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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된 짐스러움이 노인 자살사고에 미치는 향:

삶의 의미와 사회참여의 조 된 매개효과*

홍 주 안 권 호 인†

주 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 된 소속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향을 삶의

의미가 매개하는지 규명하고자 하 으며, 한 이 과정에서 노인 자살의 보호 요인으로 알

려진 사회참여가 조 효과를 갖는지 탐색하 다. 본 연구의 상은 호남지역에 거주 인

남녀 노인 403명으로, 이들을 상으로 자살사고,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 된 소속감, 삶의

의미(의미 발견/의미 추구), 사회참여에 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 다. PROCESS Macro

를 사용한 매개분석 결과 인식된 짐스러움이 삶의 의미 발견을 약화시킴으로써 자살사고를

강화하는 경로임을 확인하 다. 반면 좌 된 소속감은 자살사고로 가는 직 경로만이 유의

했다. 사회참여를 포함한 조 된 매개분석 결과 인식된 짐스러움이 삶의 의미 발견 약화를

통해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경로를 사회참여가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 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추가 으로 본 연구의 함의, 제한 추후연구에 한 제언을 제시하 다.

주요어 : 자살에 한 인 계 이론, 자살사고, 삶의 의미, 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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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으로 노인인구는 증하는 추세이

다. 통계청(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체인구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에 7%를

넘어서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 으며

2017년에는 14%,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며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망된다. 이에

따라 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노인

문제에 한 이해와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 보건 문제로 두되는 노인 자살은 심

각한 수 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2016)에 따

르면 인구 10만 명 당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15∼64세 인구에서 25.3명인데 반해, 65세 이

상 인구에서는 53.3명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

해 높다. 더욱이 노인의 자살시도는 충동 이

거나 도움 요청의 목 보다 실제 자살 의지

가 높아(Conwell et al, 1998) 오래도록 비되

고 계획 이므로 자살시도에 의한 사망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하게 높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Witte et al, 2006). 즉, 한 번의 자살시

도가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이처럼 치명 인 노인 자살시도 자체를 방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며, 자살 고 험군

의 노인들을 정확하게 측하는 것이 필요하

다(김 지, 권정혜, 2012).

노년기의 자살을 사회문화 맥락 하에서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는 주장이 꾸 히 제

기되고 있다(이은지, 서 석, 고은 , 이소연,

최바올, 2013).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사회문화 환경이

변하면서 가정 내 인 계에서 기 되는

사회 지지를 얻지 못하고 정서 으로 고립

되기 쉬운 상황에 놓여있다(이혜 , 이정애,

오강섭, 2015).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노인

자살은 개인의 내 요인과 더불어 인 계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Joiner(2005)는 자살에 한 인 계-심리학

이론을 통해 사회 인 요인들과 자살의

계에 해 설명했으며, 자살사고를 일으키는

결정 요인으로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 된

소속감을 제시하 다. 인식된 짐스러움이란

스스로를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인식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된다(Joiner, 2009). 좌 된 소속감

이란 사회 고립의 결과로 자신이 집단에 소

속되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으

로 정의된다(Joiner, 2009).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 된 소속감은 인 계 특징을 지니며,

사회 지지체계 내에서 한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지지체계 내에서 자신의 요성에

해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될 때 발생한다

(Stellrecht et al., 2006). 다양한 집단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김보미, 유성은, 2012; 조민호,

2010; Hill & Pettit, 2014)결과는 자살의 인

계모형을 지지하고 있으며, 노인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하정미, 송 지, 남희은, 2012;

Cukrowicz, Cheavens, Orden, Ragain & Cook,

2011)에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년기는 은퇴로 인한 경제 인 어려움과

노화로 인한 신체 건강의 악화와 같은 발달사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특성이 있다. 즉, 노

인들은 경제 문제 신체 문제로 인해

요한 타인과의 계에서 자신이 도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큰 스트 스를 경

험하게 되고 짐이 되는 느낌을 가지기 쉽다

(Cukrowicz et al, 2011).

한편, 노인들이 삶의 의미와 삶의 목 을

상실하여 자살사고로 이끈다는 결과들이 보고

되었다(김 지, 권정혜, 2012; Peterson, 1985).

