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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ecological factors increase the risk of suicide ideation 
among the younger-old and the older-old. Methods: This study utilized the secondary data analysis study using 
2016 Korea Health Panel Study data. A dataset of 3,346 people with 1,592 younger-old and 1,754 older-old was 
analyzed. To analyze the risk factors of suicide ideation among the old, x2 tests and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were used. Results: Depression, anxiety for the future, and experience taking psychiatric medication increased 
the risk of suicide ideation in the younger-old [9.32 OR (95% CI: 4.85~17.91); 4.08 OR (95% CI: 1.88~8.84); 2.67 
OR (95% CI: 1.3~5.43)]. An oral health problem, subjective health status, depression, anxiety for the future and 
experience of taking psychiatric medication increased the risk of suicide ideation in the older-old [2.16 OR (95% 
CI: 1.29~3.62); 2.58 OR (95% CI: 1.17~5.70); 2.94 OR (95% CI: 1.29~6.69); 5.70 OR (95 CI: 3.39~9.59);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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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노인 자살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되는 공중보건문

제로 특히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 2020년도 보

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1]의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53.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인 18.4명보다 2.9배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노인자살이 심각한 이유는 평상시 자살 계획에 대해 

주위에 표현하지 않고, 자살에 대한 행동이 예고 없이 이루어

지며, 위험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살의 성공률 또

한 높기 때문이다[2]. 노인의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

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야기하며[3], 동시에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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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도 영향을 미쳐 연쇄적으로 노인의 자살률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4]. 

그러나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살에 대한 증상표현이 모호

하여 노화로 인한 다양한 신체, 기능적인 문제의 호소만으로 

정서 상태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고 자살생각까지 유추하기

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3]. 따라서 노인 자살생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 사회적 ․ 정서적 요인 등 노인이 경

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확인하여 자살생각

의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 접근이 중요하다[5]. Bronfenbrenner [6]의 생

태학적 모델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이론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 자

살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좀 더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

록 도움을 준다[3]. Kaskie 등[3]은 생태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서적, 신체적, 기능적, 사

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노인 자살 연구에 적용하였으며, 이

러한 다차원적인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반복 연구는 노인 자살 

연구에서 중요하다.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부분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어 왔

다[4,7,8]. 하지만 노인의 우울은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되어 외면되는 감정일 수 있어 다른 위험요인을 

통해 자살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9]. Con-

well 등[7]은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신체

적, 기능장애를 강한 위험 지표로 보았다. 시력, 청력과 같은 

감각저하는 노인의 기능적 문제와 관련 있을 뿐만 아니라 심

리 상태, 신경 질환에도 영향을 미쳐 자살위험성을 높일 수 있

다[8]. 또한 씹기, 말하기와 같은 구강문제는 음식 섭취뿐만 아

니라 타인과의 관계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우울, 자

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에 포함된다[9]. 기

억력장애는 노인에게 대표적인 질환인 우울이나 수면장애에

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노인의 기억력 저하는 결국 우울

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자살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10,11]. 

신체적 건강은 노인에게 곧 독립적인 생활을 의미하며[10],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살위험도가 낮았다[5]. 그러나 

노인이 경험하는 노화와 만성질환은 와상상태를 오래 유지하

게 하고 이는 화장실이나 가까운 거리이동 과정에서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활동기능의 제한은 노인의 자살 

생각을 높이게 된다[12]. 특히 노화과정에서 신진대사가 느려

지면서 생기는 만성질환이나 구강 문제 등은 통증/불편감을 

유발하여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독립적인 활동이 제한되고 도

움을 필요하게 한다[5,13]. 이러한 신체적, 기능적 요인의 저하

는 대인관계의 불안이나 낮은 자존감을 유발하여 사회적 고립

과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2,7]. 이런 노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인들은 신체적, 기능적인 문제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고립

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13].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고, 주관적 경제상태가 낮으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독거 상태나 배우자 유무 등은 

성별이나 연구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12,14]. 돌봄 

제공자인 가족 등과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낮으면 자살생각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었다[14]. 연령에 따라서 자살생각에 유

