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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난 10년간 한국의 노인 자살은 크게 증가하였고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자살은 심각한 사회 

병리적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인 자살의 공간 패턴의 변화와 

시·공간적 확산을 분석하고,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환경 

요인을 추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노인 자살의 시·공간적 확산을 

분석하기 위해서, 노인 자살자 수를 분기별, 연도별로 집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자살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군집적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 자살자가 많은 지역 주변에 자살자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자살의 군집성이 임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갖고 

있었다. 노인 자살의 핫스팟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났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강원, 충청권으로 확대되어 갔다. 

둘째, 노인 자살은 이전 시점의 주변 인접지역의 노인 자살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마르코프 연쇄 모형을 이용한 

마르코프 변이 행렬을 통하여 해당 시점에 해당지역의 노인 자살자 수가 

그 이전 시점의 주변 지역 자살자 수와 유사하다는 것이 확률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자살이 시·공간적으로 연관성이 있으며, 노인 

자살이 인접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감을 의미한다. 

셋째, 노인 자살의 확산효과를 고려하면서 지역 환경 요인이 노인 

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시·공간 다이나믹 패널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시간적 연관성, 공간적 연관성, 그리고 자살의 

확산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노인 자살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시점의 노인 자살이 그 다음 시점의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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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지역의 노인 자살이 해당 지역의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전 시점의 주변 

지역의 노인 자살이 그 다음 시점의 해당 지역의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역시 보여준다. 이것은 한 지역의 노인 자살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지역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의미하면서 자살의 

전염성을 나타낸다. 

넷째, 지역 환경 요인이 노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확산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패널 모형과 시·공간 다이나믹 패널 

모형의 추정 결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지역 환경 요인으로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사회적 자본 요인, 도시 인프라 요인, 그리고 

사회적 접촉 요인과 언론 매체 요인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변수는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도시 인프라 요인에서 도시공원, 사회 

접촉 요인에서 인구밀도, 노인 여가시설, 노인 인구 이동률, 그리고 언론 

매체 요인에서 지역 신문 매체와 TV 뉴스 시청률이다. 

두 분석 모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가 많을수록 노인 자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노인 자살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시공원의 경우, 일반 패널 모형에서는 도시공원과 노인 자살과의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확산효과를 고려한 

시·공간 다이나믹 패널 모형에서는 도시공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살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자살의 시·공간적 

연관성을 고려하면, 도시 공원은 노인 자살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접촉 요인에서 노인 여가시설의 경우, 확산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패널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살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자살의 확산효과를 고려한 시·공간 

다이나믹 패널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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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시설은 노인들의 사회적 교류를 촉진시키고, 삶에 활력을 주는 

요소로서 자살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자살의 전염성 측면을 

고려하면,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노인 

여가시설을 통하여 사회적 교류가 촉진된다고 해서 반드시 긍정적 

만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만남 속에서 우울증 같은 부정적 감정 

역시 전파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의 확산효과를 고려하면, 

노인 여가 시설이 반드시 자살 감소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자살 

감소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노인 인구 이동률 역시 사회적 접촉 요인으로서 두 모형에서 모두   

자살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살의 확산효과를 고려하면, 그 영향력의 크기가 감소한다. 

이는 자살의 전염성을 고려할 경우, 사회적 접촉이 갖는 긍정적 효과가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결과가 변하는 것은 노인 

여가시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접촉의 이중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TV 뉴스 시청률의 경우, 자살의 시·공간 확산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살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공간 확산효과를 고려할 경우, 자살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자살의 

전염성을 고려할 경우, 뉴스 시청률과 자살 감소와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는 TV 뉴스의 영향력이 특정 공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도시 공원을 설립, 관리하는 것은 노인 자살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공원이 그 지역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도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므로, 사람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기능은 파급 

효과를 가지면서 나타날 수 있다. 노인 여가 시설의 경우, 도시 

계획적으로 그 시설을 설립,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 자살의 확산효과를 고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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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시설이 갖는 긍정적 기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 만남의 이중적 효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노인들 역시 

하나의 사회집단으로서 만남 속에서 갈등이 형성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인 여가시설이 자살 감소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노인 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놀이 문화를 만드는 등 

행정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노인 자살, 시·공간 확산, 지역환경 요인, 시·공간 다이나믹    

        패널 모형 

학번: 2010-3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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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연구 목적

1) 연구의 배경  

지난 10년간 노인 자살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사망원인 중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사인이다. 2003년 1,161명이었던 노인 자살자는 

2010년 4,386명으로 4배 증가하였고, 노인 10만명당 노인 자살률은 

2003년 34.6명에서 2010년 79.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1년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국의 65세 이상인구의 자살 비율은 노인인구 십만 명당 72명 정도로 

OECD 평균인 20.2명보다 세 배 이상 높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지만, 노인 자살률은 

특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노인 자살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부딪히게 

되는 경제력의 상실, 가족들의 지지 감소, 사회관계의 축소, 우울증의 

증가 등 주로 개인적 요인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재욱·김수봉, 2011; 김형수, 2001; 박재산 외, 2009; 이인정, 2011; 

한삼성 외, 2009). 그러나 노인 자살을 단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조명하고, 노인의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간주하고, 사회구조가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해체되면서 노인 자살이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김왕배, 

2009; 장석만, 2009). 

노인 자살은 주로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지역별 

자살률의 편차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데, 특히 강원지역과 

충청지역에서 노인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강민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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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균, 2008). 그런데 노인 자살률의 공간패턴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간적으로 군집하면서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xeter and Boyle, 2007). 이러한 시·공간적 군집 

확산을 사회적 전염성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Bearman and Moody, 2004; Christakis and Flower, 2009; Hazell and 

Lewin, 1993; Marsden, 2001; Philips, 1974; Wong et al., 2005). 사회적 

전염성이란 사람의 행동, 믿음,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전이되어, 사람들이 같은 행동, 믿음,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자살, 폭력, 흡연, 비만뿐만 아니라, 행복, 우울증과 같은 감정까지도 

타인에게 전이된다. 이러한 전염성은 행위의 전염성(Jones and Jones, 

1994)과 감정의 전염성(Barsade, 2002; Gump and Kulik, 1997) 으로 나눌 

수 있는데(Marsden, 1998), 자살은 개인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우울증과 

같은 감정의 측면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두 가지 전염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살의 전염성을 처음 언급한 

Philips(1974)는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The Sorrows of 

Young Werther)』에서 주인공 베르테르가 자살을 하고,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모방 자살을 하여, 이 책이 한 때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금지되었다는 것을 예시하였다.  

자살의 전염성은 미디어에 의해서나 또는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다. 언론의 자살 보도나 아는 사람의 자살은 사회적으로 

자살에 대한 거부감이나 억제력을 약화시켜 자살을 전염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신문, TV와 같은 매체를 통한 자살 보도가 모방 자살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들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주로 청소년이나 젊은 층 

또는 노년층이 장년층보다는 자살보도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Gould et al., 2003; Pearson Gibson and Range, 1991; 

Romer et al., 2006). 

또한, 자살은 사회적 접촉이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Bearman and Moody, 2004; Carey, 1992; Christaki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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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 2009; Hazell and Lewin, 1993; Range et al.,1997). 이는 자살을 

일으키는 가장 큰 기제인 우울증이 역시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Clay et al., 2007; Joiner, 1994; Yapko, 2009). 

이러한 사회적 접촉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더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적인 접촉이나 관계에 의한 자살은 지리적으로 군집하여 

발생할 수 있다. Flower et al. (2008)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사회 연결망 안에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끼리 모여 있으며, 특히 1.6km 안에서 사는 친구의 

행복은 자신이 행복할 확률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우울증과 같은 개인의 심리상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주변 사람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받고,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 역시 인접한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노인 자살의 시·공간적 전염성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 자살의 

시·공간적 패턴과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노인 자살의 확산을 억제하는 지역정책을 

마련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다. 물론, 자살의 사회적 전염은 이미 

심리적,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해져 있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부추기는 방아쇠적 기능을 하는 것이기에, 사회적 전염을 자살의 1차적 

원인이라기보다는, 2차적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2차적인 

원인도 노인 자살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지역 정책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건강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지역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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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및 연구 목적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노인 자살에 관한 연구는 주로 노인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이나 더 나아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왔다. 

본 연구는 지난 수년간 노인 자살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노인 자살이 

시·공간적으로 전염되는지를 파악하고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 문제와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자살의 공간패턴이 군집성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군집성이 나타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군집성이 어떻게 

변하는가? 

선행 연구들의 분석 결과, 자살은 공간적으로 군집해서 나타나고  

있다(Brent et al., 1989; Wilkie, 1998). 특히 개인의 자살이 자살한 

사람과 인접한 지역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하고 자살한 사람들 간에 

사회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살의 군집성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도 있다. 이 연구들은 자살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군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Baller and Richardson, 2002; 

Congdon, 2012; Exeter and Boyle,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자살의 공간분포와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을 통해 노인 자살의 공간패턴을 살펴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패턴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지난 

10년(2003년~2012년) 동안 노인 자살의 공간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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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만일 노인 자살의 공간적 군집 패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면, 노인 자살은 시·공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가?

본 연구는 노인 자살의 공간 패턴을 살펴보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살자들이 군집된 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 확대 혹은 

이전되어 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만일, 노인 자살이 주변 지역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확산되어 나간다면, 노인 자살이 전염성을 띄면서 

공간적으로 확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자살이 

군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염성에 의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Baller and Richardson, 2002; Bearman and Moody, 2004; 

Gould et al., 1990; Gould et al., 1994). 더 나아가 경제적 요인을 

통제하고서도 주변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자살이 발생하는 

전염성을 밝혀주고 있다(이민아 외, 2010; Bearman and Moody, 2004; 

Gould et al., 1990; Hedstrom et al., 2008; Qin et al., 2002; Wong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자살의 시·공간적 패턴을 분석하고 과연 

노인 자살이 확산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노인 자살이 시·공간적으로 확산된다면, 지역의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 요인을 추출하는데 적합한 모형은 무엇인가?

만일, 노인 자살이 시·공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경우,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환경 요인을 추출하는 적합한 모델은 이러한 

시·공간적 확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확산을 고려하는 모형으로는 

시·공간 다이나믹 패널 모형이 있는데, 이 모형은 종속변수에 있어서 

시간의 연관성, 공간의 연관성, 그리고 시·공간적 연관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확산의 영향력을 추정한다(Anselin, 2008). 여기서 시·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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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은 해당시점에 해당지역의 종속변수가 이전 시점의 인접지역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추정하는 확산효과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적 확산효과를 반영하면서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환경 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살의 시·공간적 확산효과를 고려하는 경우와 

고려하지 않을 경우의 모델의 추정결과를 비교하면서 보다 적합한 

모형을 설정하여, 지역환경 요인이 노인 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하게 추정하려고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자료 

1)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지역의 노인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노인의 자살의 시·공간적 확산에 대한 연구로 노인 

자살률이 아닌 노인 자살자에 초점을 두었다. 자살은 개인의 행위이고, 

이러한 개개인의 행위가 전염성을 지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살률보다는 자살자 수의 공간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이는 자살자의 절대적 수치가 주변 개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전염을 발생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살률이 동일하더라도, 자살자 수가 많을수록,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자살자 수가 적은 경우보다 더 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자살자의 절대적 수치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시켰다.  

또한, 자살이 시·공간적으로 확산하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 간격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자살이 한 해에서 다음 해로 1년 

간격으로 전염되는 것이 아니가 때문에 분기별로 자살의 전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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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시간 간격이 길수록 확산 과정이 

희석되어 버릴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자살의 확산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분기별로 자살자 수를 집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세가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표1-1.). 

첫째, 지난 10년 동안 (2003년~2012년) 노인 자살자 수와 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232개 시군구의 노인 자살자 수의 분포를 

지도화하였다. 즉 지난 10년 동안 점묘도로 노인 자살자 수의 

공간분포를 구축하고, 이 점묘도를 바탕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인 

자살의 공간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기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또한 노인 자살의 공간 패턴이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전역적 모란 I 지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노인 

자살의 국지적 공간 자기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량을 

산출하고,  지난 10년간 핫스팟 패턴의 변화를 통해 노인 자살의 공간적 

군집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노인 자살의 확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시점의 해당지역의 

노인 자살자수가 이전 시점의 주변지역의 노인자살자 수와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분기별로 시간 간격을 설정하고,  

마르코프 변이 행렬을 구축하여, t분기의 해당지역의 자살자수가 

t+1분기에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바로 t분기의 주변지역의 자살자수와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마르코프 행렬을 적용하여 지난 

10년간 자살이 확산되는 지역을 추출하였다. 확산지역의 추출을 위해서 

연도별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핫스팟의 변화를 토대로 이전 

해(t-1시점)에 해당지역의 인접지역이 핫스팟에 새로 포함되었을 경우, 

그 다음 해(t시점)에 해당지역도 핫스팟에 추가된다면, 이 해당지역을 

확산지역으로 선출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확산지역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떻게 공간적으로 퍼져나가는지를  파악하였다.   

셋째, 자살의 확산이 나타나는 경우, 노인 자살의 확산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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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서, 지역 환경요인이 노인 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한 모델 및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여기서는 지역 환경요인을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 사회자본 요인, 도시인프라 요인 그리고 

사회적 접촉 요인과 언론 매체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3년~2012년의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시·공간 다이나믹 

패널 모형을 통하여 지역환경 요인의 영향력을 추정하였고, 이 추정 

결과를 일반 패널 모형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 9 -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
구
문
제
1

노인 자살의 공간 
패턴 

Ÿ 2003년에서 2012년까지 노인 
자살과 자살률의 변화 분석

Ÿ 각 지역의 노인자살자 수를 
   점묘도로 표현

2003-2012년
40분기
전국 232개 
시군구

　

Ÿ 모란 I 지수 도출
Ÿ 공간자기상관성지수도출  

(통계량) 
Ÿ 핫스팟의 시간적 패턴 분석 

2003-2012년
전국 232개 
시군구

연
구
문
제
2

노인 자살의 
시·공간적 확산 

Ÿ 공간 마르코프 변이행렬 구축
Ÿ LISA 마르코프 변이행렬 구축 

2003-2012년의 
40분기
전국 232개
시군구

　

Ÿ 노인 자살 확산 지역 추출
2003-2012년
전국 232개 
시군구

연
구
문
제
3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환경 요인 
도출을 위한  
모형 선정 

Ÿ 시·공간 다이나믹 패널 모형 
이용

Ÿ 시·공간 확산효과를 고려하면서 
지역 환경 요인이 노인자살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2003-2012년
전국 232개 
시군구

Ÿ 일반 패널 모형의 추정결과와 
비교 

Ÿ 시·공간 확산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노인 자살과 지역환경 
요인간의 연관성 분석 

표 1-1.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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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자료

노인 자살에 대한 통계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망원인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였고, 고의적 자해(X600-X849) 항목을 합산하였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가운데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을 노인 자살자로 

추출하였다.  

3.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크게 5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제 1장은 노인 자살 확산과 

지역 환경 요인에 대한 연구배경 및 목적을 제시하였다. 제 2장은 자살 

원인의 인구·사회·경제적 요인과 자살 확산적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이론 고찰을 통하여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자살 확산의 

매체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2003년에서 

2012년 동안 노인 자살의 공간분포와 시공간적 확산패턴을 분석하였다. 

특히 노인 자살자 수가 많이 군집되어 있는 핫스팟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르코프 연쇄모형을 

통하여, 노인 자살자 수가 이전 시점의 주변지역 자살자 수와 연관성을 

가지면서 유사하게 변화하는 지역들의 비율을 산출하고, 자살이 시간이 

변함에 따라 공간적으로 확산되는 지역도 추출하였다. 

제4장은 지역환경 요인과 노인 자살의 연관성을 자살의 확산측면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지역환경 요인을 경제·사회·인구학적 

요인, 사회자본 요인, 그리고 사회적 접촉 요인과 미디어 매체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이러한 요인들이 노인 자살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32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2003년에서 2012년 

패널 자료를 토대로 시공간다이나믹 패널 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자살의 확산효과를 고려한 경우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지역환경 

요인과 노인 자살간의 연관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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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은 연구의 분석 결과를 모두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노인 자살의 공간적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지역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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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1. 이론적 고찰

자살 행위는 개인의 정신, 심리 상태에 따른 고의적인 선택 

행위이지만, 개인의 상태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개인의 자살 

행위를 사회적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상황이 문제가 있어서 자살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자살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의 자살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개인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 따른 자살의 원인에 대한 이론과 자살의 

전염성 이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적 관점의 자살론 

자살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조명한 이론은 Joiner(2009)의 

대인관계이론(interpersonal theory)으로, 자살이 ‘자살에 대한 욕망’과 

‘자살에 대한 습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Joiner는 자살 행위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였지만, 공통적인 

사회적 현상이나 문제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특정 사람들만 

자살을 한다는 점을 주목하여(Joiner, 2009),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개인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론을 발전시켰다. 