삶의 의미는 노년층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모두와 유의한 련이 있으며, 노년기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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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감에서 요한 요인이다(Van Orden et al.,

2012) 더욱이 노인의 삶의 의미는 발달 으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수립되어야 할 가장

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Erikson, 1980).

Steger, Frazier, Oishi & Kaler(2006)는 삶의 의

미를 인생의 목표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

신의 삶을 채워가는 믿음으로 정의하 고, 자

신의 삶에 의미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상태인

삶의 의미 발견과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이 무엇인지에 한 열망을 반 하는 삶의 의

미 추구의 두 요소로 분류하 다. 삶의 의미

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기

해 계속해서 탐색할 수 있으나, 삶의 의미

를 발견한 사람 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

는 양상을 보인다는 에서 두 가지는 상호

배타 인 개념은 아니다(Steger, Oishi & Kesebir,

2011).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

된 소속감은 삶의 의미와 련이 있다. 인

식된 짐스러움(Van Orden, Bamonti, King &

Duberstein, 2012)과 좌 된 소속감과 유사한 개

념인 사회 배제(Stillman et al., 2009)는 삶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학생을 상으로 한 Kleiman과 Beaver(2013)

의 연구에 따르면,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 된

소속감은 삶의 의미 추구와는 련이 없는 반

면, 삶의 의미 발견을 방해함으로써 자살사고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삶

의 의미 발견은 2개월 후의 자살시도를 측

하는 유일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 삶의

의미 추구는 인식된 짐스러움이나 좌 된 소

속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지

않았으나 2개월 후의 자살사고 감소를 측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삶의 의미의 발견과 추구가

주요 변인 사이의 계를 매개하여 자살사고

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반 한다. 즉, 짐이 되는 느낌과 소

속감의 결여를 경험한 노인이 삶의 의미를 추

구하고 발견했을 경우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과정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로를 발달 으로 의미 발

견이 요한 노인을 상으로 연구한 는 제

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

미를 ‘의미 발견’과 ‘의미 추구’로 분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 계 변인과 자살사고

와의 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

이들의 계에 해 좀 더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자살사고 방에 한 구체 인 개입을

해 험요인과 더불어 험요인의 향을 완

충해 보호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요한 과

제이다(Smith, Alloy & Abramson, 2006). 선행연

구에 따르면 사회참여는 자살사고의 요한

보호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일 , 2013). 사

회참여란 가족이나 이웃, 지역사회 집단 속에

서 개인이 지 를 획득하고 그에 따른 역할

수행과 동시에 사회 계를 맺게 되는 과정

에서의 모든 행동과 사고를 의미한다(최성재,

장인 , 2002). 이러한 사회참여 활동은 취미

활동, 교육활동, 경제활동, 운동활동, 정치활동,

종교활동, 단체활동, 자원 사 등으로 개된

다(조추용, 2003).

노년기 사회참여는 은퇴 후 사회로부터의

고립이나 역할에 한 상실로 인한 공허함에

서 벗어나 보람되고 사회를 해 공헌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의 활력과 지역

사회 안에서의 정 인 태도를 갖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이근홍, 2001). 즉, 노년

층의 사회참여는 은퇴 후 가족 구성원 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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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결속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에 한

체 자원으로서 기능함을 의미한다. 이는 노년

기의 심리 안정감을 꾀하여 자살사고를 감

소시키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정일

, 2015). 이러한 에서 자살사고에 한 연

구에 사회참여 변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의미

가 있을 것이다.

사회참여와 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Patricia(2003)는 퇴직하거나 일하지 않는 노인

일수록 자살률이 높다고 보고하 으며, 사회

단체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자살사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화정, 2005). 임지

(2010)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정치활동, 종교활

동, 문화 취미활동이 자살사고를 감소시키

는데 요한 역할을 하 으며, 이종경과 이은

주(2010)의 연구에서는 여가스포츠 활동 참가

노인이 비참가노인보다 낮은 자살사고를 보고

했다.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하나인 자원

사활동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노후 생활에

서 갖게 되는 소외감을 극복하여 지역 사회에

서 연 감을 가질 수 있어 매우 요한 요인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한정란, 김동배, 원 희,

이 룡, 2001), 정신건강의 보호요인으로 확인

된 바 있다(Yunqing & Ferraro, 2005).