의한 차이는 없었으나[15], 전기노인은 후기노인에 비해 비교

적 건강하고 젊으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후

기노인은 전기노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의존적이라는 것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16]. 그러나 전 ․ 후기노인을 구분하여 수행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며, 신체적, 기능적, 사회적, 정서적인 

요인들이 노인의 자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

구결과들이 상이하여, 이러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대

단위 인구집단 연구가 요구된다[4,12,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규모의 한국의료패널자료[18]

를 활용하여 노인을 전 ․ 후기로 분류하고, 생태학적 모델을 기

반으로 노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기능적, 사회

적 요인들을 통합적이고 단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진 우울을 포함하는 

정서적 요인을 분석 모형에 최종 투입하고, 각각의 요인들이 

추가될 때마다 어떠한 요인이 우세하게 작용하는지 확인하고

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모든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전기와 후

기노인의 자살생각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전 ․ 후기노인

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다차원적으로 분석

하여, 노인 자살 예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10차 한국의료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차분

석 연구로서, 한국의 전 ․ 후기노인의 자살생각의 차이를 분석

하고, 전 ․ 후기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Vol. 22 No. 4, 2020 283

전 ․ 후기노인의 자살생각 위험요인: 10차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 연구자료 

한국의료패널은 국민건강보험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8년부터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패널 조사

로서 가구의 특성, 가구원의 개별적 속성뿐만 아니라 건강행

위, 건강상태, 의료접근성 등과 같이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다

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17]. 본 연구에 사용되는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2016년도 10차 한국의료패널[18]을 이용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공단 정책연구원 의료비분석실의 한국의료패널 담당자에게 

연구목적을 제시하고 원시자료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C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MIRB-신 20181116-001)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조사 대상은 총 17,424명이었으

며 설문지 문항 중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에 응답한 4,184명 중 불충분한 자료 838명을 제외하

고 Neugarten의 기준[19]에 따라 전기노인은 만 65세 이상~ 

74세 이하, 후기노인은 75세 이상으로 전 ․ 후기노인을 분류하

여 전기노인 1,592명, 후기노인 1,754명, 총 3,34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변수

본 연구에서 활용한 생태학적 변수는 인구학적 특성, 기능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변수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구학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총 3문항으로 생물학적 성별, 생년월일로 추

산한 연령, 5분위 기준 소득수준을 활용하였다. 소득은 대표적

인 분배상태 지표인 소득수준을 5분위를 기준으로 나누어 ‘하

위 20%’와 ‘그 외’에 해당하는 2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 기능적 요인 

기능적 요인은 총 6문항으로 시력문제, 청력문제, 구강문

제, 기억력문제, 활동제한여부, 와상상태 자료를 활용하였다. 

시력문제는 ‘당신은 시력에 문제가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 중 

‘전혀 없다’를 ‘문제가 없다’로, ‘조금 문제 있음’, ‘많이 문제 있

음’, ‘전혀 보지 못함’을 ‘문제가 있다’로 구분하였다. 청력문제

는 ‘당신은 청력에 문제가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 중 ‘전혀 없

다’를 ‘문제가 없다’로, ‘조금 문제 있음’, ‘많이 문제 있음’, ‘전

혀 듣지 못함’을 ‘문제가 있다’로 구분하였다. 구강문제는 ‘지

난 1년 동안 치아 등 입안의 문제로 음식을 씹기 힘든 적이 있

었습니까?’에 대한 응답 중 ‘전혀 없다’를 ‘문제가 없다’로, ‘거

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자주 있었음’을 ‘문제가 있다’로 구

분하였다. 기억력 문제는 ‘정신적인 혼돈이나 기억력 감퇴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습니까?’에 대해 ‘예’, ‘아니오’로 응답

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활동제한은 ‘질병이나 손상 등으로 평

소에 하던 일(직업, 가사, 학업 등), 사회생활, 여가생활, 가족

활동에 제한을 받았습니까?’에 대해 ‘예’, ‘아니오’로 응답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와상상태는 ‘최근 한달 동안 질병이나 손