여기서 말하는 자살의 욕망은 ‘소속감의 약화’와 ‘짐이 된다는 

생각’으로부터 발생한다. ‘소속감의 약화 (thwarted belongingness)’는 

인간의 기본 심리적 욕구인 소속에 대한 열망이 채워지지 못할 때 

나타난다(Van Orden et al., 2010). 이 소속에 대한 욕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연결성에 대한 욕구로,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외로움(loneliness)을 느끼거나, 서로 보살핌과 지지를 주고받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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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absence of reciprocally caring relationship)가 된다(Van Orden et 

al., 2010). 짐이 된다는 생각(perceived burdensomeness)’은 자기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거나, 자기를 혐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소속감의 약화’가 이러한 생각을 유발할 수도 있다(Van Orden et al., 

2010). 

Joiner(2009)에 따르면 ‘소속감의 약화’와 ‘짐이 된다는 생각’은 

개인의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사회적 관계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한 개인이 속한 주위 환경 안에서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원활하게 기능하지 못할 때, 자신의 집단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식은 약화되고, 또한 집단 안에서 부담이 된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소속감이 약화되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 부담이 된다는 생각은 주로 

노인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노인들이 겪는 생애주기적 특성에 

기인한다. 노인들은 퇴직으로 인하여 사회교류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유대성이 약화되고, 소득 감소와 건강 악화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가족이나 사회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김형수, 

2009). 

경제적인 교환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노인들은이 고령화되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 신체적 변화로 인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원이 부족하여, 

그들과의 상호관계에서도 불리한 위치를 갖고 되며, 다른 연령층에게 

의존한다(김형수, 2009; Dowd, 1975). 이러한 불균형한 관계 속에서 

노인들은 자아를 상실하고 속한 집단에서 자신이 ‘짐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노인들의 이러한 성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살이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Joiner, 2009).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자해 

능력 역시 증가하여 자살 행동의 치사률이 높아지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자살이 습득된 능력이라는 점을 의미한다(Joiner, 2009). 자살은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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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도 자살 위험이 가장 높은 인구 집단도 노년층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Joiner, 2009). 

이와 같이 대인 관계 이론에 따르면 노인들이 고령화되면서 경험하는 

소득 감소와 사회관계의 축소가 노인들의 사회적 소속감을 약화시키고, 

짐이 된다는 생각을 증대시켜 이들을 자살 취약집단으로 만든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적 관점의 자살론

위에서 언급한 자살을 발생시키는 ‘소속감의 약화’와 ‘짐이 

된다는 생각’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사회적 맥락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가 속한 집단의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한 개인이 

느끼는 소속감은 차이가 있으며, 사회관계의 속성에 따라서도 자신의 

존재 의미 역시 다를 것이다. 

이러한 자살의 원인을 사회적 관점에서 본 대표적 학자는 

Durkheim이다. 그가 ‘자살론(Suicide: A Study in Sociology)’에서 

자살의 원인에는 사회구조적인 속성이 내제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Durkheim, 1897). 그의 이론에 따르면, 자살은 사회의 

통합(integration)과 규범(regulation)의 정도에 따라 발생하고, 사회 

통합수준에 따라서 자살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사회적 

통합 정도가 낮을 때 발생하는 이기적 자살, 둘째, 사회통합 정도가 너무 

높을 때 나타나는 이타적 자살, 셋째 사회적 규범이 결여된 혼돈 

상태에서 발생하는 아노미형 자살등이다(Durkheim, 1897).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형 자살은 모두 사회적 응집력이 낮은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으나, 이기적 자살은 집합적 활동이 결여되어 

나타나는 것이고, 아노미형 자살은 개인의 욕망에 대하여 사회가 

통제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Durkheim, 1897). 즉, 

이기적 자살은 통합의 약화에 의해서, 아노미형 자살은 규제의 약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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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발생되는데 (Pope, 1976), 이기적 자살에서 말하는 사회적 통합은 

사회가 부과한 목적이나 이상으로 개인들을 집합시켜 주는 사회적 

유대를 나타낸다면, 아노미성 자살에서 일컫는 규범은 개인적 열망을 

규제하는 사회적 유대를 의미한다(Luke, 1972). 특히, 아노미성 자살은 

개인을 둘러싼 상황이나 사회, 문화가 변할 때, 개인을 지탱시켜 주던 

사회적 균형 감각이 파괴되고, ‘개체화’ 된 개인은 자신의 행동을 

안내 혹은 통제할 수 있는 규범을 결여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Mclntosh et al., 1994). 

하지만, 사회통합이 약화되면, 곧 사회 규범 역시 흔들리고, 약화되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약화로 인한 이기적 자살과 사회규범의 부재로 인한 

아노미성 자살은 개념적으로 비슷하다고 해석하기도 한다(Johnson, 

1965). 이들은 모두 개인적 속성이 강하고 사회적 속성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살인 것이다. 반면, 이타적 자살은 사회적 통합성이 지나치게 

강하여, 한 개인이 그가 속한 집단에 부담이 된다고 느껴서 자살하는 

것으로, 자기희생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Durkheim, 1897). 

노인 자살은 Durkheim이 말하는 모든 자살 유형에 해당된다. 

노인들이 고령화되면서 경험하는 사회적 유대성의 약화(lessoned 

integration), 분리의 과정(disengament process),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역할 상실(loss of roles)은 이기적 자살, 아노미형 자살, 이타적 

자살의 원인이 된다(Mclntosh et al., 1994). 

사회적 유대성의 약화는 노인들이 고령화되면서 건강상의 약화, 

직장에서의 은퇴, 배우자의 상실 혹은 자녀들의 분가 등을 경험하면서 

발생한다. 분리의 과정과 사회적 고립은 노인들의 생애주기적 특성상  

심리적인 안정성을 주로 찾으려 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친숙한 환경에서 친숙한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기 때문에(김수영 외, 

2009에서 재인용) 사회관계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노인들은 고독감을 느끼는 경향이 높아지고, 이기적인 자살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이다(Mclntosh et al., 1994). 역할 상실(lo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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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s)은 노화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혼돈스럽게 인지하고, 

자신에 대한 존엄 가치와 삶의 의미를 스스로 낮추면서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아노미형 자살이라고도 불 수 있다(Mclntosh et al., 

1994). 

한 편 자신의 역할을 상실하여 자신이 속한 집단에게 부담주기를 

원치 않아서, 자살하는 이타적인 자살도 발생할 수 있다(Mclntosh et al., 

1994).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Durkheim(1897)은 사회적 통합력이 약할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력이 강한 경우에도, 자살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적 통합력이나 유대성은 자살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을 사회적 응집력, 사회적 지지, 

사회 참여, 사회 통합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회를 하나로 유착시키는 

역할을 한다(Putnam, 1996). 이는 사람들이 혼자보다는 함께 집단 속에서 

번영함을 의미한다(Berkman et al., 2000).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개인들을 응집시키고, 개인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사회적인 보호막을 

제공하면서 개인의 정신 건강이나 자살을 낮추는데 기여한다(Kushner 

and Sterk, 2005). 하지만, 사회적 자본과 자살, 혹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이 오히려 개인의 정신건강을 해친다는 점을 

주장하기도 한다(Almedom, 2005). 사회적 응집력은 개인의 자유와 

안녕을 억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자본은 질병이나 병리적 역할을 재생산하기도 

한다 (Kushner and Sterk, 2005). 

요약하면 사회적 자본은 개인에게 보호적인 기능을 제공하면서 

자살을 낮출 수도 있지만, 개인을 억압적인 상황에 노출시키면서 오히려 

자살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자본이 갖는 이중적 

역할은 Durkheim이 말하는 자살에 있어서 사회적 통합성이 갖는 이중적 

기능과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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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염성 관점의 자살론

자살은 개인적 행위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행위로, 자살이 증가하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더 

심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통합성이 

너무 약화되었거나, 반대로 사회적 통합성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하고 싶은 욕망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살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자살이 증가할 수도 있다. 즉, 한 사람의 

자살이 다른 사람의 자살을 촉발시켜, 자살이 질병처럼 전염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살의 전염성은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주인공의 자살이 많은 사람들의 자살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Philips, 

1974). 

자살의 사회적 전염성은 Philips(1974)에 의해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되었는데, 그는 자살에 관한 보도나 스토리가 다른 사람의 자살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의 연구는 뉴욕 타임즈에 실린 자살 

보도가 실제로 전체 자살률을 증가시켰음을 분석하면서 자살의 

모방효과를 설명하였다(Philips, 1974). 여기서 모방효과란 사회적 

전염성을 의미하는데, 감정, 태도, 믿음, 행동이 질병처럼 집단 내에서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전염성에 대한 정의는 가장 종합적인 

정의는 한 개인의 감정과 행위가 사회 집단 내의 다른 개인에게 

확산되고, 이 확산의 과정에서 모방의 대상이 된 한 사람은 자극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Lindzey and Aronsson, 1985). 

사회적 전염성에 대한 연구는 강제적인 조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행동이 시공간적으로 군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Marsden, 

1998). 사회적 전염성의 대상은 우울증, 행복뿐만 아니라, 비만,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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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자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Marsden, 1998). 

자살은 감정을 표출하는 극단적인 행위임으로, 자살의 사회적 

전염성은 감정의 전염성과 행위의 전염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울증이나 의기소침한 감정은 주변사람들에게 전이되어 그들을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Segrin and Dillard, 1992).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적 표현이나 행위로부터 자신의 감정을 정립시키기도 

하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른 사람의 감정적 표현을 따라 하면서, 

동일한 감정을 경험한다 (Doherty, 1997; Hatfield et al., 1994). 

이러한 감정적 전염성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니는 심리적 속성도 있지만, 주로 부딪히는 상황을 비슷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Gump and Kulik, 1997).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에 놓인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표현을 통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그 

상황에 대하여 비슷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에 환경에 대하여 우울증이나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느끼면,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 역시 이러한 감정을 유발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자살에 있어서 행위의 전염성은 사회적 학습 모델(Social learning 

theory)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행동은 

관찰로서 학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Gould et al., 1989). 즉,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는데, 이러한 모방 행위는 자선뿐만 

아니라 폭력, 알코올 중독, 자살에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살의 

모방효과는 모방 대상이 유명하거나, 자살 사건이 대중성을 얻었을 때 

크게 나타난다(Philips, 1974). 이는 모방대상에 관심을 갖는 경우,  그의 

행동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Bandura, 1977; Gould et al., 1989). 

자살은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를 통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미디어나 

입소문을 통하여 전염될 수 있다(Gould and Shaffer, 1986; Gould et 

al.,1989). 사람들은 자신 주위의 사회관계를 통하여 우울증이나 걱정, 

의기소침한 기분에 전염될 수 있고, 사회적 접촉뿐만 아니라 미디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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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문을 통하여 자살 생각에 대하여 좀 더 친숙해 질 수 있다. 

사회적으로 타인의 자살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자살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지고 자살에 대한 억제력도 감소하는 것이다. 결국, 

자살의 전염은 사회적으로 자살 행위에 대하여 익숙해지고,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자살을 접하면서, 자살을 자신이 처한 

문제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할 때 

발생한다(Gould et al., 1989). 

따라서 자살의 전염성은 지리적 근접성(geographical proximity), 사회 

심리적 근접성 (psychological proximity), 그리고 취약성(population at 

risk)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Zenere, 2009). 사람들은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더 잦은 사회접촉을 하고, 자신의 지역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나 소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한 자살 

희생자가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살 희생자와 

사회심리적인 가까움을 느끼면서,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의 자살을 

모방할 수 있는 것이다(Gould et al., 1989). 특히 가정환경이나 개인적 

경험, 사회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의 자살과 같은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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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살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1) 자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자살을 발생시키는 심리적인 원천은 우울증과 관련이 깊다. 우울 

증상들은 ‘좌절된 소속감’이나 ‘짐이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고, 이러한 감정은 개인의 유전적 특성, 신체 정신적 건강,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관계 혹은 개인이 속한 사회 집단의 속성 등 

사회적 환경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개인이 속한 사회적 속성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울증은 

어떠한 개인적 특성을 매개로 하든지 사회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Li 

et al., 2011; Taylor et al., 2005). 여기서는 개인의 자살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경제적 요인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인구학적 요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을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신성원, 2008; 오진경 외, 2005; 윤명숙·최명민, 2013; Joiner, 

2009),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자살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성원, 2008; Joiner 2009; Stack, 2005)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이 자살을 하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한다(Conwell et al., 2002; Joiner, 2009).  1990년에서 

2006년까지 한국의 자살현상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보다 남성의 

자살률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인구의 자살률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신성원, 2008). 

이러한 패턴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자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백인 노년층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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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여겨진다(Joiner, 2009). 

결국 노년층에서 이렇게 자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노화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건강 약화나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배우자의 

상실로 가족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사회관계 축소로 사회적 지지가 

감소하는 등, 자살의 위험요인에 더 자주 접하기 때문이다(권중돈 외, 

2012). 노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경제적 자원이나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더 노출되고 자살에 취약할 수 있는 

것이다(정순둘·구미정, 2011). 15개 시도별로 경제 위기와 자살률간의 

관계를 패널 모형을 사용한 김민영 외(2011)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은 

신용카드 유동성 위기와 같은 대내적인 위기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소득감소나 부채증가와 같은 경제적 

위기나 사회적 유대성 약화나 갈등과 같은 사회 관계의 위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2) 경제적 요인 

자살은 소득이나 지위와 같은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개인의 지위가 낮거나 빈곤 상태에 있는 경우, 우울함을 느낄 확률이 

높아지며, 자살 생각을 하거나, 자살을 하게 될 확률이 

증가한다(우혜경·조영태, 2013; Lorant et al., 2005; Sareen et al., 2011; 

Taylor et al., 2005). 이는 빈곤 자체가 정신 건강이나 자살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면서 

자살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채 

역시 우울감을 가중시키며 자살을 유발할 확률을 증가시키고(Hintikka et 

al., 1998; Yip et al., 2007), 실업률이나 경제성장률과 같은 전반적인 

경제상황도 자살률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eyerer and 

Wiedenmann, 1995). 경제적인 위기는 개인에게 스트레스와 걱정을 

안겨주면서, 자살의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Petrovich, 2001). 



- 22 -

특히 노인에게 있어서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경제적 요인은 가족, 

사회 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지탱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살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노인의 

경제적 상황과 자살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박재산 외(2009)는 65세 이상 

인구 6,213명을 대상으로 자살 충동에 대한 설문을 하였다. 그 결과, 

주거형태, 세대구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등 다른 개인적인 변수를 

통제하여도, 한 주 동안 노인의 경제 활동이 자살 충동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노인의 경제적 빈곤 상태가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빈곤의 원인인 조기 은퇴로 인해 

노인의 노후 준비가 부족했고, 노후 자금의 결핍이 자살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박재규, 2008). 김명일·신해리(2013)의 연구에서도 과거 

노후 준비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 생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2010년 서울시 복지패널 2차년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과거의 

노후준비가 우울증과 상호작용하여 노후준비를 했을수록 자살생각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김형수·권이경(2013)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을수록 노인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노인 자살률의 변동 추이를 분석한 김승용(2004)의 

연구에서는 이전 해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노인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3) 사회적 요인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사회 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자본 역시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도 가족을 중심으로 한 

지지와 네트워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자살의 감소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윤채 외, 2012; 이윤주, 2009; 임수영, 

1996; 최길순·박대성, 2009; 최인 외, 2009; Compton et al., 2005; Sar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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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9). 

가족은 일차적 사회집단으로서, 가족 구성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면서, 자살의 보호막 기능을 한다. 한 연구는 개인의 경제적 위기 

사건뿐만 아니라 부부 싸움이나 가족간의 싸움 등 가족 관계의 불화가 

자살을 촉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김효창, 2009). 특히, 가족의 

해체를 의미하는 이혼은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Kposowa, 2000). 

오진경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을 보정한 자살 사망 위험도가 

미혼, 사별, 이혼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이혼을 한 사람은 이혼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자살로 사망할 확률이 5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Kposowa(2000)의 연구에서도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혼한 

사람들에게서 자살할 위험성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지만 미혼이거나 

사별한 경우 자살위험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외에 최근 들어 한국에서 급증하는 독거 생활도 노인 자살률의 

원인이 된다(고재욱·김수봉, 2011; 권중돈 외., 2012; 김왕배, 2009; 

김형수, 2001). 자살로 사망한 노인의 60% 이상이 독거노인으로, 

독거노인의 자살률은 일반노인에 비하여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중돈 외, 2012에서 재인용; Draper, 1996).  가족의 지지를 잘 

받지 못하거나, 혼자 있는 노인들은 자살 생각이나 자살적인 행동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박재산 외, 2009; 이인정, 2011; 최인 

외, 2009; 한삼성 외, 2009).    

개인의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관계 혹은 사회참여나 

사회적 지지 역시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 (EL-Sherbini et al., 2009; 

Poudel-Tandukar et al., 2011). 18세에서 64세의 흑인 2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Compton et al.(2005)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의 통합력이 가장 

낮은 집단이 가장 높은 집단에 비해 자살 할 확률이 8배 이상 증가하고, 

사회적 지지가 가장 낮은 집단은 가장 높은 집단보다 자살 확률이 6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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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수준의 사회적 지지와 자살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가 낮으면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살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De man and Leduc, 1995). 신상진·조영태(2007)의 

연구에 따르면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교육수준, 직업군, 소득 등 개인의 

사회 경제적 요소를 통제하여도 주변에 가까운 친척, 혹은 가족이 

있거나, 사회단체나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 자살 충동을 경험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a and Cho(2013)는 사회적 자본과 자살 생각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울에 사는 20세에서 40세 미만의 인구집단은 

NGO, 지역단체나 정치 단체에 가입할수록 그리고, 40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집단은 우정이나 취미를 기반으로 한 동호회 같은 모임에 

가입할수록, 자살 생각을 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게 있어서도 사회 참여나 사회적 지지는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자살생각을 완화시키거나 자살행위를 할 확률을 낮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명일·신혜리, 2013; 김형수, 2001; 최인 외, 2009). 특히 

노인의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가 자살 생각 감소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양남영·문선영; 2012). 

