those who commit suicide faced the complex 

situation, which lack many kinds of GRRs such as material resources, physical 

resources, social support, self-confidence and coping strategy. It gave those who 

commit suicide severe psychological pain, powerlessness and loss of life meaning. 

But even though they faced that stressful situation, they could response properly and 

healthily only if they had enough another core resources.  

As suicide could be understood as a result of problem-solving process through 

reflection in face of a crisis, to improve of problem-solving capacity is the key of 

intervene to prevent suicide. To build a comprehensive policy for prevention of suicide, 

we should focus on risk factors, protect factors and promoting factors of suicide in 

multiple dimension such as individual level, group level and country level.  

Keywords: suicide prevention, Salutogenesis, SOC(sense of coherence), GRRS(general 

resistance resources, health promotion 

Student number: 2011-30694 

 


	제1장 서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연구의 구성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자살에 대한 이론적 접근
	1.1 자살의 정의
	1.2 자살예방에 대한 정당성 논의
	1.3 자살 기전에 관한 다른 이론들
	1.4 건강생성이론에 따른 자살 기전

	2.건강생성이론 이해
	2.1 건강생성이론의 소개
	2.2 다른 건강증진이론과의 비교
	2.3 건강생성이론의 모형


	제3장 자살 생각과 통합성 연관성의 연구
	1.연구 필요성
	2.자살과 통합성의 연관성에 관한 선행연구
	3.건강생성이론에 근거한 자살기전의 이해
	4.연구 방법
	1.1 연구 자료
	1.2 변수의 채택과 재구성
	1.3 분석 방법

	5.연구 결과
	1.1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자살생각
	1.2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1.3 자살 생각과 통합성
	1.4 통합성과 사회적 지지
	1.5일반적 저항자원과 통합성 그리고 자살 생각과의 경로 분석

	6.논의
	7.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4장 건강생성이론에 근거한 유서분석
	1.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의 틀

	2.연구 방법
	1.1 연구 설계와 연구 가설
	1.2 분석 자료(유서)
	1.3 분석 방법(이론적 주제 분석)
	1.4 코딩 프레임 구축
	1.5 분석 과정

	3.연구 결과
	1.1 자살자의 통합성 수준
	1.2 자살자의 일반적 저항자원의 수준
	1.3통합성과 일반적 저항자원의 연관성

	4.논의
	5.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5장 건강생성이론에 따른 자살 예방 정책
	1.자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2.우리나라 자살문제와 건강생성이론
	1.1 우리나라 자살의 특징
	1.2 우리나라 자살문제와 건강생성이론의 접합점

	3.건강생성이론에 근거한 자살예방 접근 전략
	1.1 건강생성이론의 정책적 함의
	1.2 병인론적 접근과 결합
	1.3 사회생태학적 접근과 결합

	4.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접근 전략
	1.1 정책적 접근을 위한 검토사항
	1.2 자살기전에 따른 자살접근 전략

	5.우리나라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수단
	1.1 자살의 위험에 대한 보호요인
	1.2 자살예방을 위한 향상요인


	제6장 결론
	1.요약 및 결론 
	2.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과제
	3.연구의 의의

	참고 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