상으로 거의 하루 종일 누워서 보내야 했던 날이 있습니까?’에 

대해 ‘예’, ‘아니오’로 응답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3) 신체적 요인

신체적 요인은 총 4문항이다. 주관적 건강상태, 동년배 비

교 건강상태, 통증/불편감, 만성질환 문항을 활용하였다. 주

관적 건강상태는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

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중 ‘매우 좋음’, ‘좋음’, ‘보통’을 ‘좋다’

로, ‘나쁨’, ‘매우 나쁨’을 ‘나쁘다’로 구분하였다. 동년배 비교 

건강상태는 ‘동년배 분과 비교하여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가 어

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중 ‘매우 좋음’, ‘좋음’, 

‘보통’을 ‘좋다’로, ‘나쁨’, ‘매우 나쁨’을 ‘나쁘다’로 구분하였

다. 통증/불편감은 ‘당신의 통증이나 불편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중 ‘나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

다’를 ‘불편감이 없다’로, ‘나는 다소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나는 매우 심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는 ‘불편감이 있다’로 

구분하였다. 만성질환은 ‘만성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계십니

까?’에 대한 응답 중 ‘예’, ‘타질환과 중복됨’을 ‘있다’로, ‘아니

오’, ‘완치’를 ‘없다’로 구분하여 응답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4)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은 총 2문항으로 재가서비스, 돌봄제공자를 활

용하였다. 재가서비스는 ‘(현재)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

험으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까?’에 대해 

‘예’, ‘아니오’로 응답 그대로 사용하였다. 돌봄제공자는 ‘현재 

누가 주로 돌보고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 중 ‘며느리’, ‘손자

녀’, ‘이웃 또는 친구’, ‘배우자’, ‘딸’, ‘형제 ․ 자매’, ‘무급간병

인’, ‘아들’, ‘사위’, ‘기타 친인척’, ‘유급간병인’, ‘기타’를 ‘있

다’로, ‘없다’는 ‘없다’로 구분하여 응답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5) 정서적 요인

정서적인 요인은 총 5문항으로 우울, 문제음주, 흡연, 미래

에 대한 불안, 정신과 약물복용을 활용하였다. 우울은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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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나 우울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중, ‘나는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다’를 ‘아니오’로, ‘나는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나는 매우 심하게 불안하거나 우울하

다’를 ‘예’로 구분하였다. 문제음주는 ‘최근 1년간 음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 중 ‘전혀 

아니다’를 ‘아니오’로, ‘한 달에 1번 미만’, ‘한 달에 1번 정도’, 

‘한 달에 2~3번 정도’, ‘1주일에 1번 정도’, ‘1주일에 2~3번 정

도’, ‘거의 매일’을 ‘예’로 구분하였다. 흡연은 ‘현재 담배를 피

우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 중 ‘현재 매일 피움’, ‘가끔 피움’

을 ‘예’로,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음’, ‘피운적 없

음’을 ‘아니오’로 정의하였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지난 한달 

동안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게 느끼거나 불안해 한 적이 있습니

까?’에 대한 응답 중 ‘항상 있었다’, ‘거의 언제나 있었다’, ‘종종 

여러번 있었다’, ‘간혹 있었다’를 ‘예’로, ‘전혀 없었다’를 ‘아니

오’로 구분하였다. 정신과 약물복용은 ‘최근 1년간 우울증이나 

불면증, 스트레스 해소 등의 목적으로 항우울제, 신경안정, 수

면제 등의 약물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예’와 ‘아니오’로 구분하여 응답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SAS 9.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자의 자살생각의 경험은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고, 일반적 특

성 및 신체적, 기능적, 사회적, 정서적 요인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는 x2분석을 시행하였다. 전 ․ 후기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x2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다중로지스틱 회귀분

석(hierarchical 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연 구 결 과

1. 전 ․ 후기노인의 생태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 

전기노인의 자살생각에 차이가 있었던 생태학적 변수는 성

별(x2=5.70, p=.017), 경제상태(x2=6.29, p=.012), 구강문제

(x2=8.47, p=.004), 활동제한 여부(x2=9.69, p=.002), 와상상태

(x2=23.55, p<.001), 주관적 건강상태(x2=26.64, p<.001), 동년

배 비교 건강상태(x2=13.38, p<.001), 통증/불편감(x2=14.73, 

p<.001), 재가서비스 이용여부(x2=10.68, p<.001), 우울(x2= 

207.16, p<.001), 미래에 대한 불안(x2=41.32, p<.001), 정신과 

약물복용(x2=58.61, p<.001)으로 나타났다(Table 1).