(4) 지역특성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요인들은 지리적으로 다르게 

분포되고, 사회, 경제 인프라의 이용에 있어서 접근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자살률이 다르게 나타난다(Shah et al., 2007). 

자살률의 공간 분포나 지역적 편차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이혼률이 높을수록 

자살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민영 외, 2011; 김민영, 

2013; 김기원·김한곤, 2011; 김동현 외, 2007; 노용환, 2006; 유정균, 

2008; 윤명숙·최명민, 2012). 



- 25 -

도시와 농촌 모두 노인의 가구 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노인들이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명희·임미영, 2013). 

김상원(2010)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의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가 자살률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조할 수 있는 지역 인프라가 갖추어졌을 경우 자살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광역시도별로 노인 자살률의 공간 분포를 연구한 

김기원·김한곤(2011)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의 복지예산 비율 높고, 

체육시설이나 여가시설이 많을수록 노인 자살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김동현 외(2007)의 연구에서도 지역별 복지시설의 수가 노인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퇴직이나 건강상의 약화 등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드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은 자신이 거주해 온 지역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 노인들의 자살 생각이나 자살 충동 완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역적 요인들을 말해준다. 즉,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소득 

감소가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 지역의 복지 예산이나 

복지시설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킬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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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분류 측정지표 자살, 자살률증가에 
미치는 영향 

개인 특성 

인구학적 요인

연령  (+)
성별 남성(+)
교육수준  (-)
결혼상태 이혼(+)
가구형태
(1인 가구) (+)

경제적 요인

고용상태 고용(-)

빈곤상태
(기초수급여부)  (+)

주택소유형태  자가(-)
노후 자금 (-)

사회자본적 
요인 사회단체 참여여부 (+/-)

지역 특성

인구학적 요인

연령 
(고령인구의 증가) (+)

독거노인의 비율 (+)
대학교육이상 비율 (-)
이혼율 (+)

경제적 요인

지방세 (-)
실업률 (+/-)
산업구조 농임업(+)
경제위기 (+)
복지예산비율 (-)
기초생활수급자비율 (+/-)

사회자본적
요인 

사회참여율 (+/-)
투표율 (+/-)
자원봉사자비율 (+/-)

인프라

복지시설 (-)
체육시설 (-)
여가시설 (-)
의료시설 (+/-)

표 2-1. 기존 선행연구에 나타난 자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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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살의 전염성에 관한 실증 연구 

위의 연구들이 증명하듯이, 자살은 인구·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살을 인지하고,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을 모방하여, 자살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살의 전염성은 자살을 모방하는 사람이 자살을 자극한 사람과 비슷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경험하거나,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살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회관계 속에서 한 사람의 자살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디어나 입소문을 통하여 자살을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자살 생각을 좀 

더 쉽게 하고, 자살에 대한 사회적 억제력이 축소되어서 자살이 

시공간적으로 군집하여 발생,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Gould and Shaffer, 

1986; Gould et al., 1989; Gould et al, 1990a).

(1) 사회적 관계를 통한 자살의 전염성

사회적 관계를 통한 자살의 확산을 설명한 연구들에 따르면 자살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에서 시간적으로도 매우 가깝게 발생하는 

사례들을 서술적으로 보고한 연구와 통계적으로 자살의 전염성을 실증 

분석한 연구들로 분류될 수 있다.  

① 서술적 연구

자살의 전염성을 서술적으로 묘사하는 연구들은 같은 지역이나 같은 

학교 등 한 집단 내에서 자살이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는데(Brent et al., 

1989; Gould et al., 1990a; Joiner, 2003; Robbins et al., 1998; Wilkie et 

al., 1998) 자살한 사람들이 서로 아는 사이였거나, 사회관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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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알고 지내지는 않아도, 같은 지역 혹은 같은 집단 내에서 

접하는 사건이 자극제로서 자살의 증가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Brent et al.(1989)의 연구는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나흘 사이에 두 명의 학생이 자살하고 그 후 18일 사이에 7명이 자살을 

기도한 사례를 보여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자살이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 나타나는데, 자살한 학생들은 서로 친구였고, 자살을 시도한 

학생들도 자살한 학생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자살의 군집성을 분석한 Robbins et al.(1998)의 연구와 

Wilkie et al.(1998)의 연구도 같은 지역 내에서 시공간적으로 밀집하여 

청소년들의 자살이 증가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자살한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인구 소규모의 같은 마을에서 거주하거나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로 상호 심리적인 거리감이 적거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는 것이 나타났다. 따라서 한 사람의 자살이 

자극제가 되어 다른 사람의 자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② 통계적 연구

자살의 전염성을 통계적으로 증명한 연구는, 연령, 성별, 소득 등  

개인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수를 통제하고, 사회 관계망 속에서 아는 

사람의 자살이나 자살 생각이 주변 사람들의 자살 생각이나 자살적인 

행위 혹은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민아 

외, 2010; Agerbo et al., 2002; Bearman and Moody, 2004; Gould et al., 

1990a; Hedstrom et al., 2008; Wong et al., 2005). 개인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는 가족 관계와 학교나 직장, 그리고 지역 등 비가족 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 가족은 1차적 사회집단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보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자살은 상당히 큰 파급력을 낳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경우, 동일한 유전적 요소를 보유할 수 

있으므로, 정신적인 민감성이나 취약성을 유사하게 지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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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의 자살은 다른 구성원의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는데(Agerbo, 2005; Qin et al., 2002), 여기서는 가족 

내의 자살의 전염성이 가족의 정신 병력 등 가족력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Agerbo(2005)의 연구에서는 10세에서 21세의 젊은 자살자의 교육, 

고용상태, 가족관계, 가족 구성원의 고용상태, 정신병력, 가족의 정신 

병력들의 인적 사항을 면밀히 추적해서 자살을 전혀 시도하지 않은 같은 

연령 집단의 인구를 조절 집단으로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의 정신병력과 자살여부 그리고 자살자의 정신병력이 

자살 증가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 

따르면 자살 생각에 있어서 유전적 요소는 36% 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자살 시도에 있어서도 유전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력은 18%에 

지나지 않는다(Fu et al., 2002). 

비가족관계인 학교나 직장 혹은 지역 내에서 사회적 관계를 통한 

자살의 확산은 많이 연구되어졌다. Bearman and Moody(2004)의 연구는 

13,64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친구의 자살 시도가 

자신의 자살 생각이나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친구의 

자살 시도는 자신의 자살 생각을 2배 이상 증가시키고, 자신의 자살 

시도를 1.5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데, 설문자료는 사회경제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자신감 등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자살 시도한 친구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자살을 시도했는지 여부도 

포함하였다. 여기서는 가족 구성원의 자살 시도 역시 자신의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를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친구로부터 받는 영향이 가족으로부터 받는 영향보다 더 크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홍콩의 12세에서 17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연구에서는 사회관계망 속에서 아는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면,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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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적인 행위를 할 확률을 증가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Wong et al., 

2005). 이 연구는 자해 경험이 있는 실험집단과 자해 경험과 의도가 없는 

조절집단을 비교한 뒤, 로짓 분석을 이용하여 주위 사람의 자살 시도와 

자신의 자살적인 행위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조사는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있는지 그리고 자살을 하거나 시도한 

사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자신의 우울증이 

중간 수준 이상 있을 경우, 주변사람의 자살 시도는 자신이 자살적인 

행위를 할 확률을 3.75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살 생각을 하고 

있을 경우, 주위 사람의 자살 시도는 자신의 자살적인 행위를 8.95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스트레스나 가족관계 등 개인의 

다른 사회심리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 사람의 자살 

시도가 개인의 자살적인 행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개인이 우울증과 자살생각이 있을 경우, 주변 사람의 자살 

시도는 자신의 자살적인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사회관계망 속에서 주위 사람의 자살시도의 파급효과는 

청소년들에게서 크게 나타나지만, 단지 청소년들에게만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다. 스톡홀롬의 18세에서 64세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성의 경우, 직장에서의 동료의 자살을 경험한 사람은 

주변에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자살할 경향이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내에서 자살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살 경향성이 8.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edstrom et al., 

2008). 

이 연구는 스웨덴의 스톡홀롬 지역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속성, 가족관계, 우정, 직장 

규모등의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자살을 

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여 어떠한 요소들이 자살을 할 

확률을 증가시키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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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력이 가족 안에서 더 크게 나타나지만, 가족구성원보다 직장 

동료들을 더 자주, 그리고 더 오랜 시간동안 보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 

국내 연구 역시 가까운 사람이 자살 생각을 하거나, 자살한 사람을 

알고 있을 경우, 자살을 생각하거나 계획할 확률이 높고, 가족 관계가 

자살 생각 및 자살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이민아 외, 

2010). 여기서는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수집된 2009년 한국 종합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 관계와 사회관계가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항 회귀 방정식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소득을 통제하고서도, 가까운 

사람의 자살 생각이나 자살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자신의 자살 생각을 증가시키지만, 가족의 지지는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자살 계획도 가까운 사람이 

자살하거나 가족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가하지만,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면 감소한다.

 이 연구는 사회관계의 이중적 효과를 보여주는데, 사회적 관계가 

사람들 사이의 상호 유대감 등 사회자본의 한 요소로서 정신건강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되어 자살의 전염성의 매개체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회관계망은 자살 확산에 주요 역할을 한다. 이는 

결국 어떠한 사람을 알고 지내는지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③ 거리적 연구 

사회적 관계의 이중성은 물리적 거리에 따른 분포에서도 잘 나타난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끼리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Christakis and Flow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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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 and Christakis, 2008). 이 연구는 메사추세츠지역의 

Framingham의 심장 연구 자료(FHS)에서 기초하였는데, 이 자료는 

사람들의 사회관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즉 이것은 참여자의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의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5,124명의 사람들의 정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 

사람들의 45%가 FHS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친구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들의 주소를 지오코딩하여서 지리적인 분포역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행복의 3단계 법칙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한 사람이 

행복하면 1단계로서 직접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도 행복할 확률이 15% 

증가하고, 2단계로서 친구의 친구, 3단계로서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행복해질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3단계를 넘어가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Christakis and Flower(2009)는 사회관계망 

속에서 행복이 3단계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마치 

잔물결이 퍼져나가다가 소멸되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묘사한다. 여기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리적인 거리로도 표현하여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멀어질수록 영향을 덜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1.6 km 안에 사는 친구가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해질 

확률이 25% 증가하지만, 1.6 km 밖에 있는 친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과 더 쉽게 형성됨으로, 자신과 근접한 곳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생각, 태도, 행동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이러한 

‘잔물결 효과’는 Tobler의 지리학 제 1 법칙(Tobler, 1970)인 세상에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 연관되어 있지만, 가까운 것들끼리는 멀리 있는 

것들보다 더 관련이 있다는 명제와도 일맥상통한다. 

행복감뿐만 아니라 외로움 역시 이러한 물리적 거리를 기반으로 한 

잔물결 효과가 적용되는데, 여기서도 사회관계망에서의 3단계 법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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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Cacioppo et al., 2009). 가까이 있는 친구가 외로움을 느끼면 

자신도 외로움을 느끼는 날이 증가하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서는 외로움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산될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갖고 있는 연결 고리도 제거해 

버림으로써 사람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도 축소해버린다고 주장한다. 

외로움과 같은 감정은 우울증과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자살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외로움의 지리적인 군집성과 잔물결 효과는 

자살이 시공간적으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어떤 사람을 알고 지내는지가 

자살의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한 개인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그를 외롭게 

만들 수 있는 경로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이민아 외, 2010). 

주변에서 자살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개인으로 하여금 자살 생각을 갖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잔물결 효과’를 통하여 자살에 대한 사회 

규범을 와해시키면서 자살을 유발하는 매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Hedstrom et al., 2008).  

(2) 미디어를 통한 자살의 전염성 

미디어가 자살 확산의 매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Philips(1974)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고, 그 뒤로도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었다(Bollen and Phillips, 1981, 1982; 

Cheng et al., 2007; Gould and Shaffer, 1986; Gould and Romer, 2003; 

Phillips, 1979; Phillips et al., 1986; Pirkis et al., 2006; Romer et al., 

2006; Stack, 2005; Wasserman, 1984). 이 연구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접하는 자살 사건이 실제로 자살률을 증가시켰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러한 미디어를 통한 모방효과는 자살 사건이 대중적 

주목을 많이 받을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자살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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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확연히 나타난다(Philips, 1974). 

① 매체 종류별 분석 

자살의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미디어 매체는 지역신문과 TV가 있다. 

지역 신문의 자살 확산에 대한 영향력을 연구한 Bollen and 

Phillips(1981)의 분석은 지역 신문에서의 자살보도가 그 지역의 자살적인 

치명적 자동차 사고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캘리포니아를 대상으로 한 자살보도와 치명적인 자동차 사고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Phillips, 1977, 1979)를 토대로, 디트로이트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지역 신문에서의 자살보도 3일 

후에 치명적인 자동차 사고가 35%에서 40%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뿐만 아니라, TV 매체 역시 모방 자살을 유발하는데(Bollen and 

Phillips, 1982), 국영 방송에서의 자살 보도는 국가 전체의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에서는 자살 보도가 있은 후의 

3일이나 일주일을 실험기간으로 그리고 자살 보도가 있기 전의 기간을 

통제기간으로 설정하여, 기대값과 실제 발생한 수치의 차이를 기반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V 매체는 신문이나 다른 미디어 매체보다 자살 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Pirkis et al.; 2006). 남성의 경우, 미디어를 통한 자살의 

증가는 자살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나 견해에 관한 보도와 연관성이 

있고, 여성의 경우, 자살 증가는 집단 자살에 관한 보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irkis et al.; 2006). 

② 연령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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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가 자살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청소년이나 노년층에서 

크게 나타난다(Brent et al., 1990; Phillips and Carstensen, 1986; Romer 

et al., 2006). Brent et al.(1990)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외부환경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님으로 외부 자극

의 파급효과가 더 두드러질 수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들에게 미디어의 

자살 유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Phillips and Carstensen(1986)의 연구에 따르면 1973년에서 1979년 

사이에 텔레비젼에서 보도된 자살에 관한 뉴스나 일화가 청소년들의 

자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자살에 대한 TV 방송 후 

일주일 동안 청소년 자살의 관측값이 기대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자살에 대한 보도가 

많을수록, 청소년들의 자살의 증가가 성인의 자살 증가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텔레비전에서 실제로 보도되는 자살 사건이 아닌,  

방영되는 영화 속의 자살도 청소년에게는 모방효과를 유발한다(Gould 

and Shaffer, 1986). 

미디어를 통한 자살의 전염성을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분석한 Romer 

et al.(2006)의 연구는 마찬가지로 15세에서 25세 사이의 인구 집단에서 

지역 텔레비전이 자살 유발과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를 15세에서 25세 미만, 25세에서 44세 미만, 44세 이상의 3개의 

연령 집단으로 분류하여, 미디어가 미치는 자살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지역 신문과 지방 텔레비전 방송이 자살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5세에서 25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지역 텔레비전의 자살 보도가, 44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지역 신문의 

자살 보도가 자살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많은 집단 역시 청소년들처럼 지역 미디어 

매체에 민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60세 이상의 백인들 역시 

청소년들처럼 자살의 시공간적(30일 안에서) 군집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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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 Gould(1990b)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TV의 방송 내용과 연령별 반응을 연구한 Kein(2003)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TV를 시청한 후 더 걱정을 많이 하거나, 

TV 내용이 더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TV뉴스의  자살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을 살펴본 연구는 아니지만, 

TV를 보고 노인들이 젊은 층보다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들 연구는 연령에 따라 미디어매체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노인들 역시 미디어 

매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③ 개인별 혹은 자살 사건별 분석 

연령층뿐만 아니라, 개인의 병리학적 특성에 따라 미디어가 자살 

유발에 미치는 파급력은 다를 수 있다. Cheng et al.(2007)의 연구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이 완전히 치유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미디어에서의 자살 보도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준다. 우울증이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은 우울증이 

완쾌된 사람들에 비하여 미디아에서의 자살 보도 이후 자살적인 행위를 

할 확률이 8배나 상승하고, 우울증을 부분적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여 그 확률은 3배 증가한다. 여기서는 자살에 미디어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6주 동안이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 희생자가 유명 인사였고, 미디아에서의 보도 기간이 길수록 

미디아의 파급 효과는 연장된다는 점을 제시한다(Cheng et al.,2007). 이 

연구는 유명인의 자살의 경우, 그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기존의 

연구(Wasserman, 1984) 결과를 뒷받침한다. Stack(2005)의 연구도 

마찬가지로 자살 희생자가 연예계나 정계의 유명인사일 경우, 자살의 

모방 효과가 5.27배나 증가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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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미디어가 모방 효과를 유발하여 자살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를 통한 자살의 전염성을 

부정하는 연구들도 있다(Berman, 1988; Kessler and Stipp, 1984; Mercy 

et al., 2001). Mercy et al.(2001)의 연구는 텍사스 휴스턴 지역을 

대상으로, 1992년 11월에서 1995년 7월까지의 자살 시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절집단과 비교하여, 자살의 전염성을 분석하였는데, 

사회관계를 통하거나 혹은 미디어를 통한 자살의 간접 경험이 오히려 

자살을 시도할 확률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④ 조사 방법론에 대한 분석 

미디어와 자살 전염성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결과가 다른 

것은 연구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다른 데에 기인한다(Stack, 2000, Gould 

and Romer, 2003에서 재인용). 자살을 모방하여 시도하는 사람들이 

미디어를 접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고, 미디어의 보도 방식이나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연구들마다 미디어에서의 자살 보도 이후 

자살률이나 자살 시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기간이 다르다 (Gould and 

Romer, 2003). 