사회참여는 자살 행동에 시간 으로 근 하

게 향을 주는 인과 이고 역동 인 직 요

인이라기보다는 다른 험요인의 작용을 완충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참여

는 노년층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부여하며

노인에게 특정 역할과 계형성의 장으로 기

능하기 때문에(장수지, 2010; 주경희, 2011), 소

속감의 좌 이나 짐이 된다는 지각이 삶의 의

미를 약화시키는 자살 경로에 있어서, 사회참

여활동은 구체 행동변수로서 자살 험성에

한 보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가 인

계 변인과 삶의 의미 약화가 자살사고에 미치

는 향을 조 하는 변인인지 탐색하 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삶의 의미 발견은 인식된 짐스

러움 좌 된 소속감과 자살사고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2. 삶의 의미 추구는 자살사고와

련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삶의 의미 발견과 자살사고의

계를 사회참여가 조 할 것이다.

연구가설 4. 인식된 짐스러움, 좌 된 소속

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향에서 삶의 의미

발견의 매개효과는 사회참여에 의해 조 될

것이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호남지

역의 복지 , 경로당, 마을회 을 방문하여 연

구 설명을 듣고 참여의사를 밝힌 만 65세 이

상 415명의 노인이 참여하 다. 설문은 의사

소통이 원활한 노인들을 상으로 실시하 으

며, 질문지 읽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은

훈련받은 조사자가 읽어주는 문항을 듣고 설

문을 완료하 다. 이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한 12명을 제외하 고, 남성이 107명,

여성이 296명으로 총 403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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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한국 인 계 욕구 질문지

자살에 한 인 계 모형(Joiner, 2005)에

따라 자살사고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안

된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 된 소속감을 평가

하는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Van Orden 등

(2012)의 15문항 버 을 이혜 , 이정애, 오강

섭(2015)이 13문항으로 수정․번안한 척도를

사용했다. 하 척도는 인식된 짐스러움(6문

항), 좌 된 소속감(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7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문항의 수가 높

을수록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 된 소속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 합치

도(Cronbach’s α)는 인식된 짐스러움 .80, 좌

된 소속감 .80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 척도

자살사고를 측정하기 해 Harlow, Newcomb

와 Bentler(1986)가 개발하고 김형수(2002)가 번

안한 척도를 사용했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고, 5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문항의

수가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 질문지

삶의 의미 수 을 측정하기 해 Steger,

Frazier, Kaler과 Oishi (2006)가 개발하고, 원두

리, 김교헌, 권성 (2005)이 수정․번안한 척도

를 사용했다. 자신의 삶에 의미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의미 발견(5문항)과 삶을 의미 있게 만

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한 열망인 의미 추구

(5문항)의 두 가지 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

고, 7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문항의 수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의미 발견 .86, 의미 추구 .91로 나타났다.

사회참여 척도

사회참여 수 을 측정하기 해 Magen과

Peterson(1982)이 개발한 척도를 재인용하여 사

용했다. 이 척도는 사회참여 활동의 빈도나

종류(10문항), 사회참여에 한 정 태도(5

문항), 사회참여에 한 만족(6문항)의 세 가지

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5 Likert 척도

로 평정하며 문항의 수가 높을수록 사회참

여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체문항의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통제변인

통제변인으로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

인 성별, 사별 여부, 독거 여부, 만성질환, 기

수 상자 여부를 포함하 으며, 이를 측

정하기 해 각 특성의 상태를 나타내는 문항

을 활용했다. 만성질환의 경우 6개월 이상 앓

고 있는 질병의 유병여부를 평가하 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 SPSS 23.0

과 SPSS PROCESS Macro 2.16 로그램(Hayes,

2013)을 사용하 다. 먼 빈도분석과 기술통

계분석을 실시하여 인구통계학 특성을 알아

보았고, 변인들 간의 계를 악하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다음으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통해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 된 소속감, 자살사고의 계에서 삶의 의

미 발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고, 부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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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의 존재를

확인하 다. 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을 통해 삶의 의미 발견과 자살사고의 계

에서 사회참여의 조 효과와 단순회귀선의 유

의성을 검증하 다. 마지막으로 인식된 짐스

러움과 좌 된 소속감, 삶의 의미, 자살사고의

계에서, 사회참여 수 이 삶의 의미 발견을

조 하는지를 살펴보기 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4를 이용해 조 된 매개효과

를 검증하 다.