후기노인의 자살생각에 차이가 있었던 변수는 성별(x2=10.11, 

p<.001), 시력문제(x2=5.92, p=015), 청력문제(x2=8.34, p=.004), 

구강문제(x2=30.67, p<.001), 기억력문제(x2=25.57, p<.001), 

활동제한 여부(x2=46.21, p<.001), 와상상태(x2=12.73, p<.001), 

주관적 건강상태(x2=58.16, p<.001), 동년배 비교 건강상태

(x2=43.34, p<.001), 통증/불편감(x2=40.42, p<.001), 재가서

비스 이용여부(x2=23.76, p<.001), 돌봄 제공자(x2=49.35, p< 

.001), 우울(x2=256.65, p<.001), 미래에 대한 불안(x2=65.26, 

p<.001), 정신과 약물복용(x2=114.21, p<.001)으로 나타났다

(Table 1).

2. 전 ․ 후기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 

전기와 후기, 즉, 연령시기에 따라 자살생각의 차이가 있는

지 분석하기 위해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Model 1에서는 후기노인

의 자살생각이 전기노인에 비해 1.58 교차비만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모든 변수를 통제한 Model 2에서

는 전 ․ 후기에 따른 자살생각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2). 

3. 전 ․ 후기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1) 전기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위계적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기능적, 신체적, 사회

적, 정서적, 인구학적 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결과, 전기노인

의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최종모형에

서 우울[9.32 OR (95% CI: 4.85~17.91)], 미래에 대한 불안[4.08 

OR (95% CI: 1.88~8.84)], 정신과 약물복용 경험[2.67 OR (95% 

CI: 1.31~5.43)]이었다(Table 3).

2) 후기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위계적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능적, 신

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구학적 요인을 투입한 결과, 후기노인

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최종모형에서 우울

[5.70 OR (95% CI: 3.39~9.59)], 정신과 약물복용 경험[3.18 

OR (95% CI: 1.85~5.47)], 미래에 대한 불안[3.17 OR (95% 

CI: 1.82~5.52)], 통증/불편감[2.94 OR (95% CI: 1.29~6.69)], 

주관적 건강상태[2.58 OR (95% CI: 1.17~5.70)], 구강문제

[2.16 OR (95% CI: 1.29~3.62)]였다(Table 4). 



Vol. 22 No. 4, 2020 285

전 ․ 후기노인의 자살생각 위험요인: 10차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Table 1. Differences in Suicide Ideation according to General, Functional, Phys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N=3,346)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Suicide ideation

≤65~＜75 (n=1,592) ≥75 (n=1,754)

Yes No x2 (p) Yes No x2 (p)

General Gender Male
Female

16 (2.3)
41 (4.6)

676 (97.7)
859 (95.4)

5.70
(.017)

25 (3.5)
72 (7.0)

698 (96.5)
959 (93.0)

10.11
(＜.001)

Socio economic 
status　

Low 20
Others

41 (3.1)
16 (6.3)

1,295 (96.9)
240 (93.8)

6.29
(.012)

49 (5.5)
48 (5.6)

845 (94.5)
812 (94.4)

0.01
(.927)

Functional Visual problem Yes
No

30 (4.3)
27 (3.0)

664 (95.7)
871 (97.0)

1.96
(.161)

68 (6.7)
29 (4.0)

954 (93.3)
703 (96.0)

5.92
(.015)

Hearing loss Yes
No

10 (4.8)
47 (3.4)

197 (95.2)
1,338 (96.6)

1.07
(.299)

49 (7.6)
48 (4.3)

596 (92.4)
1,061 (95.7)