 Mercy et al. (2001)의 연구에서는 자살 보도 전과 후의 행동의 

변화를 살펴 보는 기간을 한 달로 정한 반면, 다른 연구들은 이 기간을 

3주(Cheng et al., 2007), 10일(Romer et al., 2006), 혹은 일주일이나 

3일(Bollen and Phillips, 1981)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자살에 대한 

파급력은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미디어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Romer et al., 2006). 

미디어의 자살 보도에 따른 자살의 확산은 지난 40년 동안 활발히 

연구 되어 왔고, 여전히 많은 실증 연구들이 미디어를 통한 자살의 

전염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디어와 자살 확산에 관한 연구들은 

미디어가 자살 사건을 전파하면서 자살에 대한 사회적 억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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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시키고, 자살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서서히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회적 학습 이론에서도 설명하듯이 사람들은 

자살에 대한 사건을 들으면서, 자살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고, 그 행위에 

익숙해지고, 결국 모방할 수 있는 것이다(Pirkis et al., 2006). 

3) 시공간적 확산에 대한 실증연구    

자살의 전염성을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설문조사나 구체적인 

실험을 통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지만, 이를 지역적으로 살펴보면서 

자살의 공간적 확산 현상을 분석한 연구들은 드물다. 하지만, 질병, 범죄, 

혹은 혁신 등 사회적 현상에 있어서 시·공간적 확산은 오래된 

주제이다(Cohen and Tita, 1999, 2004; Cooper et al., 2008; Gardner, 

1989; Hedstrom, 1994;  Lam et al., 1996; Tee et al., 2008). 

확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한 지역의 현상이 인접지역으로 

확대되거나 이전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Haggett, 2000). 현상이 

확대되는 것은 현상의 발생 근원지를 포함해서 가까운 지역에서 

동일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Haggett, 2000). 그러나 이전되는 것은 

근원지에서는 현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지만, 인접한 지역에서는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Haggett, 2000). 시·공간적 확산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주로, 시·공간적 패턴, 전염지역의 선출 혹은 전염 효과를 

분석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확산 패턴에 대한 분석 

 사회 현상은  근원지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발생 빈도나 발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거리가 먼 지역에서도 현상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근원지에서 공간적으로 거리가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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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도 동일 현상의 발생빈도 증가하는 현상을 공간적 자기상관 

함수도표(Spatial Correlogram)를 이용하여 보여줄 수 있다. 

Lam et al.(1996)의 연구는 공간적 자기상관 함수도표를 통하여 

1982년부터 1990년 사이에 AIDS가 공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공간적 자기 상관 함수도표는 x축을 거리, y축을 자기 

상관성의 계수나 자기 상관성의 z점수로 나타내면서 근원지에서부터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공간적 자기 상관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다. 시간이 지나면서 질병의 근원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질병 발생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증가하는 것은 질병이 거리에 따라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공간적 자기 상관 함수 

그래프는 AIDS와 같은 질병의 시·공간적 확산뿐만 아니라, 환경 

생태계의 식생의 경우에도, 거리에 따라 식생군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변화하는 것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Uuemaa et al., 

2008). 

(2) 확산 지역의 추출

확산에 대하여 분석하는데 있어서 단지 확산의 패턴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역들이 확산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 본 

연구들도 있다. Cohen and Tita(1999)의 연구는 범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간적으로 어떻게 확대되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시간에 따른 

LISA(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 지표의 변화를 활용하여, 

범죄율이 인접지역과의 연관성에 따라 상승하는 지역을 선출하였다. 

LISA를 통한 공간적 패턴은 단편적인 한 시점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자료가 연도별로 주어질 경우, 이전 해와 비교하여 그 다음해에 공간적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는 STEM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지역 확산 패턴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확산 지역을 예측하기도 한다(Coelho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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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산효과의 분석 

확산을 분석하는 또 다른 연구 중에서는 확산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있다. Hedstrom(1994)의 연구는 한 

지역의 노동조합의 형성은 그 이전 해의 가까운 지역의 노동조합의 

형성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노동조합 형성의 확산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노동조합의 가입이 그 이전 해의 인접지역에서의 노동조합의 가입과 

연관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연구들도 있다. 이들은 모두 거리 가중치를 

두어, 사람들이 이전 시점의 거리가 가까운 이웃 사람들과 연관되어 

조합에 가입한다는 점을 분석하였다(Banerjee, 1992; Olzak, 1992; 

Spilerman, 1976 ). 

최근에는 공간적 자기 상관성이나 시간적 연관성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확산효과를 분석한다. Debarsy et al.(2012)는 1963년부터 

1992년까지 30년 동안의 담배수요가 지역 경계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것을 시·공간 다이나믹 패널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담배 수요의 시간적 연관성과 공간적 연관성 모두 고려하면서 담배 

수요의 증가의 시·공간적 확산효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서의 시간적 연관성은 한 지역의 해당 시점의 담배 수요가 이전 

시점의 담배 수요와 연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공간적 연관성은 

해당지역의 담배 수요가 가까운 지역들의 담배 수요와 연관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간적 스필 오버 효과를 제시한다. 시·공간적 

연관성은 확산 효과로 해당 지역의 해당 시점의 담배 수요가 이전 

시점의 가까운 지역들의 담배 수요와 연관이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즉, 

한 지역의 한 시점(t시점)의 담배 수요는 그 다음 시점(t+1)시점에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지역은 t+2시점에 그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연쇄적으로 담배 수요가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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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재정이나 기술 분야의 개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살펴보는 데에도 이용되었다(Elhorst, 2013; Finney and Yoon, 2011), 

3. 소결 

자살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과 지역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연구는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다. 개인적 차원의 연구의 경우, 인구 집단을 

중심으로 자살의 전염적 성질을 사회적 상호관계 속에서 혹은 미디어 

이용과의 연관성에서 확인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실험집단과 조절집단으로 나누어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사회적 

네트워크, 혹은 미디어에의 노출이 자살 혹은 자살시도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자살의 

전염적인 특성을 고려하면서, 자살을 설명하는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자살을 공간적으로 분석하면서, 자살의 확산적 측면을 확인하고, 자살의 

확산성을 고려하여 자살을 분석하면, 좀 더 효과적인 지역적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살의 지역적 연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의 지역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자살률의 지역적인 

편차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자살의 전염성이 

지역적으로 나타나는지 시·공간적 패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자살의 시·공간적인 패턴을 분석함으로서, 자살이 어떤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지역적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 대책 역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는 연구들은 주로 인구·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사회자본의 요인을 중심으로 자살을 

설명하였다. 지역적 차원에서 자살을 분석한 연구들은 지역의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등 지역 환경적 특성과 자살과의 연관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지만, 자살의 확산적 측면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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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이 공간적으로 확산된다면, 이러한 요소 역시 고려하여야 다른 

지역적 요인들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살의 공간적 확산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자살을 분석함으로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효과를 보다 확실하게 추정한다면, 

효율적인 자살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간적 

확산을 고려하면서 자살이 지역 환경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은 노인 자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적 차별성 

있는 자살 예방을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 등 도시 정책의 기초 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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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노인 자살의 공간패턴과 시·공간적 확산 

본 장에서는 2003년에서 2012년까지 노인 자살의 공간 패턴과 확산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노인 자살률과 노인 자살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노인 자살의 지난 10년간의 공간 분포의 

변화를 파악한다. 노인 자살의 공간분포 패턴을 확인한 후, 노인 자살의 

공간 패턴이 자기상관성을 띄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기상관성 지수인 

모란 I 지수를 도출하였고, 국지적 공간 자기상관성 지수인 통계량을 

산출하여 노인 자살의 핫스팟(Hot Spot)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노인 

자살의 공간적 군집성을 확인한 후, 노인 자살의 확산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마르코프 연쇄모형을 통하여 노인 자살자 수의 

시·공간적 연관성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를 제시하고, 확산지역을 

추출하고자 한다. 

1. 노인 자살의 공간 분포 변화 분석 

1) 분석 방법

2003년에서 2012년까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자살자수와 자살률을 산출하고, 시간적 경과에 따른 자살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노인 자살의 공간 패턴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자살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노인 자살의 공간적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자살자의 절대적 수치가 전염을 발생시키는 기제가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공간 패턴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확산 현상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시간 간격을 좁혀서 분기별로 노인 

자살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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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03년에서 2012년 동안에 전국 232개 시군구의 노인 자살자 

수를 대상으로 분기별 분석과 함께 연간으로 노인 자살의 공간분포 

변화를 비교하였다. 

2) 분석 결과 및 해석 

(1) 노인 자살의 추이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면서, 2011년 노인 인구는 2003년 

노인인구의 45%가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이르렀다. 반면, 노인 자살자는 2003년에 비해 2011년에는 59%가 

증가하여 노인 인구 증가 비율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표3-1). 이는 노인 자살자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노인 자살률1)을 살펴보면, 2003년에는 인구 10만명당 70.5명이지만, 

2011년에는 77.3명에 이른다. 특히 2010년에는 인구 10만명당 80명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준다(그림3-1). 하지만, 2012년의 경우에는 노인 

자살률이 감소하여 2003년보다 낮아진다. 이것을 바탕으로 2012년부터 

노인 자살이 감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이 해만 노인 자살이 감소한 

것이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1) 노인자살률세이상인구
세이상인구에서자살한사람의수

, 노인 자살률은 노인인구 

십만명 당 자살한 노인의 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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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노인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노인 자살자 노인 인구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 
비율(%)

2003 70.5    2,754    3,904,984 8.1
2004 76.8    3,170    4,124,946 8.5
2005 78.5    3,394    4,324,524 8.9
2006 70.2    3,197    4,556,733 9.3
2007 72.8    3,541    4,861,476 9.9
2008 70.0    3,550    5,069,273 10.2
2009 77.0    4,055    5,267,708 10.6
2010 79.7    4,386    5,506,352 10.9
2011 77.3    4,406    5,700,972 11.2
2012 67.2 4,023    5,980,060 11.7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 총조사, 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표 3-1. 노인 자살률과 노인 자살자 수

자살자수 자살률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그림 3-1. 노인 자살자와 노인 자살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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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자살의 공간 패턴 

노인자살이 증가하면서 노인 자살의 공간패턴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그림3-2, 그림3-3, 그림3-4). 2003년도 분기별 노인 

자살의 공간 패턴을 보면, 수도권, 대구, 부산을 중심으로 자살자 집단이 

모여 있고, 분기가 바뀌면서 자살자가 인근 주변지역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특히 이러한 현상은 1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 편 연도별 분석에서도 노인 자살자들이 공간적으로 군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에는 자살자들이 수도권에 상당히 

군집하여 분포하고 있다. 그 외에는 충남지역, 전북지역, 강원 내부와 

강원 해안지역, 그리고 부산과 대구 지역에 모여 있다. 주로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자살자들이 군집하여 있지만, 충남의 

태안군이나 충북의 음성군, 강원의 철원군 등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곳에서도 20명 이상의 자살자들이 나타난다. 수도권 외의 지역을 

살펴보면, 강원과 전남지역은 자살자집단이 듬성듬성 분포하지만, 충남과 

충북지역 그리고 전북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모여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의 지도를 보면, 2003년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대구, 부산 등 

대도시 주변에서 자살자들이 군집하여 나타난다. 대도시 주변에 

자살자가 밀집하는 패턴은 같지만, 이전 해에 자살자집단이 있었던 인근 

주변에서 또 새로운 자살자 집단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4년에는 충남, 전북, 경남지역에서 이전 해에 자살자가 있었던 지역 

주변에서 자살자 집단이 군집하여 나타난다. 즉, 자살자의 분포도가 좀 

더 촘촘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 이후에도 

반복하여 나타나는데, 2006년에는 충북, 강원, 경북 등 경기 남부에서 

동남방향으로 자살자가 증가하여 나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전남지역에서도 자살자 집단이 무리지어 생성되었고, 

2) 이 연구에서는 2003년에서 2013년 사이 40분기에 대한 공간분포는 지도가 많은 관계
로 다 제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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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는 몇 지역들을 제외하고 거의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 분포한다. 

2003년부터 2011년 사이 자살자들이 많이 분포한 대도시 주변으로 

자살자들이 증가하여 나타났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이전 해에 자살자 

집단이 나타났던 지역 가까이에서 자살자 집단이 증가하여 나타났다. 

여기서는 노인 자살자들이 이전 시점의 자살자집단 주변에서 증가하고, 

이러한 패턴이 시간에 따라 퍼져가는 확산 현상을 가시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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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2003년 1월~3월) 2분기(2003년 4월~6월)

3분기(2003년 7월~9월) 4분기(2003년 10월~12월)

주1. 점1개가 노인 자살자 2명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그림 3-2. 분기별 노인 자살자의 공간 분포: 

1분기(2003년 1-3월)~4분기(2003년 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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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주1. 점1개가 노인 자살자 20명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그림 3-3.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노인 자살자의 공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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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주1. 점1개가 노인 자살자 20명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그림 3-4. 2007년에서 2010년까지 노인 자살자의 공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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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12년

주1. 점1개가 노인 자살자 20명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그림 3-5. 2011년과 2012년까지 노인 자살자의 공간분포

2. 노인 자살의 공간적 집적 패턴 변화 분석  

1) 분석방법 

여기서는 앞에서 분석한 노인 자살의 공간분포의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공간적 자기 

상관성이란 변량의 크기가 유사한 지역끼리 서로 이웃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이희연·노승철, 2012). 사회 현상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은 

Tobler(1970)의 지리학 제1법칙인 모든 것들은 다른 것들과 관련이 

되어있지만, 특히 가까운 것들은 서로 더 연관성이 있다는 이론을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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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ran’s I 지수

이 연구는 전체 연구지역에 있어서 노인 자살의 공간적 자가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Moran’s I 지수를 산출하였다. Moran’s I 지수는 

지역간 인접성을 나타내는 공간 가중행렬을 이용하여 이웃하는 지역들의 

속성이 서로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통계량이다. 이 지수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다. 

                

  




  



 
  



 



  




  



  
 

 

 

여기서 N은 전체 지역의 개수이고,  는 지역의 노인자살자수이고, 

 j지역의 노인 자살자 수이다. 는 전체 연구지역에서 노인 

자살자수의 평균이고 는 공간 인접 가중행렬이다. 이 통계량은 노인 

자살자 수의 군집상태의 전반적인 경향을 하나의 지표로 나타내 준다. 

만일, 노인 자살자수가 서로 인접한 지역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면, 

양(+)의 방향으로 자기상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 Moran’s I 지수는 Z 

Score를 통하여 그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다. 

(2)  통계량

위에서의 Moran’s I 지수는 전체적인 군집패턴을 하나의 지표로 

보여주지만 큰 값과 작은 값의 군집적 패턴을 구분하지 못한다. 즉,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높은 값들이 군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통계량을 이용하여 높은 자살자 

수치의 공간적 군집성과 낮은 자살자 수치의 공간적 군집성을 

구별하였고, 노인 자살자가 많이 군집한 지역 역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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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량은 Getis and Ord(1995)가 제시한 국지적 공간상관성 지수로 

변량이 큰 값들의 군집인 핫스팟과 변량이 작은 값들의 군집인 콜드 

스팟을 모두 나타낸다.  통계량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지역들을, d는 거리를 의미하고, w는 공간상의 

인접관계를 나타내는 공간가중 행렬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통계량의 

Z Score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핫스팟을 살펴보았다(p<0.1).  

(3) 공간가중행렬

Moran’s I 지수와 통계량은 모두 지역 간에 자살자 수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공간가중행렬을 이용하여 산출된다. 

공간가중행렬은 연구대상 지역 내 다수의 지역들이 서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위치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행렬로 나타낸 것으로(이희연· 

노승철, 2012), 가까운 지역일수록 더 큰 가중치가 적용된다. 

공간가중행렬은 거리에 일정한 임계치를 두어, 특정한 거리 안에서는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적용되기도 한다(Getis and Ord, 1992).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에서는 Rook의 유형으로 공간적 인접성을 

규정하여, 두 지역이 하나의 경계를 공유하는 경우에 가중치를 부과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인접성보다는 두 지역 간에 거리를 이용하여 

가중행렬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보기도 한다(Anselin, 1988).  

   공간가중행렬은 가까운 지역 간에 상호 작용 혹은 교류를 고려하기 

위한 방법이고, 지역 간 상호작용은 실제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실질거리를 이용하여 공간가중행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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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고, 거리를 기준으로 임계치를 두어 분석을 한 연구들도 상당히 

많다(김성제 외, 2009; 김종원, 2000; 서경천외, 2001; 최열·이백호, 

2006). 이 연구는 실제 거리를 이용하여 공간가중행렬을 구축하였다. 