결 과

사회․인구통계학 특징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남녀노인 403명

으로,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통계학 분

포는 표 1에 제시하 다. 성별은 남성이 107

명(26.6%), 여성은 296명(73.4%)으로 연령은 만

65세부터 93세로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연령

은 만 77.42(SD = 7.07)세 다.

주요변인의 상 계 분석

측정변인인 인식된 짐스러움, 좌 된 소속

감, 자살사고, 삶의 의미 발견, 삶의 의미 추

구, 사회 참여와 인구통계학 변인인 성별,

사별여부, 독거여부, 만성질환, 기 수 상

자의 련성을 확인하기 해 Pearson 상 분

석을 실시하 다. 결과는 표 2에 제시하 다.

측정변인들 간의 상 분석 결과 자살사고는

인식된 짐스러움, r = .22, p < .01, 좌 된 소

속감, r = .18, p < .01.과 유의한 정 상 을

보 으며, 삶의 의미 발견, r = -.29, p < .01,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07 26.6

여성 296 73.4

연령

만 65세 ∼ 69세 60 15.0

만 70세 ∼ 74세 84 20.8

만 75세 ∼ 79세 94 23.3

만 80세 ∼ 84세 93 23.1

만 85세 ∼ 89세 59 14.6

만 90세 이상 13 3.2

평균 만 77.42세 (SD=7.07)

동거상태

독거 209 51.9

가족 193 47.8

기타 1 0.2

결혼상태

미혼 2 0.5

기혼 192 47.6

이혼 7 1.7

사별 201 49.9

기타 1 0.2

교육수

무학 148 36.7

등(국민)학교 123 30.5

학교 52 12.9

고등학교 64 15.9

문 3 0.7

학교 이상 13 3.2

한 달

평균수입

50만원 미만 263 65.3

50∼100만원 미만 41 10.2

100∼150만원 미만 23 5.7

150∼200만원 미만 23 5.7

200∼300만원 미만 22 5.5

300만원 이상 15 3.7

없음 16 4.0

만성질환

상태

만성질환자 145 36

질환 없음 258 64

기 수

상자

상자 47 11.7

미 상자 356 88.3

N = 403

표 1. 인구통계학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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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의미 추구, r = -.22, p < .01, 사회참여,

r = -.31, p < .01.와는 유의한 부 상 을 보

다. 다음으로 인식된 짐스러움, r = -.18, p

< .01, 좌 된 소속감, r = -.34, p < .01.은

사회참여와 유의한 부 상 을 보 고, 인식

된 짐스러움은 삶의 의미 발견, r = -.34, p <

.01, 삶의 의미 추구, r = -.30, p < .01.와 유

의한 부 상 을 보인 반면, 좌 된 소속감은

삶의 의미 발견, r = -.07, ns, 삶의 의미 추구,

r = -.08, ns.와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는 삶의 의미 발견, r =

.22, p < .01, 삶의 의미 추구, r = .26, p <

.01.와 유의한 정 상 을 보고하 다. 성별,

수입, 사별 독거여부 등 인구통계학 변

인들과 자살사고의 상 은 모두 유의하지 않

았다.

인식된 짐스러움, 좌 된 소속감과 자살사고

의 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 된 소속감이 삶의

의미를 통하여 자살사고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지 검증하기 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부트

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의 존

재를 확인하 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 측변인을 인식된 짐스러움으로, 결

과변인을 자살사고로 설정한 매개 1의 회귀분

석 결과 직 경로, β = .05, p < .01.가 유의

하 다. 다음으로 측변인인 인식된 짐스러

움은 매개변인인 삶의 의미 발견, β = -.30, p

< .001.과 삶의 의미 추구, β = -.29, p <

.001.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1 2 3 4 5 6 7 8 9 10 11