8.34
(.004)

Oral health 
problem

Yes
No

26 (5.7)
31 (2.7)

428 (94.3)
1,107 (97.3)

8.47
(.004)

68 (9.0)
29 (2.9)

687 (91.0)
970 (97.1)

30.67
(＜.001)

Memory 
impairment

Yes
No

 2 (4.3)
55 (3.6)

45 (95.7)
1,490 (96.4)

0.06
(.800)

24 (13.9)
73 (4.6)

149 (86.1)
1,508 (95.4)

25.57
(＜.001)

Activity 
restriction

Yes
No

11 (8.4)
46 (3.1)

120 (91.6)
1,415 (96.9)

9.69
(.002)

43 (13.4)
54 (3.8)

279 (86.6)
1,378 (96.2)

46.21
(＜.001)

Bed-ridden 
status

Yes
No

 9 (15.0)
48 (3.1)

51 (85.0)
1,484 (96.9)

23.55
(＜.001)

14 (13.2)
83 (5.0)

92 (86.8)
1,565 (95.0)

12.73
(＜.001)

Physical Subjective health 
status

Bad
Good

29 (8.0)
28 (2.3)

333 (92.0)
1,202 (97.7)

26.64
(＜.001)

70 (11.1)
27 (2.4)

562 (88.9)
1,095 (97.6)

58.16
(＜.001)

Peer comparison 
health status

Bad
Good

23 (6.9)
34 (2.7)

311 (93.1)
1,224 (97.3)

13.38
(＜.001)

60 (10.8)
37 (3.1)

495 (89.2)
1,162 (96.9)

43.34
(＜.001)

Pain/discomfort Yes
No

38 (5.7)
19 (2.1)

631 (94.3)
904 (97.9)

14.73
(＜.001)

89 (8.3)
 8 (1.2)

984 (91.7)
673 (98.8)

40.42
(＜.001)

Chronic disease Yes
No

55 (3.7)
 2 (1.6)

1,413 (96.3)
122 (98.4)

1.50
(.219)

96 (5.6)
 1 (2.3)

1,614 (94.4)
43 (97.7)

0.91
(.338)

Social Public home 
visiting service

Yes
No

 2 (25.0)
55 (3.5)

6 (75.0)
1,529 (96.5)

10.68
(＜.001)

10 (21.7)
87 (5.1)

36 (78.3)
1,621 (94.9)

23.76
(＜.001)

Caregiver Yes
No

 6 (6.3)
51 (3.4)

90 (93.8)
1,445 (96.6)

2.10
(.146)

42 (14.0)
55 (3.8)

259 (86.0)
1,398 (96.2)

49.35
(＜.001)

Psychological Depression Yes
No

31 (28.2)
26 (1.8)

79 (71.8)
1,456 (98.2)

207.16
(＜.001)

57 (31.1)
40 (2.5)

126 (68.9)
1,531 (97.5)

256.65
(＜.001)

Smoking Yes
No

10 (4.9)
47 (3.4)

194 (95.1)
1,341 (96.6)

1.18
(.277)

 8 (4.8)
89 (5.6)

159 (95.2)
1,498 (94.4)

0.19
(.660)

Drinking 
problem

Yes
No

54 (3.6)
 3 (4.2)

1,466 (96.4)
69 (95.8)

0.07
(.784)

96 (5.6)
 1 (3.0)

1,625 (94.4)
32 (97.0)

0.40
(.526)

Anxiety for 
the future

Yes
No

48 (7.0)
 9 (1.0)

634 (93.0)
901 (99.0)

41.32
(＜.001)

76 (11.0)
21 (2.0)

615 (89.0)
1042 (98.0)

65.26
(＜.001)

Psychiatric 
medication 　

Yes
No

19 (16.2)
38 (2.6)

98 (83.8)
1,437 (97.4)

58.61
(＜.001)

41 (22.8)
56 (3.6)

139 (77.2)
1,518 (96.4)

114.2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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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isk Factors of Suicide Ideation among Younger-old Persons (N=1,592)