  


  지역과 지역간의 거리 

이렇게 거리를 기반으로 가중행렬을 구축한 이유는 좀 더 현실에 

부합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이다. 지역 간의 인접성의 여부를 기반으로 

가중행렬을 구축하고, 확산을 살펴보면, 경계를 공유한 인접한 지역만이  

해당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인접하지 않아도 지역 간에 거리가 짧아서 상호영향력이 큰 

지역들이 있을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면적 규모가 

상당히 다르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들이 인접하지 않아도 거리가 가까운 

지역들이 존재한다. 비수도권에서 인접한 지역 간의 거리보다 

수도권에서 인접하지 않은 지역들의 거리가 더 가까울 수 있고, 따라서 

인접하지 않은 지역 사이에서도 거리가 짧아서 상호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거리가중행렬을 이용하여 2003년에서 2012년 동안 노인 

자살의 공간적 자기상관성과 핫스팟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공간 집적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 분석 결과 및 해석

Moran’s I 지수는 분석기간 전체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자기상관성을 나타냈다. 이는 노인 자살자 수에 있어서 

공간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살자 수가 비슷한 

지역끼리 군집하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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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자살자가 많이 모여 있는지를 확 통하여 확인하였다. 

연도 Moran's I 지수 p-Value

2003 0.18 0.00

2004 0.15 0.00

2005 0.18 0.00

2006 0.15 0.00

2007 0.12 0.00

2008 0.17 0.00

2009 0.22 0.00

2010 0.15 0.00

2011 0.17 0.00

2012 0.22 0.00

표 3-2. Moran’s I 지수 

 

아래의 그림들은(그림3-6, 그림3-7, 그림3-8) 노인 자살의 핫스팟을 

보여준다. 분석 시작 시점인 2003년의 경우, 서울과 인접한 경기 인천 

지역에서 노인 자살의 높은 군집성이 나타난다. 특히 경기도 남부의 

평택시나 북부의 양주시는 자살자가 많은 지역으로 각 지역에서 인접한 

곳도 핫스팟에 포함된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강원도의 강릉시, 

전북의 익산, 충북의 천안, 청원군에서 높은 수치의 군집성이 나타난다. 

수도권에서는 핫스팟이 모여 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듬성듬성 떨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의 경우, 2003년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는데, 충북과 

전북지역에서는 2003년의 핫스팟 근처에서 핫스팟이 새로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이 경과하여도 그 이전 해와 핫스팟의 패턴은 

비슷한지만, 새로이 핫스팟에 포함되는 지역들이 이전 지역의 핫스팟과 

가까운 위치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에는 2005년에 핫스팟이 나타난 경기 북부와 가까운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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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에서 핫스팟이 새로이 나타났다. 특히 2006년에는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도 핫스팟이 생성되었고, 2008년에는 경남지역의 핫스팟들이 

많이 퍼져나간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에는 이전 해에 핫스팟이 

나타났던 충남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과 가까운 충남 해안 지역에서 

핫스팟이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2011년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면서, 

2011년의 핫스팟과 가까운 강원지역에서 자살자가 많은 지역들의 

핫스팟이 나타났다. 

 통계량 분포는 핫스팟이 수도권에 모여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핫스팟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 해와 가까운 곳에서 

새로 생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핫스팟이 시간이 경과되면서 이전 

핫스팟의 주변지역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자살자들이 기존의 지역에서 

주변지역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과 충청, 강원, 전북지역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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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그림 3-6. 2003년부터 2006년의 노인 자살자 수의 Gi지수 Z값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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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그림 3-7. 2007년부터 2010년의 노인 자살자 수의 Gi지수 Z값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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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12년

그림 3-8. 2011년과 2012년의 노인 자살자 수의 Gi지수 Z값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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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자살의 시·공간적 확산 

1) 분석 방법

앞선 절에서는 노인 자살의 핫스팟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이 확산 

현상을 확률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PySA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간적 마르코프 변이 행렬(Spatial Markov Matrices)과 LISA 마르코프 

변이 행렬(LISA Markov Matrices)을 구축하고(Rey, 2001), 확산지역을 

추출하였다. 변이 행렬은 t+1시점의 해당 지역의 변화가 t시점의 

주변지역의 현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서는 마르코프 

변이 행렬을 구축하는데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확산지역을 

추출하는데 있어서는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t시점에 해당지역의 

인접지역이 새롭게 핫스팟에 포함되었을 경우, t+1시점에 이 해당지역도 

핫스팟이 포함된다면, 이 지역을 확산지역으로 추출하여 해마다 

확산지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렇게 확산 현상을 확률적으로 살펴보고, 확산지역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마르코프 연쇄모형이 적용된다. 마르코프 연쇄모형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확률이 그것이 선행하는 현상에 의존한다는 

확률모형으로 현재의 상태는 이전의 상태에 의존한다는 것을 

핵심개념으로 한다 (김달호, 2013). 결국 이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경우를 오직 그 선행 시점만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이다(김경수·장욱, 

2003).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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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식에서  는 t시점에서 상태의 관측된 비율,   는 

t-1시점에서 상태의 관측된 비율, 는 상태 에서 상태 로의 추이 

확률이다(김경수·장욱, 2003). 결국 여기서는 현재의 변화가 바로 이전 

시점의 현상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1) 공간마르코프 변이 행렬

공간 마르코프 변이 행렬은 확산 현상을 확률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서, 주변 지역의 파급력은 시간이 가까울수록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기별로 변화 경우를 살펴보았다. 공간 마르코프 변이 

행렬은 분석 지역들에 대하여 노인 자살자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4개의 

단계로 나누고, t분기에 해당 지역의  주변지역에서 노인 자살자 수가 

많거나 적을 경우, 그 다음 분기(t+1분기)에 그 해당 지역의 자살자 수가 

이전 시점 주변지역처럼 많거나 적게 변할 확률을 구하였다. 즉, 공간 

마르코프 행렬은 주변 지역의 현상과 연계하여 어떤 지역의 현상이 한 

시점에서 그 다음 시점에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Rey, 2001).

한 분기는 3개월을 포함하므로, 여기서는 2003년에서 2012년의 

40분기에 대하여 노인 자살자 수가 변화하는 경우의 수와 확률을 이전 

시점의 주변지역의 자살자 수치와 비교하여 구하였다. 이 연구는 공간 

마르코프 행렬을 구축하여 전국의 232개의 시군구의 자살자 수가 40분기 

동안 38번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전체 8,816개의 경우에 대하여, 

다양한 변화 유형을 확률적으로 계산하였다[표3-2]. 

  
 (2) 리사 마르코프 변이 행렬  

LISA 마르코프 행렬의 경우,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지표에 따라 지역들의 자살률이 한 분기에서 그 다음 

분기로 어떻게 변하는지 변화의 경우의 수를 모든 지역들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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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기간의 변화 경우의 수에 대하여 확률로 구하였다.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는 국지적 자기 상관성 

지수로서 국지적 차원에서 공간적 연관성을 측정한다 (이희연과 노승철, 

2012). 즉 LISA 지표는 앞서 제시한  통계량과 같은 개념이다. 이 

지표는 높은 값 주변에 높은 값이 존재하는 HH(high-high)유형, 낮은 값 

주변에 낮은 값이 존재하는 LL(low-low)유형, 높은 값 주변에 낮은 값이 

존재하는 HL(high-low)유형,  그리고 낮은 값 주변에 높은 값이 존재하는 

LH(low-high)유형으로 표현된다(이희연과 노승철, 2012). 높은 값 주변에 

높은 값이 위치하는 HH(high-high)유형은 핫스팟을 가리키고, 낮은 값 

주변에 낮은 값이 위치하는  LL(low-low)유형은 콜드 스팟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지역들에서 나타나는 4개의 지표가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변하는지의 경우를 전체 변화의 경우에 대한 확률로 구하였다. 전염적 

확산의 의미가 있는 지역은 HL 유형에서, LH 혹은 HH유형으로 변하거나 

LH 유형에서 HL 혹은 HH 유형으로 변한 지역들로 볼 수 있다. 

　 지역유형 t+1시점 

t시점 
HL(high-low) LH(low-high) HH(high-high)
LH(low-high) HL(high-low) HH(high-high)

표 3-3. 확산을 나타내는 변화 유형  

t시점에 해당 지역의 노인 자살자 수가 많지만, 주변지역은 자살자 

수가 적은 경우(HL유형), t+1 시점에 그 주변지역들의 자살자 수가 높은 

자살수치를 보유한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 속에서 많아질 수 있는 

것이다(HH유형). 이러한 경우는 HL에서 HH로 변한 경우들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살자가 많은 해당지역이 자살자가 적은 주변지역과의 

연관성 속에서 다음시점에 자살자가 감소하고, 그 주변지역은 

해당지역처럼 자살자가 오히려 많아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HL에서 

LH로 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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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이 자살자 수가 적지만, 주변 지역에서 자살자가 

많은 경우(LH유형), 주변과의 연관성 속에서 해당지역의 자살자 수도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HH유형). 이러한 경우들은 LH 유형에서 HH 

유형으로 변한 경우이다. 또한 자살자가 적은 해당지역이 자살자가 많은 

주변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다음시점에 자살자 수가 많아질 수 있고, 

주변 지역 역시 이전 시점의 해당 지역처럼 자살자 수가 적어질 수 

있다. 이 경우는 LH에서 HL로 변한 경우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국 

232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40번의 분기 동안, 38번의 변화에 

있어서 8,816개의 경우에 대하여 각 유형별로 지역들의 변화의 경우를 

확률로 구하였다. 

(3) 노인 자살 확산 지역의 추출 

2003년에서 2012년 동안 노인 자살이 확산된 지역을 추출하기 위해 

마르코프 연쇄모형을 사용한 PySAL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산출 방법은 

t시점에 해당 지역이 새로이 핫스팟에 포함된 경우 t+1시점에 해당지역 

주변에서 핫스팟에 포함되는 지역들을 구한 것이다. 즉 t시점의 한 

지역의 변화가 t+1시점의 주변지역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도가 바뀔 때 이전 해의 

주변지역과의 연관성 속에서 핫스팟에 새로 포함된 지역들을 

확산지역으로 선택하였다. 

2) 분석 결과 및 해석 

(1) 공간마르코프 변이 행렬 분석 결과 

공간마르코프 변이 행렬(표3-3)에 따르면, 해당지역의 노인 자살자 

수의 변화가 인접지역의 이전 시점의 노인 자살자 수와 연관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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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t분기에 해당지역은 자살자 수가 적지만, 

주변지역의 자살자 수가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주변지역들의 노인 자살자 수치가 t분기에 높은 경우, 그 

해당 지역의 노인 자살자 수치가 t분기에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인 t+1분기에서 자살자 수치가 높은 수준에 해당할 확률은 

0.7이다(표3-4). 반면에, t분기에 자살자 수치가 낮은 해당 지역이 

마찬가지로 자살자 수가 적은 지역 주변에 위치한다면, 그 다음 해에 

높은 자살자 수치를 보유하게 되는 확률은 0.4로 앞선 경우보다 1.5배 

이상 감소하다.

또한 t분기에 해당지역의 자살자 수가 많은 경우, 주변지역의 자살자 

수가 적으면, t+1분기에 해당지역의 자살자 수가 많아질 확률은 

0.48이지만, 주변지역의 자살자 수가 많으면, 그 확률이 0.67로 증가한다. 

즉 주변지역의 이전 시점(t시점)의 자살자 수치가 해당지역의 다음 

시점(t+1시점)의 자살자 수치와 연관성이 있음을 함축한다. 

이것은 자살자 수치의 감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해당지역이 t분기에 자살자 수가 많지만, 그 주변 지역의 자살자 수가 

적은 경우, t+1분기에 해당지역의 자살자 수가 감소할 확률은 0.07이다. 

반면, 주변 지역의 자살자 수가 많은 경우에 그 확률은 0.03으로 2배 

이상 감소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t분기에 노인 자살이 중간 높은 수준의 지역은 그 

주변지역의 자살자 수가 적은 경우, 그 다음 시점인 t+1분기에 자살자 

수가 많아질 확률은 0.22이다. 반면, t분기에 주변 지역의 자살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t+1분기에 주변 지역처럼 자살자 수가 많아질 확률은 

0.32로 더 증가한다. 즉 주변 지역의 속성에 따라 해당지역의 변화 

경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 65 -

t 시기
주변
지역 
노인 

자살자 
수치 

(LAG)

t+1 시기

t 시기 낮음 중간 
낮음

중간 
높음 높음 합계

변화 
경우의 
합계

낮음

낮음 0.54 0.29 0.13 0.04 1.00 700
중간낮음 0.35 0.33 0.21 0.11 1.00 621
중간높음 0.16 0.29 0.33 0.22 1.00 499

높음 0.07 0.14 0.31 0.48 1.00 379

중간 
낮음

낮음 0.50 0.33 0.13 0.03 1.00 633
중간낮음 0.31 0.31 0.25 0.13 1.00 601
중간높음 0.17 0.26 0.32 0.24 1.00 549

높음 0.06 0.13 0.28 0.53 1.00 423

중간 
높음

낮음 0.45 0.31 0.18 0.06 1.00 468
중간낮음 0.29 0.30 0.28 0.13 1.00 532
중간높음 0.16 0.24 0.35 0.24 1.00 599

높음 0.05 0.16 0.24 0.55 1.00 607

높음 

낮음 0.46 0.30 0.18 0.07 1.00 426
중간낮음 0.27 0.31 0.28 0.14 1.00 440
중간높음 0.15 0.20 0.33 0.32 1.00 541

높음 0.03 0.09 0.21 0.67 1.00 798

표 3-4. 공간마르코프 변이행렬 

  

 주변지역의 자살 수준이 중간 높은 정도일 경우에도, 자살자 수가 

적은 해당지역이 그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은 그대로 나타난다.  

해당지역의 자살자 수가 적고, 주변 지역 역시 자살자 수가 적은 경우에, 

그 지역이 다음 시점인 t+1 분기에 자살이 중간 높은 정도로 증가할 

확률은 0.13이다. 반면, 주변에 자살이 중간 높은 정도인 지역들이 

존재한다면, 자살자 수가 적은 지역은 그 다음 시점 t+1 분기에 t분기의 

주변 지역처럼 자살 수준이 중간 높은 정도로 변화할 확률이 0.1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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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다. 또한 해당지역의 노인 자살자가 많고 주변 지역의 노인 자살 

수준이 중간 높은 정도일 경우에, 그 다음 분기에 자살자가 그대로 많을 

확률은 0.55이다. 하지만, t분기에 주변 지역의 자살자가 적은 경우에 그 

지역이 그 다음 분기에 자살자 수가 그대로 많을 확률은 0.48로 

감소한다.

이 공간 마르코프 행렬은 지역의 자살자 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그 변화가 이전 시점의 주변지역과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주변 지역의 속성이 해당지역의 변화방향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함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속성이 확산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 LISA 마르코프 변이 행렬 

LISA 지표는 해당 지역의 자살자 수치와 주변지역의 자살자 수치의 

분위를 모두 말해준다. 예를 들어, HH(high-high)는 해당지역도 노인 

자살자가 많고, 주변지역도 자살자가 많은 지역들을 나타낸다. 

LH(low-high)는 해당 지역의 자살자가 적지만, 주변지역의 자살자가 많은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LL(low-low)는 해당지역도 자살자가 적고, 주변 

지역도 자살자가 적은 경우를 가리킨다. 리사 마르코프 변이 행렬은 한 

지역의 자살자 수가 다음 시점에 변화하는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표3-5.). 

  리사 마르코프 변이 행렬은 공간 마르코프 변이 행렬처럼 지난 

2003년에서 2012년까지 40분기에 있어서 38번의 변화과정에 대하여, 

변화의 유형을 계산하였다. 확산으로 여길 수 있는 HL(high-low)에서 

HH(high-high)로의 변화 확률은 0.17이고, LH(low-high)에서 

HH(high-high)로의 변화확률은 0.20이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지역의 자살자 수치가 이전 시점의 주변지역의 자살자 수치와 

비슷하게 변하는 확률은 지역들이 공간적 연관성 없이 LL(low-low)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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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igh-high)로 변화하는 확률인 0.05보다 매우 높은 수치이다. 

마찬가지로 HL 유형에서 LH유형으로 변화하는 확률은 0.08, 그리고 

LH 유형에서 HL 유형으로 변화하는 확률도 0.08로, 공간적 연관성 없이 

LL유형에서 HH유형으로 변화하는 확률인 0.05보다 여전히 높다. 이 변이 

행렬은 주변지역과 비슷한 상태로 변화하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것을 보여주면서 자살자 수의 시·공간적 연관성을 

함축하여 제시한다. 

t 시점 t+1 시점 

리사 유형 HH LH LL HL 합계
변화 

경우의 
합계

HH 0.57 0.21 0.09 0.14 1.00
      
1,902 

LH 0.20 0.50 0.22 0.08 1.00
      
1,915 

LL 0.05 0.13 0.66 0.16 1.00
      
3,338 

HL 0.17 0.08 0.31 0.44 1.00
      
1,661 

표 3-5. 리사 마르코프 변이 행렬

또한 여기서는 지역들의 자살자 수치가 변하는데 있어서 주변 지역의 

자살자 수치와 상관이 있는지를 카이제곱 검정으로 확인 하였는데, 

시간에 따른 지역들의 자살자 수치의 변화는 주변지역들의 자살자 

수치의 변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435.3, p-value<0.05). 결국, 지역들이 변화하는데 있어서도 

인접지역들의 변화와 상관이 있는 것이다. 