1. 자살사고 1

2. 인식된 짐스러움 .22** 1

3. 좌 된 소속감 .18** -.00 1

4. 삶의 의미 발견 -.29** -.34** -.07 1

5. 삶의 의미 추구 -.22** -.30** -.08 .86** 1

6. 사회참여 -.31** -.18** -.34** .22** .26** 1

7. 성별 -.10 -.02 -.17** -.17** -.18** .21** 1

8. 사별여부 .05 -.11* .09 .29** .29** -.14** -.45** 1

9. 독거여부 .01 -.08 .10* .25** .23** -.13** -.42** .80** 1

10. 만성질환 -.07 -.12* -.02 -.07 -.10* .10 .08 -.06 -.04 1

11. 기 수 상자 .05 -.07 -.04 .03 .01 .06 .06 .06 .10* .02 1

평균 5.91 15.09 10.14 20.77 22.61 74.64

표 편차 2.40 6.37 3.81 5.62 6.02 13.01

*p < .05, **p < .01

표 2. 측정변인들의 상 평균, 표 편차(N=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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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으로 결과변인인 자살사고와 매개

변인인 삶의 의미 발견, 삶의 의미 추구와의

계에서 삶의 의미 발견, β = -.15, p < .001.

만이 유의미한 향력을 나타내었다. 삶의 의

미 발견의 매개효과의 존재를 확인하기 한

부트스트래핑 재추출 표본 수는 10,000개 고,

95%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136, 상한값 .0950

으로 신뢰구간에 0의 값을 포함하지 않았으므

로 삶의 의미 발견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다

고 할 수 있다.

측변인을 좌 된 소속감으로, 결과변인을

자살사고로 설정한 매개 2의 회귀분석 결과

직 경로, β = .12, p < .001.는 유의하 으나,

좌 된 소속감이 매개변인인 삶의 의미 발견,

매개 1: 인식된 짐스러움 → 삶의 의미 발견, 삶의 의미 추구 → 자살사고

Variables B S.E T P

인식된 짐스러움 → 삶의 의미 발견 -.30 .04 -7.26 .0000***

인식된 짐스러움 → 삶의 의미 추구 -.29 .05 -6.40 .0000***

삶의 의미 발견 → 자살사고 -.15 .04 -3.84 .0001***

삶의 의미 추구 → 자살사고 .06 .04 1.49 .1376

인식된 짐스러움 → 자살사고 .05 .02 2.76 .0061**

Bootstrap Effect SE LL95%CL UL95%CL

Bootstrap results for indirect effect

삶의 의미 발견 .05 .02 .0128 .0931

삶의 의미 추구 -.06 .02 -.0507 .0185

매개 2: 좌 된 소속감 → 삶의 의미 발견, 삶의 의미 추구 → 자살사고

Variables B S.E T P

좌 된 소속감 → 삶의 의미 발견 .10 .07 1.40 .1607

좌 된 소속감 → 삶의 의미 추구 .13 .08 1.66 .0976

삶의 의미 발견 → 자살사고 -.17 .04 -4.39 .0000***

삶의 의미 추구 → 자살사고 .05 .04 1.26 .2098

좌 된 소속감 → 자살사고 .12 .03 4.15 .0000***

Bootstrap Effect SE LL95%CL UL95%CL

Bootstrap results for indirect effect

삶의 의미 발견 -.02 .02 -.0611 .0103

삶의 의미 추구 .01 .01 -.0075 .0421

**p < .01, ***p < .001

표 3. 삶의 의미를 매개변인으로 사용하는 매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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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 .10, ns.과 삶의 의미 추구, β = .13, ns.와

의 련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즉, 본 연구 결과는 인식된 짐스러움이 자

살사고에 직 인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삶

의 의미 발견을 매개로 자살사고에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좌 된 소속감은 삶의 의미 발견이나

추구와는 련 없이 직 으로 자살사고에

유의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삶의 의미 발견과 자살사고의 계에서 사회

참여의 조 효과

삶의 의미 발견과 자살사고의 계에서 사

회참여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 삶의 의미 발견이 높을수록 자살사고

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42, p <

.001. 한 삶의 의미와 자살사고의 계에서

사회참여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β = .00, p < .001, 상호작용은 자살사고에