Variables Categories

Younger person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Functional Oral health problem (Y) 1.96
(1.14~3.37)

1.54
(0.88~2.70)

1.54
(0.88~2.71)

1.09
(0.53~2.06)

1.08
(0.57~2.03)

Activity restriction (Y) 1.88
(0.90~3.93)

1.28
(0.60~2.78)

1.19
(0.53~2.66)

0.96
(0.38~2.44)

0.93
(0.37~2.39)

Bed-ridden status (Y) 4.16
(1.84~9.40)

3.43
(1.51~7.79)

3.29
(1.42~7.58)

2.41
(0.91~6.40)

2.42
(0.91~6.41)

Physical Subjective health 
status (bad)

3.48
(1.47~8.26)

3.48
(1.46~8.28)

2.46
(0.96~6.31)

2.43
(0.95~6.22)

Peer comparison 
health status (bad)

0.61
(0.25~1.47)

0.60
(0.25~1.44)

0.430
(0.16~1.15)

0.45
(0.17~1.20)

Pain/discomfort (Y) 1.82
(0.99~3.35)

1.81
(0.98~3.35)

1.57
(0.82~3.00)

1.54
(0.80~2.94)

Social Public home visiting 
service (Y)

2.39
(0.39~14.83)

0.57
(0.09~3.59)

0.69
(0.11~4.46)

Psychological Depression (Y) 9.29
(4.85~17.78)

9.32
(4.85~17.91)

Anxiety for the future (Y) 4.04
(1.87~8.75)

4.08
(1.88~8.84)

Psychiatric medication (Y) 2.81
(1.40~5.67)

2.67
(1.31~5.43)

General Gender (M) 1.65
(0.86~3.17)

Socio-economic status
(the lowest)

0.89
(0.43~1.87)

R2 .05 .09 .10 .30 .31

x2 (p) 22.96 (＜.001) 40.05 (＜.001) 40.85 (.001) 133.56 (＜.001) 135.93 (＜.001)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M=Male; Y=Yes.

Table 2. Difference of the Risk in Suicide Ideation between 
Younger–old Persons and Older-old Persons

Age (year)
Model 1 Model 2

OR (95% CI) OR (95% CI)

＜75 1 1

≥75 1.58 (1.13~2.20) 1.02 (0.69~1.51)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Model 1: unadjusted model; 
Model 2: adjusted for all variables in this study.

논 의

본 연구는 제 10차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한 2차 자료

분석 연구로 기능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요인이 포함된 

Kaskie 등[3]의 노인 자살에 관한 생태학적 이론을 근거로 전 ․ 
후기노인 각각의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전기와 후기에 따른 자살생

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전기와 후기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학적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경우 전기노인의 경우 정서적

인 요인이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후기노인의 

경우 기능적 요인, 신체적 요인, 정서적인 요인이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달랐다. 

본 연구결과, 75세 미만의 전기와 75세 이상의 후기에 따른 

자살생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생태학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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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isk Factors of Suicide Ideation among Older-old Persons (N=1,754)

Variables Categories

Older person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Functional Visual problem (Y) 0.99
(0.60~1.61)

0.88
(0.54~1.45)

0.92
(0.56~1.51)

0.77
(0.45~1.34)

0.77
(0.45~1.34)

Hearing loss (Y) 1.20
(0.76~1.88)

1.06
(0.67~1.67)

0.99
(0.62~1.56)

1.22
(0.74~2.03)

1.24
(0.75~2.05)

Oral health problem (Y) 2.75
(1.73~4.38)

2.35
(1.47~3.77)

2.32
(1.45~3.74)

2.15
(1.29~3.60)

2.16
(1.29~3.62)

Memory impairment (Y) 1.73
(0.99~3.01)

1.72
(0.98~2.99)

1.63
(0.93~2.87)

1.39
(0.73~2.64)

1.39
(0.73~2.63)

Activity restriction (Y) 2.67
(1.65~4.32)

1.66
(1.02~2.72)

1.33
(0.78~2.25)

1.11
(0.60~2.04)

1.09
(0.59~2.01)

Bed-ridden status (Y) 1.66
(0.87~3.18)