결국 위의 두 개의 마르코프 변이 행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지역의 자살자 수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있어서 주변지역들의 

자살자 수치와의 연관성을 간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은 

이전 시점의 주변 지역의 자살자 수가 그 다음 해 해당지역의 자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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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노인 자살의 확산효과를 함축하여 

나타낸다.

(3) 노인 자살의 확산 지역 추출

이 분석에서는 확산지역을 마르코프 연쇄 모형을 이용하여 새로이 

핫스팟에 포함된 지역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한 지역이 

t시점에 노인 자살이 군집한 핫스팟이 되는 경우, 그 다음 시점인 

t+1시점에 그 주변 인접 지역도 새로이 핫스팟에 포함된다면, 이 주변 

인접 지역은 자살 확산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전 시점의 주변 인접 

지역의 변화에 따라, 다음 시점의 해당 지역이 자살의 핫스팟이 되면, 이 

지역은 주변과의 시·공간적 연계성 속에서 확산이 발생하는 지역인 

것이다.  여기서는 2003년에서 2012년의 연간 노인 자살자 수치를 

이용하여 노인 자살의 확산 패턴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노인자살의 확산지역은 주로 수도권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과 강릉지역도 확산 지역으로 추출되었지만,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확산 지역들은 수도권에서 나타났다. 

확산 지역은 서울 서북부지역에서 화성, 성남 등 경기 남부지역, 

그리고 김포,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과 인천의 지역들로 확대 이전되어 

갔다. 특히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주변 가까운 지역으로 확산 현상이 

발전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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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9] 2003년에서 2012년 노인 자살 확산 지역의 추출 

자살의 공간 분포만을 보았을 때, 충청도나 부산, 대구 지역에서도 

자살자들이 군집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하였고, 핫스팟 분석에서는 

충청도나 강원도의 지역들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주변지역과의 

시·공간적 연관성 속에서 자살 확산 지역을 추출하는데 있어서 

수도권이외에 지역들은 몇 개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편으로 확산이 주로 일어나는 지역이 경기 인천 등 

사람들이 많은 수도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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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장에서는 노인 자살의 추이와 공간적 패턴을 살펴보고, 확산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2003년에서 2012년 동안의 10개 년도에 

대하여 전국 시군구의 노인 자살자의 분포를 분석하면서 자살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군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 시점에 자살자가 많은 곳 주변에서 자살자 

집단이 새로 나타나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Moran’s I 지수를 이용하여 노인 자살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분석하였고, 공간적 자기상관성 지수인  통계량을 

이용하여 핫스팟을 살펴보았다. 노인 자살의 핫스팟은 수도권에서 

군집하여 나타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핫스팟이 군집한 지역  

주변에서 새로운 핫스팟이 나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나는 핫스팟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강원, 충북, 충남에서도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는 마르코프 행렬을 통하여 노인 자살 수의 시·공간적 

연관성을 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노인 자살자 수가 그 

다음 해에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이전 해의 주변지역의 노인 자살자 

수와 비슷해질 수 있는 것이다. 주변지역에 자살자가 많으면 해당 

지역의 자살자가 현재 적을지라도, 그 다음 분기에 많아질 확률이 

주변지역의 자살자가 적을 때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어떠한 

지역의 속성 값이 한 시점에서 다음 시점으로 변화할 때, 이전 시점의 

주변지역의 수치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확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마르코프 연쇄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노인자살의 확산지역을 추출하였다. 확산지역은 이전 시점의 인접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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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핫스팟에 포함되었을 경우, 다음 시점에 핫스팟에 포함되는 

지역들이다. 노인 자살의 확산지역은 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밀집해있다. 서울 서북부의 노인 자살은 경기, 인천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노인 자살이 

주변지역 퍼져가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렇다면, 노인 자살 

확산의 통계적 유의성을 증명하고,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 요인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자살의 확산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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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 요인 분석

  

본 장에서는 노인 자살의 확산 효과를 고려하면서,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요인을 추출하고자 한다. 먼저 자살을 분기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분석하면서 확산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다.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 요인을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 사회 자본 요인, 도시 인프라 요인, 그리고 사회적 접촉 요인과 

언론 매체 요인으로 분류하여 선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노인 자살의 확산 효과를 고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전국 232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3년에서 2012년 동안의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지역환경이 노인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1. 분석 모형과 변수 선정 

1) 시·공간 다이나믹 패널 모형    

  
여기서는 노인 자살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확산 효과를 고려하는  

시·공간 다이나믹 패널 모형(Dynamic Space-Time Panel Model)을 

사용하였다. 노인 자살 현상은 발생하는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거나, 주변 

지역과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노인 자살이 이전 

시점의 주변 지역과 연관이 있으므로 시간적 연관성, 공간적 연관성, 

확산을 의미하는 시·공간적 연관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시·공간 

다이나믹 패널모형은 시간, 공간, 시·공간적 연관성 모두를 고려하기 

때문에,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환경 요인을 추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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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다. 시·공간 다이나믹 패널 모형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은 이전 시점(t-1)시기의 종속변수인 시간래그변수(   )의 

계수, 는 현재 시점(t)의 공간적 자기 상관성을 나타내는 공간래그 

변수의 계수, 는 시·공간 래그변수의 계수이다. 그리고 는 독립 

변수의 계수이고, 는 패널 분석의 개체 고정 효과를 나타낸다. 

이 수식에서 는 동일한 시간대에서의 종속변수간의 공간적 

연관성을 나타낸다. W는 공간 가중행렬로 거리를 기반으로 하여, 가까운 

지역에 가중치를 적용할 때 이용되는 것으로, 공간래그 변수는 주변에 

이웃하는 지역들에 대한 평균관측치를 나타낸 것이다(이희연, 심재헌, 

2011).  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이는 Y(자살자 수)가 주변하는 

이웃지역들 사이에서는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는 이전 시점의 주변 이웃지역들에 대한 평균 관측치를 

나타내는 변수로, 시·공간적 종속성을 변수화하여 모델에 추가한 

것이다. 즉, 이것은 시간 간격을 둔 종속변수들,    와 간의 공간적 

연관성을 나타내는데, 이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자살자 수가 그 이전 

해의 주변지역의 자살자 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결국, 이 변수가 확산을 의미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W를 거리가중행렬로 구축하였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확산에 있어서는 사회적 교류가 매우 중요하고, 이 사회적 교류는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간의 면적 규모가 매우 

다르므로, 인접한 지역이라도 두 지역의 중심지 간에 거리는 멀어서 

상대적으로 상호교류는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공간 다이나믹 패널 모형(time-space dynamic model)은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연속성을 모두 통제하면서 시·공간적인 연속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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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확산효과의 과대 

추정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이 모형은 확산효과를 측정하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Elhorst(2013)의 연구에서는 1976년에서 

2005년 동안 유럽지역에서 재정 개혁의 지역적 확산효과를 살펴보았고, 

Debarsy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1963년에서 1992년 동안의 담배 

수요의 확산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Finney and Yoon(2011)의 

연구에서는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지방정부의 기술 개혁의 확산효과를 

살펴보는데 이렇게 시공간 연관성 변수를 이용한 모델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은 이 모델을 사용하여 노인 자살의 시간적 연관성, 공간적 

연관성, 시·공간적 연관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2) 변수의 선정 

본 연구는 지역 환경 요인을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사회 자본 

요인, 도시 인프라 요인, 그리고 사회적 접촉 요인과 언론 매체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자살과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을 지역 환경 요인 변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환경 

요인 변수들은 2003년에서 2012년의 각 시도별 통계연보를 통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여기서는 2003년에서 2012년 각 시도의 통계 연보,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 자료,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그리고 시청률 조사 기관인 TNmS 

미디어 코리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2003년에서 2012년 동안 매년 

제공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제공되는 연도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 

수치의 변동이 크지 않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연도에 대하여 추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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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을 하나의 영역으로 포괄하여 

변수를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 요인이 매우 상관관계가 높고, 복합적인 특성을 지닌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우선 선행 연구에 따라서 각 영역별로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 

자살자 절대 수치를 종속변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절대 수치를 이용하였다. 

① 인구학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 노년층이 자살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형수, 2000; 박유진 외, 2009; 오진경외, 2005; 

Joiner, 2005). 노인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은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WHO, 2004). 즉, 노년층에 이를수록 생애주기 특성상 질병 

발생이나 배우자의 죽음 등 스트레스에 노출될 확률과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인들에게서 자살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O’connell, 2004). 특히 노인 인구는 인구학적 특성과 자살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많은 연구에서 변수로 활용되었다(김승용, 2004; 노용환, 

2006; Kopspwa, 2009; Neumayer, 200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노인 

인구가 많을수록 노인 자살자가 많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②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의 경우, 사회통합정도가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고찰되었다. 사회 통합정도나 응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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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사회에서 자살이 더 자주 발생한다(Duberstein et al, 2004; Burr et 

al., 1999). 특히, 가족을 중심으로 한 1차적 집단의 지지와 응집력은 

자살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윤채 외, 2012; 이윤주, 

2009; Amira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통합력이 높을수록 노인 자살이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여기서는 사회통합정도를 나타내는 요소로 노인 이혼이나 독거노인의 

수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통합정도는 많은 연구에서 이혼이나 독거와 

같은 요소로 측정되었고, 이혼이나 독거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자살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용, 2004; 유승호·류승곤, 2008; Stack, 

1992; Wasserman, 1984). 특히 이혼상태는 가정의 안정성과 

보호막기능을 위협하고 정서적 유대를 파괴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김기원·김한곤, 2011; 유정균, 2008; 이인정, 2009).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통합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적 요인 변수로 노인 

이혼자의 수와 독거노인의 수를 선정하였고, 노인 이혼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독거노인이 많을수록 노인 자살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③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의 경우, 기존의 연구들은 경제적 수준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서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박재산 외, 2009; 박재규, 2008; Lorant et al., 2005; Rehkopf 

and Buka, 2006). 경제적 문제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소들의 영향력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과 노인 자살과의 연관성의 경우,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어려운 지역일수록 노인자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여기서는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요소로, 지역의 대학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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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은 노인 인구,  지역의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지방세를 

선택하였다

물론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파악하는데 소득수준(Sareen et al., 2011; 

Yip et al., 2007)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의 소득수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고,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지방세를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는 

요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김기원·김한곤, 2011; 김동현, 2007; 유정균, 

2008) 이를 경제적 요인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지방세가 많을수록 자살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기초 수급자도 지역의 빈곤수준을 말해주면서, 자살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민영, 2013; 윤명숙, 최명민; 2012).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김민영(2013)의 연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자살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사회 

안정망 기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 역시 경제적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김희연·신현중, 2009), 기존 선행 연구에서 

한 개인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나 자살 충동이 

감소하거나(박재산 외, 2009; 한삼성 외, 2009), 교육을 받은 인구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적으로는 자살률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한창수 

외, 2012).  

따라서, 이 연구는 경제적 수준을 의미하는 요소로 위와 같은 

변수들을 선정하였고,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노인 인구가 많을수록, 

기초생활 수급자가 적을수록, 그리고 1인당 지방세가 높을수록, 노인 

자살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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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자본의 요인

  
사회적 자본은 매우 넓은 개념이지만, 사회적 지지, 사회적 네트워크, 

신용 등 개인을 집단에 응집시키고 개인과 집단, 혹은 집단과 집단 간에 

통합을 촉진시키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Putnam, 1996). 기존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수준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거나 사회 참여, 사회적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질수록, 자살 충동이나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상진·조영태, 2007; De Man and Leduc, 1995; 

Poudel-Tandukar et al., 2011). 띠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 자본적 

요소가 발전할수록 노인 자살이 감소한다고 가정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 

참여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원 봉사나 투표율을 사용하였다(Kawachi 

and Berkman, 2000; Holtgrave and Crosby, 2003). 따라서 여기서는 

사회적 자본을 의미하는 변수로서 자원봉사자비율과 지방선거 투표율을 

이용하였고, 지역의 자원봉사자 비율과 투표율이 높을수록 노인자살자 

수가 적을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3) 도시 인프라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거주 지역 가까이에 도시 공원이나 

운동시설을 통한 보행이나 여가 활동은 신체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utte and Coleman, 2005; 

Van den Berg et al., 2010). 또한 주변에 공원이나 녹색 공간은 사람들의 

걱정이나 우울증을 완화시킨다(Mass et al., 2009). 특히 국내 연구에서는 

지역간 노인 자살의 차이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체육시설의 수를 

도시인프라 요소로 포함시켰다(김기원·김한곤, 2011; 유정균, 2008). 

따라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공원과 같은 녹색 인프라와 

체육시설과 같은 여가시설이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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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시가화 대비 도시 공원 면적 비율을 공원 인프라와의 

접근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도시 공원 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체육시설이 많을수록 노인 자살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4)  사회적 접촉의 요인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교류가 오히려 자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Christakis and Flower(2009)의 연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과 교류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의 연구는 사회관계망 속에서 사회적 접촉을 통하여 

사람들의 즐거움이나 행복 혹은 우울증까지도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들의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들도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자살적인 행위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arman and Moody, 2004; Hedstrom et al., 2008; Wong et al., 

2005). 

사회적 교류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Christakis and 

Flower(2009)가 주장하듯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외로운 사람은 외로운 사람끼리 모여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과의 

사회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즐거운 사람과의 

사회적 교류는 즐거움을 확산시키지만, 우울한 사람과의 교류는 오히려 

우울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즐거운 사회적 접촉이 많아지면, 

자살이 감소할 수 있지만, 우울한 사회적 접촉이 많아지면, 자살은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 사회 접촉이 많아졌다고 해서, 

자살의 확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교류를 함축할 수 있는 변수로서, 경로당과 

노인 회관 등 노인 여가시설 비율, 노인인구 이동률, 그리고 인구밀도를 

선정하였다. 노인 여가시설은 노인들의 만남의 장소로, 노인 여가시설이 



- 80 -

많을수록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고, 즐거움 역시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로당이나 노인 여가시설들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고 노인들의 여가 

활동이 노인들의 삶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장명숙·박경숙, 2012; 전희정·김상기, 2014). 설문조사를 통한 이 

연구들에서는 노인들이 여가시설을 통하여 자신들의 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특히 여가 

시설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백혜영, 2012). 따라서 여기서는 노인 여가시설을 통하여 

즐거운 만남이 증가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확산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노인 인구 이동은 인구 집단의 역동성을 의미하면서, 오히려 노인 

생활의 활력을 함축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인구 이동이란 전출과 

전입을 모두 포함하므로, 한 지역에서 나가는 사람들과 그 지역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과의 인구를 모두 가리킨다. 지역의 노인 인구 

이동률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구 이동을 하는 노인들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하였고, 인구 이동 과정에서 증가하는 

사회적 접촉은 우울한 접촉이 아닌 긍정적인 접촉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우울증과 폐쇄성이 감소하면서 이동능력이 향상되고 새로운 곳에 

대한 두려움이 완화된다는 분석결과 역시 고려하였다(Greeves and 

Farbus, 2006). 

여기서는 인구 밀도 역시 사회적 접촉을 의미하는 변수로 

설정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단지 사람이 많고 상대적으로 접촉의 빈도 

증가한다고 하여 즐거운 접촉이라고 간주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자살의 확산을 전파할 수 있는 요소로 가정하였다.  

결국, 이 연구에서는 노인여기시설 비율이 높을수록, 노인이동률이 

높을수록, 노인 자살은 감소하는 반면,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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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5) 언론 매체의 요인 

언론 매체에서의 보도가 현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을 보도하고, 

시청자에게 모방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연구되어졌다((Bollen and Phillips, 1981, 1982; Cheng et al., 2007; Gould 

and Shaffer, 1986; Gould and Romer, 2003; Philips, 1979; Philips et al., 

1986; Pirkis et al., 2006; Romer et al., 2006; Stack, 2005; Wasserman, 

1984). 자살과 같은 사건의 보도로 여러 가지 이유로 취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의 자살을 보고 비슷하게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자살의 모방효과는 청소년이나 

노인층에게서 더욱 확대되어서 나타난다(Romer et al., 2006). 

언론매체 요인으로 TV나 신문 매체를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TV 뉴스 시청률과 지역 신문 매체의 개수를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정하였다. 

지역의 TV 뉴스 시청률은 지역 주민들이 뉴스를 보는 정도를 

말해주므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뉴스, 사건 보도에 노출이 

되어있는지를 알게 해준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노인들이 여가생활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TV를 시청하는데 보내고, 대도시에 있는 노인일수록 

TV 뉴스 시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낙훈, 2003; 정현일; 1999). 