한 설명력을 18% 추가하 다, ∆ = .18, p

< .001. 즉, 그림 1과 같이 삶의 의미의 발견

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향은 사회참여에 수

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참여의 조 효과가 어떤 조건

에서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해 사

Outcome variable: 자살사고

Variables B S.E T P LL95%CL UL95%CL

삶의 의미 발견 -.42 .09 -4.91 .0000*** -.5884 -.2522

사회참여 -.14 .02 -5.50 .0000*** -.1848 -.0876

삶의 의미 발견×사회참여 .00 .00 3.84 .0001*** .0022 .0068

 = .42, ∆ = .18

***p < .001

표 4. 사회참여의 조 효과 검증

그림 1. 삶의 의미 발견과 자살사고의 계에서 사회참여의 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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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참여의 조건 값(-1SD, Mean, +1SD)에 따른

단순회귀선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 다(Aiken,

West & Reno, 1991).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사회참여의 -1SD와 평균값은 부트스트래핑

검증결과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만, +1SD는 신뢰구간에 0

을 포함하므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사회참여 수 이 거나 보통인 집단

에서는 삶의 의미 발견에 따른 자살사고 정도

의 차이가 크지만 사회참여 수 이 높은 집단

에서는 삶의 의미 발견에 따른 자살사고의 정

도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사회참여의 증가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

했을 때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경로를 완충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인식된 짐스러움과 삶의 의미, 자살사고의

계에서 사회참여의 조 된 매개효과

앞서 인식된 짐스러움과 자살사고의 계에

서 삶의 의미 발견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

다. 반면, 좌 된 소속감과 자살사고의 계에

서는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

았다. 따라서 그림 2와 같이 유의미한 매개효

과를 나타낸 삶의 의미 발견을 심으로 인

식된 짐스러움과 자살사고의 계에서 사회

참여의 조 된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4에 따라 조 된 매

개분석을 실시하 고,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 다. 그 결과는 표 6

과 같다.

Conditional effect of X on Y at values of the moderator(s)

B(SE) T P Boot LLCI Boot ULCI

Mean - 1SD -.14(.02) -6.29 .0000*** -.1876 -.0982

사회참여 Mean -.08(.02) -4.16 .0000*** -.1242 -.0445

Mean + 1SD -.02(.02) -.93 .3534 -.0802 .0287

***p < .001

표 5. 사회참여(조 변인)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인식된 짐스러움 자살사고

삶의 의미 발견

사회참여

그림 2. 인식된 짐스러움과 삶의 의미 발견, 자살사고의 계에서 사회참여의 조 된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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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인식된 짐스러움이 삶의 의미 발견에

유의미한 향을 나타냈다, β = .29, t =

-6.05, p < .001. 다음으로 삶의 의미 발견이

자살사고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β = -.42, t = -4.89, p < .001. 삶

의 의미 발견과 사회참여의 상호작용 효과, β

= .01, t = 3.98, p < .001.도 유의미한 향력

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조 된 매개지수

의 부트스트래핑 검정결과 하한값 -.0030, 상

한값 -.0001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았

으므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나타내

었다.

조 변인인 사회참여의 조건 값(-1SD, Mean,

+1SD)에 따른 삶의 의미 발견의 조 된 간

효과를 분석하 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 , 사회참여가 커질수록 조건부 간 효과

가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SD = .0381,

Mean = .0205, +1SD = .0028. 다음으로 사회

참여의 -1SD와 평균값은 간 효과의 부트스트

래핑 검증결과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

므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만, +1SD는 신뢰구

간에 0을 포함하므로 간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참여 수 이

거나 보통 수 인 경우 인식된 짐스러움과

자살사고의 계에서 삶의 의미 발견과 사회

참여의 상호작용이 자살사고에 향을 미치지

만, 사회참여 수 이 높은 경우 삶의 의미 발

견과 사회참여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Mediator variable model

Outcome variable: 삶의 의미 발견

B(SE) T P

인식된 짐스러움 -.29(.05) -6.05 .0000***

Dependent variable model

Outcome variable: 자살사고

B(SE) T P

삶의 의미 발견 -.42(.08) -4.89 .0000***

인식된 짐스러움 .06(.02) 2.73 .0067**

사회참여 -.13(.02) -5.47 .0000***

삶의 의미 발견 ✕ 사회참여 .00(.00) 3.98 .0001***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Mediator Index SE(Boot)
LL