1.23
(0.64~2.35)

1.14
(0.59~2.20)

0.77
(0.36~1.66)

0.76
(0.35~1.64)

Physical Subjective health status
(bad)

3.10
(1.50~6.41)

2.97
(1.43~6.17)

2.61
(1.18~5.76)

2.58
(1.17~5.70)

Peer comparison health 
status (bad)

0.84
(0.43~1.66)

0.82
(0.42~1.64)

0.59
(0.28~1.26)

0.59
(0.28~1.26)

Pain/discomfort (Y) 3.82
(1.77~8.23)

3.67
(1.70~7.93)

3.05
(1.35~6.90)

2.94
(1.29~6.69)

Social Public home visiting 
service (Y)

1.07
(0.46~2.50)

1.12
(0.41~3.04)

1.11
(0.41~3.03)

Caregiver (Y) 1.94
(1.16~3.22)

1.74
(0.97~3.13)

1.80
(0.99~3.28)

Psychological Depression (Y) 5.72
(3.40~9.62)

5.70
(3.39~9.59)

Anxiety for the future (Y) 3.19
(1.84~5.56)

3.17
(1.82~5.52)

Psychiatric medication (Y) 3.23
(1.89~5.53)

3.18
(1.85~5.47)

General Gender (M) 1.19
(0.69~2.06)

R2 .11 .17 .18 .37 .37

x2 (p) 68.00 (＜.001) 109.09 (＜.001) 116.12 (＜.001) 242.80 (＜.001) 243.19 (＜.001)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M=Male; Y=Yes. 

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는 75세 이상의 후기노인의 자살생각

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연구변수들을 통

제한 후에는 전기와 후기에 따른 자살생각의 유의성이 사라졌

다. 이러한 결과는 Koo 등[12]과 Kim [15]의 노인의 연령에 

따라 노인 자살생각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

과를 지지하였다. Koo 등[12]의 연구에서도 모든 변수를 통제

하지 않았을 때는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노인의 경우 자살생각

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모든 연구변수들을 통제한 결과, 그 유

의성은 사라져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생애주기에서 일정 

시기를 지난 노인들은 단순히 나이나 시기의 차이에 의해 자

살생각을 더 많이 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건강 상태 및 환경에 

따라 다양한 요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노인의 연령보다는 그 시기에 경험하고 있는 구체

적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요인들이 어떻게 자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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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여 그에 맞는 자살예방의 

해결법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에서 공통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은 정서적인 요인으로 우울, 미래에 대한 불

안, 정신과 약물복용 경험과 같은 정서적인 요인이었다. 우울

이 있는 전기노인은 우울이 없는 전기노인에 비해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9.32배, 후기노인은 5.70배 많이 자살생각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4,7,12,14]. 

만 65세에서 74세 이하에 해당하는 전기노인은 노화로 인한 

은퇴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왕성하게 참여하던 사회활동의 참

여 기회가 현저히 줄어듦에 따라 사회적 활동에 대한 상실감, 

우울감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

다[14]. 하지만 후기노인은 사회활동이 축소되어 사회구성원

으로서의 소외감뿐만 아니라 지인, 친구, 배우자 등 애착 및 지

지대상의 상실 등으로 본격적으로 죽음에 대해 경험하게 되면

서 우울감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된다[14,20]. 

미래에 대한 불안 또한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노인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노인에 비

해 전기노인은 4.08배, 후기노인은 3.17배 자살생각을 많이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 등[2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기노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일종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미래에 야기될 

수 있는 막연한 긴장, 압박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1]. 후기노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에서의 고립과 

노인이 약자라는 인식, 젊음을 선호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14,22] 이는 노인의 자살생각

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1년간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과 같은 정신과 약물

복용 경험이 있는 노인이 정신과 약물복용 경험이 없는 경우

에 비해 자살생각을 한 경험은 전기노인은 2.67배 많았으며, 후

기노인은 3.18배 많았다. 이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Kim 등[23]의 연구에서 전기노인의 경

우 정신과 약물복용 경험이 있는 노인이 자살생각도 높다는 연

구결과를 지지함과 동시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 미래에 

대한 불안과 관련이 있는 결과이다. 수면문제로 복용하는 향정

신성 약물의 경우 인지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인지장애로 인한 

판단력의 상실은 자살생각을 높일 수 있다[6,8,24]. 