TV 뉴스 시청률은 그 변수의 특성이 명확한 반면, 지역 신문 매체는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내의 지역 신문 매체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한다. 한 예로 지역신문은 지역에 

새로운 인프라가 설립된다든가, 지역의 교통시설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등 지역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에 있어서 전반적인 소식을 

전해준다. 뿐만 아니라 자살, 범죄, 교통사고와 같은 사건, 사고를 

보도하기도 한다. 자살과 관련한 지역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철원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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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4일과 9월 22일 기사에는 노인이 신병 비관하여 자살을 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다른 한 예로 마포일보는 2013년 4월 29일 

기사에 한 시민이 지역에서 자살을 하려는 사람을 못하게 저지시켰다는 

보도, 2011년 10월 12일에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전문 상담 

창구를 개설했다는 기사까지 보도의 내용과 범위와 다양하다. 즉 

지역신문은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을 보도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은 지역에서 생활과 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유익한 정보 역시 제공한다. 한 예로 마포일보는 지역 전철역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2014년 4월 2일 기사로 전하고 있고, 주민 

센터에 커피문화강좌를 개설한다는 기사(2014년 4월 9일), 경남의 

양산일보는 체육대회를 개최했다는 기사(2014년 7월 1일)  등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지역 신문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사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능도 한다(Mcleod, 1999). 특히, 국내의 지역신문 매체는 

지역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의 참여 활동 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원, 2013; 차재영, 2008). 즉 지역 언론 

매체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보도하고,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기능들은 자살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 앞선 선행 

연구에서는 자살이 확산되는데 사회적 네트워크와 미디어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과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접촉 

속에서 우울증은 전염될 수 있는 것이고, 미디어에서의 보도를 통하여 

자살의 모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Philips, 1974; Cheng et al., 

2007; Gould, 1990; Romer et al., 200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TV 뉴스 시청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지역 신문 매체가 많을수록, 노인 자살이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물론 지역의 인구가 많을수록 지역 신문 매체는 많아질 수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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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노인 자살자의 절대 수치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 매체의 절대 수치가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즉 

1,000명의 인구가 있는데 100개의 지역신문 매체가 있는 것과 100명의 

인구에 대하여 10개의 지역 신문 매체가 있는 경우, 그 비율은 

동일할지라도, 절대 수치가 클수록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더 강력할 

수 있다. 1000명의 인구 집단 속에 개인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소식통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지역 소식지가 많고 

다양할수록 한 개인은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지역 매체에 

영향을 받는 면이 더 클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존 연구를 통하여 TV 뉴스 시청률이 높고, 지역 

신문 매체 개수가 많을수록 노인 자살이 증가한다고 전제하였다. 

아래 표는 지역 환경 요인 자료 구축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이들이 어떻게 자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예상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에서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노인비율과 독거노인의 비율의 경우, 통계청 인구 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이 자료는 5년마다 제공되기 때문에 2003년, 2005년, 

2010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나머지 연도의 정보에 대해서는 외삽법으로 

추계하였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의 투표율 역시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자료를 바탕으로 나머지 연도에 대해서는 외삽법으로 

추정하였다. 자원봉사자의 경우, 각 시도 통계연보에서 2006년부터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2006년에서 2010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나머지 

연도의 자료는 외삽법으로 추계하였다. 그리고 TV 뉴스 시청률3)의 경우, 

TNS 미디어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2010년 이전에는 

6개의 시도의 관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나머지 지역의 

시청률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3) KBS, MBC, SBS의 보도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집계한 자료를 이용함. 이 자료는 시도 
자료로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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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예상부호 자료

인구·사회·
경제적 
요인

노인인구의 수 (+) 통계청

독거노인의 수 (+) 통계청

노인이혼자 수 (+) 통계청

대학교육노인의 수 (-) 통계청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 (+) 시도 통계연보 

1 인당지방세 (-) 시도 통계연보 

사회적 
자본 요인 

인구대비 자원봉사자비율 (-) 시도 통계연보 

투표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시 
인프라

시가화 면적 대비 도시공원 (-) 시도 통계연보 

체육시설수 (-) 시도 통계연보 

사회적 
접촉 요인

인구밀도 (+) 시도 통계연보 

노인여가시설 비율 (-) 시도 통계연보 

노인인구이동률 (-) 통계청

언론매체 
요인

TV 뉴스시청률 (+) TNmS 

지역신문매체 개수 (+) 시도 통계연보 

표 4-1. 지역환경 요인에 포함된 변수들과 예상부호  

2. 모형의 추정 과정 및 최종 모형 선정 

1) 추정 과정 

(1) 노인 자살 확산효과 검정 

여기서는 지역환경 요인과 노인 자살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이 확산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시·공간 다이나믹 패녈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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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노인 자살자 수를 대상으로, 다른 지역 환경요인을 

살펴보지 않고 시간적 연관성, 공간적 연관성, 그리고 확산효과만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거리가중행렬 인접가중행렬 (Rook)
시간적 연관성 τ 0.03*** 0.03***
공간적 연관성 ρ 0.90*** 0.55***

시·공간효과(확산) η 0.14*** 0.15***
주. *, **, *** : 10%. 5%, 1%에서 유의함 

표 4-2. 공간 가중행렬 차이에 따른 노인 자살 확산효과: 분기별 자료  

구분 거리가중행렬 인접가중행렬(Rook4))

시간적 연관성 τ 0.11*** 0.12***
공간적 연관성 ρ 0.85*** 0.44***
시·공간효과(확산) η 0.23*** 0.30***
주. *, **, *** : 10%. 5%, 1%에서 유의함 

표 4-3. 공간 가중행렬 차이에 따른 노인 자살 확산효과: 연도별 자료 

  
노인 자살의 확산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간의 간격이나 공간 

가중 행렬 차이에 상관없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표4-2, 표4-3). 

확산효과는 시계열적 연관성과 공간적인 연관성을 모두 통제하고서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게 나타난 것이다. 결국 이는 노인 자살이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지역으로 증가하여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리 

가중행렬을 이용한 경우, 확산효과는 인접행렬을 이용한 경우보다는 

감소한다. 하지만, 공간적 연관성은 상당히 증대된다. 이것은 인접성을 

기반으로 공간 가중행렬을 구축하였을 경우, 오직 인접한 지역들과의 

4) Rook은 공간가중행렬을 구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역간에 경계를 공유하는지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는 방법이다. 지역들이 서로 경계를 공유한 경우에는 1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을 부과한다. 이 가중행렬 방식은 인접한 지역들의 연관성을 
고려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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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간적 연관성 측면이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거리 가중행렬을 이용했을 때에는 거리조락 효과가 

그대로 반영됨으로, 거리가 먼 지역이라도 해당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게나마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자살의 확산효과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시간적 간격을 

좁혀서 분기별로 효과를 살펴보면, 공간적 연관성은 증가하였지만, 

시간적 연관성과 시·공간적 확산효과는 연도별 분석보다 감소하여 

나타났다. 이는 시간적 간격을 좁혔을 경우, 노인 자살자의 절대적 

수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 그 영향력이 줄어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설명 변수들 간에 공선성 분석 

  이 연구에서는 지역 환경 요인을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 사회

적 자본 요인, 도시 인프라 요인, 그리고 사회 접촉 요인과 언론매체 요

인으로 나누고, 각 요인에 있어서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

수들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보다 적합한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변

수들 간에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필

요가 있다.  

①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에 있어서, 노인 인구수, 독거노인, 노인 

이혼자, 대학교육을 받은 노인인구, 기초수급자, 1인당 지방세를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이 변수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 아래의 표는 경제, 사회, 인구학적 

영역에서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를 보여준다(표4-4). 이를 살펴볼 때, 

경제, 사회, 인구학적 속성을 모두 복합적으로 지닌 변수들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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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파악할 수 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를 나타내지만, 인구학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을수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독거노인이나 노인이혼자 수와도 

관련이 깊게 나타난다. 기초수급자의 수는 지역의 경제, 사회, 인구학적 

요인을 모두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변수인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초수급자 수를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사회, 인구 영역의 

대표 변수로 선정하였고, 기초수급자 수가 많을수록 노인 자살이 

증가한다고 전제하였다.  

② 사회적 자본의 요인

여기서는 지역의 자원봉사자비율과 투표율을 노인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선정하였다. 이 변수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지는 

않지만, 투표율의 경우에는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표4-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자 비율을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요인으로 선택하였고, 자원 봉사자 

비율이 많을수록  노인 자살이 감소한다고 전제하였다. 

③ 도시 인프라 

도시 인프라 요소로서, 시가화 면적 대비 도시 공원 면적과 체육시설 

수를 노인자살과 연관성이 있는 변수로 선정하였는데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표4-4). 하지만, 체육시설은 경제, 사회, 

인구학적 변수인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시가화 면적 대비 도시 공원만을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정하였다. 여기서는 시가화 면적 대비 도시 공원비율이 높을수록 노인 

자살이 감소한다고 전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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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회적 접촉의 요인

본 연구에서는 노인 인구대비 노인 여가시설 비율, 노인 인구이동률, 

인구밀도를 사회적 접촉을 함축하는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상관관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모두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택되었다(표4-4). 이 연구는 노인여가시설비율이 높을수록, 

노인인구이동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노인 자살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⑤ 언론 매체의 요인 

여기서는 TV 뉴스 시청률과 지역 신문 매체의 개수를 노인 자살을 

증가시키는 변수로 선정하였다. 상호간에 상관관계가 낮고, 다른 

변수들과도 상관관계가 낮으므로, 이 두 변수를 모두 모델에 

투입하였다(표4-4).  이 연구는  TV 뉴스 시청률이 높을수록, 지역 신문 

매체 개수가 많을수록 자살이 증가한다고 전제하였다. 



구분 변수명 노인 
자살자

노인
인구

독거
노인

노인
이혼자

대학
교육
노인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1 인당
지방세

자원
봉사자
비율

투표율
도시
공원

/
시가화

체육
시설수

인구
밀도

노인
여가
시설
비율

노인
인구

이동률

TV
뉴스

시청률

지역
신문
매체

종속변수 노인 
자살자 1.00 .85 .74 .73 .59 .66 -.05 -.24 -.52 -.09 .70 .36 -.41 .38 .12 .22

인구사회
경제적 
요인

노인인구 .85 1.00 .87 .89 .80 .78 .00 -.25 -.59 -.08 .83 .50 -.56 .48 .24 .34
독거노인 .74 .87 1.00 .66 .53 .84 -.13 -.21 -.40 -.11 .65 .26 -.33 .23 .11 .19

노인 
이혼자 .73 .89 .66 1.00 .79 .62 .06 -.20 -.61 -.03 .79 .62 -.64 .57 .30 .42

대학교육 
노인 .59 .80 .53 .79 1.00 .46 .17 -.15 -.45 .01 .73 .52 -.51 .50 .30 .42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66 .78 .84 .62 .46 1.00 -.12 -.22 -.60 -.10 .68 .30 -.49 .42 .10 .17

1 인당 
지방세 -.05 .00 -.13 .06 .17 -.12 1.00 .30 -.14 .27 .10 -.02 -.17 .18 .13 .42

사회적   
자본 

자원봉사자
비율 -.24 -.25 -.21 -.20 -.15 -.22 .30 1.00 .21 .20 -.25 -.12 .13 -.08 -.13 -.03

투표율 -.52 -.59 -.40 -.61 -.45 -.60 -.14 .21 1.00 .07 -.58 -.33 .78 -.68 -.19 -.26

도시
인프라

도시공원/
시가화면적 -.09 -.08 -.11 -.03 .01 -.10 .27 .20 .07 1.00 -.07 .17 -.12 .10 .06 .07

체육시설수 .70 .83 .65 .79 .73 .68 .10 -.25 -.58 -.07 1.00 .40 -.57 .57 .18 .41

사회적   
접촉 
요인 

인구밀도 .36 .50 .26 .62 .52 .30 -.02 -.12 -.33 .17 .40 1.00 -.47 .38 .35 .21
노인여가
시설비율 -.41 -.56 -.33 -.64 -.51 -.49 -.17 .13 .78 -.12 -.57 -.47 1.00 -.67 -.38 -.34
노인인구 
이동률 .38 .48 .23 .57 .50 .42 .18 -.08 -.68 .10 .57 .38 -.67 1.00 .08 .29

언론매체 
요인 

TV 뉴스 
시청률 .12 .24 .11 .30 .30 .10 .13 -.13 -.19 .06 .18 .35 -.38 .08 1.00 .27

지역신문 
매체 .22 .34 .19 .42 .42 .17 .42 -.03 -.26 .07 .41 .21 -.34 .29 .27 1.00

표 4-4.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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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와 같이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서 분석 모형에 들어갈 

최종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결국 여기서는 경제사회학적 요인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 도시 인프라 요인으로 시가화 면적 대비 

도시공원의 면적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접촉 요인으로 인구밀도, 

노인여가시설 비율, 노인 인구 이동률을, 언론 매체 요인으로 TV 뉴스 

시청률과 지역신문 매체의 개수를 지역 환경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서는 사회적 자본 요인의 자원봉사자 비율을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관계로 통계적  분석에 투입하지 않았다.    

2) 최종 모형 선정  

최종적으로 설정된 모형은 식(1)과 같다. 이 모형은 지역의 노인 

자살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시간적 연관성, 공간적 연관성, 그리고 

시·공간적 연관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지역 환경 요소가 노인 자살에 

영향력을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식(1)

 
여기서,   : t 시점의 노인자살자 수 ,     : t-1 시점의 노인자살자 수, 

         W: 거리가중행렬, Subsidized: 기초수급자의 수, 

         Park : 시가화 면적 대비 도시공원의 면적 

         Pop Density: 인구밀도, Senior Center : 노인 여가 시설 비율

         Senior Migration: 노인 인구이동 비율 

         TV: TV 뉴스 시청률, Local Media: 지역 신문 매체 개수 

         : 232개의 시군구

         t: 2003년부터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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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형을 이용하여 노인 자살의 확산효과를 고려하면서, 사회적 

접촉과 지역 언론과 같은 자살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과 

기타 지역환경 요인들이 노인 자살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3.  모형의 추정 결과 및 해석  

1) 추정 결과

구분 시·공간 다이나믹 
패널모델 일반패널모델 

시간적 
연관성 τ 0.09** -
공간적 
연관성 ρ  0.73*** -

시·공간적
연관성
(확산)

η 0.15** -

지역 환경
요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0.0004* 0.0004***
시가화면적 대비 도시공원 면적   -1.97** -0.32
인구밀도 0.053 0.001
노인여가시설 비율  -0.80 -0.91***
노인 인구 이동률 -0.14*** -0.17***
TV 뉴스 시청률 -0.20 0.43**

표 4-5. 시·공간 다이나믹 패널 분석모형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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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간 다이나믹 패널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표 4-5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자살의 확산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 패널 모형의 

추정결과와 비교하였다. 

시·공간 다이나믹 패널 분석에서는 왈드 테스트(Wald test)의 카이 

검정값()이 497.9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0.001) 나타났고, 계수 

추정값이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모형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간적 연관성, 공간적 연관성, 그리고 확산을 의미하는 시·공간적 

연관성은 모두 노인 자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시간적 연관성의 경우, 이전 시점의 노인 자살자 수가 다음 시점의 

노인 자살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전 시점에 

자살자 수가 증가하면 동일지역에서 그 다음 시점에 자살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적 연관성의 경우, 동일 시점에서 해당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노인 자살자 수가 해당지역의 노인 자살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해당 지역의 주변 지역에서 자살자가 평균적으로 10명 

증가한다면, 해당지역에서는 자살자가 7명 증가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인 자살에 있어서 거리가 가까운 지역끼리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공간적 연관성의 경우, 공간적 연관성 보다는 자살에 미치는 

효과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자살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전 시점(t-1시점)에서 해당 

지역과 가까운 지역들의 노인 자살자수가 다음 시점(t시점)의 해당지역의 

노인 자살자 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전 

연도(t-1시점)에 주변지역들에서 노인 자살자가 평균적으로 100명 

증가했다면, 다음 해(t시점)에 해당지역의 노인 자살자 수는 15명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적 경과에 따라, 노인 자살이 주변 

가까운 지역으로 확산하여 나간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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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 다이나믹 패널 모형에서 지역 환경 요인들이 노인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의 경우,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수가 많을수록 노인 자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을수록 노인 자살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일반 패널 모델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도시 인프라 요인에 있어서 도시공원은 확산효과를 고려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노인 자살자 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살의 확산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 공원은 

노인 자살의 감소와 관계가 있지만, 그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도시 공원이 자살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주변 지역과의 

시·공간적인 연관성을 고려해야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확산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결과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 도시공원 변수가 확산효과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적 접촉 요인 중 인구 밀도의 경우에는 확산효과를 고려한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예상한대로 노인 자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경우 모두 통계적인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적 접촉 요인에서 노인 여가시설의 비율은 두 경우 모두 

예상한대로 노인 자살의 감소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확산효과를 고려한 경우에는 이러한 연관성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인 여가 시설은 노인들의 만남의 장소이고, 노인 

여가시설 비율이 높다는 것은 만남의 기회가 많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여가시설에 노인들에게 정신적 유익함을 제공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자살의 시·공간적 연관성을 고려한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적 교류가 반드시 긍정적인 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사회적 접촉 요인에서 노인 인구 이동률의 경우, 시·공간 패널과 

일반 패널 분석에서 모두 노인인구의 이동률이 높으면 노인 자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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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동적이고 활발한 사람일수록 이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살의 확산효과를 고려한 경우에 

인구 인동이 자살 감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감소하였다. 