95%CL

UL

95%CL

삶의 의미 발견 -.00 .00 -.0030 -.0001

*p < .05, **p < .01, ***p < .001

표 6. 사회참여를 조 변인으로 사용하는 조 된 매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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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인식된

짐스러움이 삶의 의미 발견을 통해 자살사고

에 향을 미치는 경로가 사회활동 참여의 수

에 따라 조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사회참여가 낮은 노인은 인식된 짐스러움과

자살사고의 계에서 삶의 의미 발견이 미치

는 향을 더욱 강하게 경험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논 의

속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 자살문

제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특히 노년기 인 계 갈등 상실이 노

인 자살사고의 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에

주목하여 노인의 자살을 Joiner(2005)의 인

계 이론에서 이해하고자 하 으며, 이를 확장

하여 삶의 의미와 사회참여를 포함한 경로를

검증하여 노인의 자살을 방하기 한 실질

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이러한

목 으로, 본 연구는 노인을 상으로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 된 소속감이 삶의 의미 발견

을 통해 자살사고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사회

참여가 조 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해 조

된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

본 연구 결과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 된 소

속감이 클수록 자살사고는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 된 소

속감이 자살사고로 이어진다는 자살의 인

계 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하정미, 송

지, 남희은, 2012; Hill & Pettit, 2014).

인식된 짐스러움과 자살사고의 계에서 삶

의 의미 추구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삶의 의미 추구가 인식된 짐스

러움과 자살사고의 계를 매개하지 않는다는

Kleiman과 Beaver(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

다. 이는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에서 삶을 의

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

은 자살사고와 련이 없다는 것을 반 한다.

반면 삶의 의미 발견은 인식된 짐스러움과 자

살사고의 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인식된 짐스러움이 삶의 의미를

훼손함으로써 자살 사고를 강화시킬 수 있음

을 의미한다. 한 삶의 의미 발견이 자살 사

고에 한 개입에서 요하게 포함될 요소임

을 시사한다. 삶의 의미를 강화하는 개입은

우울증 환자(Westerhof, Bohlmeijer, van Beljouw,

& Pot, 2010)와 말기 암환자(Lee, Robin-Cohen,

Edgar, Laizner, & Gagnon, 2006)를 상으로 효

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개입을 자살

험성이 있는 노인을 상으로 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러한 결과는

심리 탄력성을 강화시키는 정 인 심리요

Conditional indirect effect(s) of X on Y at values of the moderator(s)

Mediator Moderator: 사회참여 indirect effect (SE) Boot LLCI Boot ULCI

Mean - 1SD .04(.02) .0117 .0758

삶의 의미 발견 Mean .02(.01) .0057 .0433

Mean + 1SD .00(.01) -.0166 .0233

표 7. 사회참여(조 변인)의 조건 값에 따른 삶의 의미 발견의 조 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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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노인층의 자살 험성을 방하는데 효

과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Heisel, Neufeld &

Flett, 2016).

한편, 좌 된 소속감과 자살사고의 계에

서 삶의 의미 발견, 삶의 의미 추구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서구 청년

층에서 삶의 의미 발견이 좌 된 소속감과

자살사고의 계를 매개한다는 선행연구 결

과(Kleiman & Beaver, 2013)와는 다른 결과이

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다.

우선 청년층과 비교하여 노년기에는 자녀들

과 분리되어 생활하거나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해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고 이는 발달 단

계의 측면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노인들은 자녀로부터의 통 인

부모부양의 고정 념에서 벗어나 핵가족화로

인한 문화 규범의 변화에 응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며(김은 , 2002), 자녀와의 동거 여

부가 노인의 삶의 질에 직 인 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최성재, 1985)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가족 계 등에