언론 매체 요인에 있어서 TV 뉴스 시청률은 확산효과를 고려한 경우, 

자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매체가 자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한 기본 전제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하지만, 이 결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고 있지 않다. 반면, 확산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 패널 모델의 경우, 예상한대로 TV 뉴스 시청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자살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 뉴스는 지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 자살한 노인에 대한 보도가 그 뉴스를 시청한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의 노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즉 TV를 

본 경우, 그 모방 효과가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공간적 연관성을 고려할 경우, TV가 자살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언론 매체 요인에서 지역 신문 매체의 개수는 노인 자살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확산효과를 고려한 경우, 노인 

자살과의 연관성은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시·공간 다이나믹 패널 

모형이나 일반 패널 모형에서 모두 이 변수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확산효과를 고려한 시·공간 다이나믹 패널과 확산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 패널 모델은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수를 제외하고,  

계수 추정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도시 공원, 노인 여가 시설 

비율, TV 뉴스 시청률은 두 모델 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변하면서 큰 

차이를 보였다. 확산효과를 고려한 경우, 도시공원은 자살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 여가 시설 비율은 자살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뉴스 

시청률은 자살 확산효과를 고려한 경우, 자살 증가에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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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모형에 따른 

이러한 결과 차이에 의하면, 이 변수들이 자살의 확산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요인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확산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2) 해석 

앞에서의 분석 결과는 지역 환경이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시·공간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간적 

요소의 경우, 이전 시점의 자살은 그 다음 시점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살자가 많은 지역은 시간이 흘러도 자살자가 계속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살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이 많이 변하지 

않음을 제시한다. 

자살의 공간적 연관성은 가까운 지역들 간의 노인 자살자 수가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가까운 지역들이 상호작용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지역의 자살자 수치가 주변 지역의 자살자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살의 시·공간적 연관성은 이전 시점의 주변지역의 자살자 수치가 

다음 시점의 해당지역의 자살자 수치와 연관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전 

시점(t-1시점)에 한 지역의 노인 자살이 다음 시점(t시점)의 주변 지역의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또 그 다음 시점(t+1시점)의 그 주변 

지역과 가까운 지역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 

지역의 자살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연쇄적으로 주변지역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자살의 시·공간적 확산은 Christaki 

and Fowler(2009)가 말하는 가까운 거리에서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 심리 

상태가 전염되는 것을 제시한다. 외로움이나 고독감은 지리적 거리에 

따라서 주변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존 연구들은 보여주었고 

여기서의 연구 결과는 그들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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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환경 요인 중에서 도시 공원과 노인 여가시설과 TV 뉴스 

시청률은 자살의 확산적 효과를 고려함으로서 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많이 변화하는 변수들이다.  도시 인프라는 자살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녹색 공간이 정신건강에 유익하다는 

분석결과를 뒷받침한다(Mass et al., 2009). 공원이 자살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도시계획적인 의미를 제시한다. 노인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은 자살을 억제하는 해결책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도시공원이라는 인프라는 단지 그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의 사람들에게도 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살을 감소시키는데 그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 특히 공원은 은퇴 후 여가 시간이 많은 노인들에게 의미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들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 공간 

시설에서 정신적으로도 재충전을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인 여가시설은 사회적 접촉이 갖는 

이중성을 제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Christaki와 Flower(2009)의 

연구에서 주장하듯이, 행복한 사람 옆에는 행복한 사람이 우울한 사람 

근처에는 우울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접촉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감정과 행위의 확산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 여가 시설은 

긍정적인 만남을 형성한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만남의 

특성은 알 수 없다. 사람들 간의 접촉 속에서 우울감이 어느 정도 

전파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노인 여가시설과 자살 

감소와의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경로당에서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와 하루의 삶을 관찰한 

장세길(2006)의 연구는 이 노인 여가 문화공간에서 갈등이 나타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노인은 사회적으로 하나의 집단이지만,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경로당의 주도권 다툼에서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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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노인 사회에서도 연령 간에 차별과 

갈등이 있음을 제시한다. 

노인들도 다른 사회 집단과 마찬가지로 상호 갈등이 형성되고 

노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이 형성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 점만으로 

노인 여가 문화시설이 갖는 긍정적 기능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노인 사회에서도 계층 간에, 그리고 연령 간에 갈등이 나타난다는 것은 

노인 여가시설이 노인 자살 감소에 미치는 긍정적 의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준다. 

TV 뉴스 시청률은 노인 자살의 시·공간적 연관성을 고려했을 때 

자살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TV 

매체의 영향력이 특정 공간을 넘어서서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이 연구는 자살의 시·공간적 연관성을 고려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지역 환경 요소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노인 자살에서 시·공간적 연관성이 나타난다는 점은 앞 

장의 분석에서 실증적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노인 자살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시·공간 효과를 고려하였을 경우에 추정 결과가 보다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4. 소결

이 장에서는 지역 환경 요인들이 노인 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시·공간 다이나믹 패널 모형을 이용하여 노인 자살의 시·공간적 

효과를 고려하면서 분석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노인 자살의  시·공간적  

고려하여 영향력을 추정한 결과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자살 확산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접촉과 언론 

매체 변수들을 포함시켜, 자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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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노인 자살에 있어서 시간적인 연관성, 공간적인 연관성, 

그리고, 시·공간적 확산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시간적인 연관성은 한 지역의 현상이 이전 시점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의미함으로, 한 지역에서 이전 시점의 자살자 수는 현재의 자살자 수와 

연관되어 있고, 현재의 자살자 수는 다음 시점의 자살자 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함축한다. 따라서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자살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이 많이 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공간적인 연관성은 노인 

자살에 있어서 가까운 지역끼리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공간적 파급효과, 혹은 스필 오버(spill-over) 효과로도 

해석되는데(이희연·노승철, 2012; Elhorst, 2013), 자살이 지역 환경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역의 자살과도 연관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변수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주변지역의 자살자 수가 증가하면, 자기 

지역의 자살자 수 역시 증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시·공간적 

연관성은 이전 시점의 주변지역의 자살이 그 다음시점의 해당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산 효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살 확산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면서, 노인 자살이 지난 

10년간 전염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지역 환경 요인의 경우, 경제 사회 인구학적 변수인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수는 확산의 효과를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그 영향력의 크기도 같게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변수들은 결과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확산효과를 고려한 경우, 

도시공원은 자살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인 

여가시설은 자살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노인 인구 이동률 역시 자살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였다. 반면, TV 뉴스 시청률의 경우에는 자살 증가와의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렇게 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도시 인프라, 사회 접촉, 

언론 매체의 변수들이 자살의 확산효과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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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접촉 변수들이 확산효과를 고려한 후 자살 

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 접촉이 지니는 이중적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접촉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만남의 특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울한 사람과의 만남은 우울증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가시설에서 이렇게 우울한 사람을 만난다면, 우울한 

만남으로 여가 시설의 긍정적 기능의 통계적 유의성은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TV 매체가 노인 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회접촉처럼 

지리적인 범위를 규정하기 힘들다. TV 뉴스가 자살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국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시·공간적 확산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TV 매체와 자살증가와의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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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우리 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으며, 특히 노인 

자살률은 더욱 높다. 더군다나 노인 자살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 자살의 시·공간적 패턴을 분석하고,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 요인을 추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년 동안 분기별 시군구 노인 자살자의 공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노인 자살은 주로 수도권과 대구, 부산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노인 자살자가 많은 지역들이 

임의적으로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자가 많은 지역끼리 군집하면서 

핫스팟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핫스팟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권 

내부에서 경기도 북부와 남부,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시·공간적 확산을 마르코프 변이행렬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해당지역의 노인자살자 수의 변화가 그 이전 시점의 주변지역의 노인 

자살자 수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전 시점에서 주변 

지역이 노인 자살의 핫스팟에 포함되는 경우, 그 다음 시점에 

해당지역이 핫스팟에 포함되면서 확산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 자살의 시·공간적 확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시·공간 다이나믹 패널 모형을 통해 검정한 결과, 시·공간 확산효과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기별 노인 자살의 시·공간 

효과의 계수는 0.14, 연도별의 경우는 0.23으로 연도별 계수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전 분기에 주변 지역의 노인 자살자 

수가 100명 증가하면 다음 분기에 해당지역은 14명 증가하고, 이전 해의 

주변지역의 자살자가 100명 증가하면 다음 해에 해당지역은 23명 

증가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연도별 전염성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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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분석을 할 경우 노인 자살자의 절대수가 분기별 수치를 합산한 

것으로 더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살의 시·공간적 확산효과를 고려하는 시·공간 

다이나믹 패널 모형을 사용하여 지역환경 요인이 노인 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환경 요인을 

추정한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적을수록, 시가화 면적 대비 

도시공원 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노인 인구 이동률이 높을수록, 

노인자살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밀도, 노인 여가 시설 

비율, TV 뉴스 시청률, 지역 신문 매체 개수는 통계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확산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패널 모형의 추정 결과와 

비교해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 노인 여가 시설의 경우, 확산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자살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접촉은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즐거운 사람과 있을 때에는 

즐거움이 전파되지만, 우울한 사람과 있을 때에는 우울증이 전파된다. 

확산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사회적 접촉이 지니는 이중성으로 인하여 

일반패널 모형에서 노인 여가시설이 지니는 순기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접촉과 자살의 

확산 간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TV 뉴스 

시청률의 경우, 오히려 일반 패널에서는 노인 자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확산을 고려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TV 매체는 공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적 연관성을 고려할 경우 그 영향력이 

감소하여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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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지난 10년간 우리 나라의 노인 자살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 자살은 시·공간적으로 확산되면서  

전염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들 간에 자살의 전염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자살이 확산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지역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아직 

국내에서 자살의 시·공간적 전염성을 밝혀주는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는 자살의 시·공간적 전염성을 고려하여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 요인 가운데, 도시 인프라와  

사회 접촉을 형성하는 노인여가시설은 정책적으로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특히 도시공원은 노인 자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녹색공간과 사람들의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Mass et al., 2009).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위안에 될 수 있다. 도시 공원은 지역적인 

경계에 한계를 두지 않고, 그 지역 주민들만이 아니라,  주변지역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는 공간이므로, 공원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기능은 파급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계획 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노인들은 은퇴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므로 공원에서 정신적인 충전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 여가시설도 자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노인 여가 시설의 유익함을 주장하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전희정·김상기, 2014). 본 연구에서는 노인 여가시설에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인 회관, 노인 교실 등 노인들에게 만남의 

기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들을 

포함시켰다. 퇴직을 하고 시간이 많은 노인들에게  사회적 교류와 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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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삶의 의미를 찾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노인들은 

이러한 여가 문화시설에서 자신들의 취미생활을 향유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즐거움을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살의 확산효과를 고려한 경우, 노인 여가 시설이 갖는 

긍정적 기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만남의 이중성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나타났듯이(Cacioppo and Flower, 2009). 사람들은 만남에서 우울함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남이 지니는 

부정적 기능을 긍정적 기능을 순환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노인 여가시설에 전문심리창구를 개설하거나 힐링 프로그램이나 

노인에게 유익한 강좌를 만드는 전략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이나 놀이 문화를 만드는 것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지방행정차원에서 이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 자살은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책이 명확하지는 않다. 하지만 노인 자살의 확산적 

측면에서 자살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정신 건강을 강화시키는 

생활환경과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 자살의 전염성을 보여주면서, 자살의 공간적 

확산효과를 고려하여 각 지역 환경 요소가 자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지역 환경요인과 자살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232개 

시군구를 기반으로 한 패널 자료를 구축하는데 제한점이 있었다. 여기서 

이용한 TV 뉴스 시청률 집계 자료는 16개 시도에 대한 자료이고, 2010년 

이전에는 6개 시도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2014년 7월 

초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시청률을 추정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노인 자살의 전염성과 그 통계적 유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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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였지만, 노인 자살이 왜 확산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자살의 공간적 전염성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노인 자살이 왜 전염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의 

확산 원인이나 확산 경로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노인 자살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에서도 이러한 확산의 패턴이 나타나는지 일반화시키기 힘들다. 

또한 성별의 구분 없이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그 차이를 알기 힘들다. 하지만, 연령, 성별에 따라 

자살의 패턴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계획 

차원에서는 자살 전염에 취약한 인구 집단을 선별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한 자살의 확산 패턴을 살펴보고 지역 정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넷째, 이 연구는 계량적인 연구로서 실증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하거나 혹은 노인여가시설에서 노인의 삶을 관찰하는 질적 연구는 노인 

자살의 확산을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추후연구가 지속된다면, 자살 

확산의 억제와 자살 감소에 효과적인 지역 정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신체적인 안녕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수준 역시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 

도시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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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atial-temporal diffusion of elderly suicide and 

analysis of neighborhood environmental factors

                                 Joo, Yoohyu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uicide rate of the elderly in Korea has increased over the last 

10 years, and it has been noted as one of the highest among OECD 

nations. It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in Korea, where the 

population has been aging rapidly. 

In this respect,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patial pattern of 

elderly suicide and its change and to investigate the spatial diffusion of 

elderly suicide. Also, it intended to identify neighborhood environmental 

factors that influence elderly suicide. In order to inspect the 

spatial-temporal diffusion of elderly suicide, 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the number of elderly suicides both every three months and every 

year between 2003 and 2012. The analysis result is described below. 

Above all, elderly suicide was spatially aggregated around the Seoul 

megacity region and local big cities. Also, it has been shown to 

gradually increase around areas where previous suicides have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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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und that elderly suicide was not randomly distributed; 

rather, the spatial aggregation had statistical significance. Hot spots of 

elderly suicide were distributed around the Seoul megacity region and 

expanded to the Gang-won and Choong-chung areas. 

Second, elderly suicides at the present time are associated with those 

in adjacent areas at the previous time. This study showed the 

probability that the number of elderly suicides is similar to that of 

nearby areas at the previous time by applying the Markov transition 

matrix, based on the Markov chain effect. This means that elderly 

suicide is diffusive; it is spatially-temporally associated. 

Third, this study analyzed how neighborhoo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 elderly suicide while considering the diffusion effect of elderly 

suicide. This research employed a spatial-temporal dynamic panel data 

model in order to reflect this diffusion effect. This model is suitable to 

explain how suicides have spatially spread out over time, since it 

considers temporal, spatial, and spatial-temporal associations. The 

analysis result indicated that all of the temporal, spatial, and 

spatial-temporal associations turned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means that elderly suicide in one area spreads out over nearby areas 

with a chain effect, implying suicide contagion. 

Fourth, the study compared the result with the diffusion effect while 

estimating how neighborhoo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 elderly 

suicide. The result using the spatial-temporal dynamic panel data model 

is different from that using the general panel data model without the 

diffusion effect. Neighborhood environmental factors are composed of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social capital factors, urban 

infrastructure factors, social interaction factors, and media factors. 

However, high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caused multicollinearity 

problems, and the study selected variables which have low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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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each other. The variables finally used in this research are the 

number of subsidy recipients as th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 urban parks as the urban infrastructure factor; population 

density, senior centers, and elderly migration rates as social interaction 

factors; and local newspaper reading and TV news viewing figures as 

the media factor.

In terms of the number of subsidy recipients, a higher number of 

subsidy recipients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suicides. It indicates 

that economic difficulty affects elderly suicide.   

Regarding the ratio of urban park size to urban area size, it is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suicide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dynamic panel model, even though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general panel data model. The analysis result with diffusion effect 

indicates that urban parks contribute to reducing elderly suicide.

 The presence of a senior center decreases suicide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general panel data model, but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dynamic panel data model. The senior center can 

decrease elderly suicide because it can facilitate social interaction 

among elders and make their lives more energetic. However, social 

interaction has duality. Increased social interaction in a senior center 

does not necessarily entail pleasant feelings. Depression and distress can 

spread out in such places. With the diffusion effect, the duality of 

social interaction can be reflected, and the senior center does not 

necessarily affect suicide reduction. 

Senior migration rates are associated with a decrease of elderly 

suicide in both of the two models. However, the coefficient is reduced 

in the spatial-temporal dynamic panel data model, indicating that the 

level of influence of senior migration on elderly suicide decrease is 

diminishe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beneficial effect of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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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can be mitigated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diffusion 

effect. 

TV news viewing figures turned out to affect the increase of elderly 

suicide in the general panel data model, but the effect is no longer 

valid in the dynamic panel model. When considering spatial aspects, TV 

news viewing is not a valid factor affecting elderly suicide. This might 

be because the influence of TV news is not spatially restricted. TV 

news affects people all over the nation. 

This research sugges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Above all, to build 

and manage urban parks well can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elderly 

suicide. Urban parks are open places; they are beneficial not only to 

residents, but also to people in nearby areas. The helpful effect of 

urban parks can be extensive. In terms of senior centers, it is 

important to figure out the context of social interaction in building and 

managing the facilities. The fact that the beneficial effect of senior 

centers is not valid with the diffusion effect implies that social 

interaction has a dual effect. Elders can experience discord and become 

distressed when meeting other people. In order to keep the beneficial 

effect of the senior center in suicide reduction, it can be constructive 

to launch various counseling programs in the facilities and create a 

recreation culture to relax elders experiencing stresses, discord, and so 

on.  

Keywords: Elderly suicide, Spatial-temporal diffusion, Neighborhood 

   environmental factors, Spatial-temporal dynamic panel dat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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