서 느끼는 소속감의 좌 이 노인의 삶의 의미

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본 연구의 연구 상자는 주로 경로당이

나 마을회 에서 모집 되었는 바, 부분의

노인이 매일같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

하고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속 인 계의 체험이 부족한 청년층에 비

교하여 노인이 소속감의 좌 을 느낀다고 하

여도 삶의 의미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인식된 짐스러움이 삶의

의미 발견을 통해 자살사고에 향을 미치는

부분 매개 경로를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참여 수 이 높을수록 인식된 짐스러

움이 삶의 의미 발견을 통해 자살사고에 미치

는 향력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짐이 되는 느낌을 지각하고 있

을 때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노인일수록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더 요하다는 것을 시

사한다. 반면, 짐이 되는 느낌을 지각하고 삶

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취미활동,

정치활동, 종교활동, 자원 사 등과 같은 사회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한다면 자살사고로 이

어지는 매개 경로의 향력이 감소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 과제에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들을 상으로 한정되었고 경로당이나 마을회

의 노인을 기반으로 표집 하 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이 비교 높은 빈도의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집단임을 반 하므로 연구의

결과를 체 노인 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시설노인을 비롯한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노인들이 포함된 연구

상으로 범 를 확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

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 만성질

환을 가진 노인이 36%로 낮은 비 을 차지한

다. 이는 국내 노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14)에서 보고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89.2%보다 훨씬 낮은 비율이다. 즉, 본 연구의

표본이 비교 건강한 노인들로 이루어져있어

연구의 결과를 체 노인 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을 연구 상자에 다수 포함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 방식

을 사용하 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인과 계

에 해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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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연구에서는 인식된 짐스러움과 삶의 의

미, 자살사고에 한 반복 측정을 통해 변인

들 간의 종단 계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

살의 인 계 모형을 국내 노인층에 용하

고, 이를 확장하여 삶의 의미와 사회참여간

의 계를 악함으로써 노인의 자살 방 개

입에 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에

의의가 있다. 즉, 노인의 인식된 짐스러움 지

각은 자살사고를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 과

정에서 삶의 의미의 발견은 자살사고로 이어

지는 경로를 강화하거나 차단하는 향을 미

칠 수 있다. 이러한 경로로서 발생하는 노인

의 자살사고가 심각한 수 에 이를 경우 치명

인 자살시도와 행동으로 이어지며 자살이라

는 결과를 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식된 짐

스러움을 이거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은 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삶의 의미의 발견은 생의 마지막 단

계에서 이룩해야할 과제로서 스스로의 가치와

생애에 한 정 인 평가를 포함한 자아

통합의 측면과 련된 것이기 때문에 삶의 의

미를 발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짐이 되는 느낌을 지각한 노인들의 자

살사고를 방하기 해서는 삶의 의미의 발

견과 함께 사회 활동 참여와의 상호작용을 고

려해야한다. 즉, 사회참여라는 행동 보호요

인을 강화하여 인식된 짐스러움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향력을 완충시킬 수 있고, 노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

원할 수 있도록 실질 인 개입 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사회 활동 참여를 통

한 삶의 의미 발견의 상호작용은 노년기 스트

스에 한 항력을 증가시키며 심리 안

정화를 꾀하여 인식된 짐스러움을 낮추고 자

살사고를 방하는 데 향을 미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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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Perceived Burdensomeness on

Suicidal Ideation of Older Adults: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Meaning in

Life and Social Participation

Juan Hong Hoin Kwon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Jeonju University

This study has attempted to identify whether or not the effects of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thwarted belongingness of the elderly on a suicidal ideation is mediated by the meaning in life and,

during this process, examined if social participation known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elderly suicide

has a moderating effect. For this, a total of 403 elderly men and women residing in Honam area have

been selected as the subjects of the study, among whom self-report surveys have been conducted as to

perceived burdensomeness, thwarted belongingness, meaning in life (presence of meaning/search for

meaning) and social participation. The mediating analysis with the use of the process macro has identified

the path where the perceived burdensomeness encourages a suicidal ideation through the presence of the

meaning in life. On the other hand, the thwarted belongingness has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only in

a direct path to a suicidal ideation. The analysis results of moderated mediating effects, including social

participation have found that social participation does mediate the path to a suicidal ideation caused by

the perceived burdensomeness through the presence of the meaning in life, verifying its moderated

mediating effects.

Key words :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e, suicidal ideation, meaning in life, social particip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