우울, 미래에 대한 불안, 정신과 약물의 복용은 모두 노인의 

정서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변수로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노인의 자살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노인은 기본적인 정신건강검진이나 자살 위험 평가에 

대한 검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 자

살생각을 조기에 파악하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하였다

[8]. Kaskie 등[3]은 노인의 자살생각이나 자살 충동을 사전 질

문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은 자살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노인의 경우 건강문제 

호소 시 신체증상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관련된 부분까지 확인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노년기 특성과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회적응 및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노인에 대한 긍

정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전 ․ 후기노인의 자살생각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

험요인은 정서적인 요인이었으나, 후기노인은 정서적 요인뿐

만 아니라 신체적, 기능적 요인에서 구강문제, 주관적인 건강

상태, 통증/불편감의 변수도 중요한 자살생각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신체적인 요인에서 구강문제가 있는 경우, 구강문제가 없

는 후기노인에 비해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2.16배 많았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Park [25]의 연구에서 

구강문제와 자살생각이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였

다. 본 연구에서의 노인의 구강문제는 치아결손, 치아우식증, 

만성치주질환 등으로 인해 음식물을 씹기 힘든 상태를 칭하는

데[26], 국민건강영양조사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저작문제, 대화문제, 치아우식증 등의 구강 관련 변수들 중에

서 치아우식증 여부만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아[25] 구강문제 중 특정한 문제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쳤다

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서 자살생각이 있

는 전기노인이 구강문제가 있는 경우는 5.7%, 자살생각이 있

는 후기노인이 구강문제가 있는 경우는 9.0%로 전기노인에 비

해 후기노인의 구강문제가 더 높게 나타나, 후기노인의 자살생

각에는 구강문제를 더욱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구강문제로 인해 

저작능력이 저하되면, 식사량과 질이 떨어지고 영양섭취가 부

족하게 된다. 또한, 구강문제를 통해 노인들은 영양분 섭취가 

부족하여 건강유지가 어렵게 되고, 치아 결손으로 인한 외모

의 변화로 사회생활에서의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므로 사회참

여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16,27]. 후기노인들은 치아건강

을 응급적인 상황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간과하기 

쉽고[16], 치료과정에서도 비용문제에서도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후기노인을 대상으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구

체적인 구강 문제를 파악하여, 치아건강에 대한 교육이나 치

아건강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신체적 요인 중에서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나쁜 후기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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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후기노인에 비해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2.94배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Nam 등

[28]의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노인자살의 영향요인이라는 연

구를 지지하였다. 후기노인은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자신의 질

병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느껴지는 주관적 고통과 연관

되며, 이로 인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므로 자살생각을 높이

는 요인이 된다[10]. 따라서 노인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지지 프로그램이 마련된 필요가 있

을 것이다.

통증/불편감을 호소하는 후기노인이 호소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2.94배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서도 후기노인(8.3%)은 

전기노인(5.7%)에 비해 통증/불편감이 있는 경우, 자살생각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후기노인의 통증/불편감은 전기노

인보다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Juurlink 

등[8]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후기노인이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통

증/불편감은 노인의 일상생활의 불편과 장애를 동반할 뿐만 

아니라 통증조절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는 노인

들을 쇠약하게 하고, 존엄성을 상실하게 한다고 느끼므로 사

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여 자살을 선택

하게 된다[11]. 그러므로 후기노인의 통증/불편감으로 흔히 

복용하게 되는 통증조절 약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약물 교육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모두 자살생각을 유발하

는 요인은 정서적인 요인(우울, 미래에 대한 불안, 정신과 약물

복용 과거력)이었으며, 후기노인은 정서적인 요인 이외의 기

능적 요인(주관적 건강상태, 통증/불편감), 신체적 요인(구강

문제) 또한 자살생각을 유발하였다.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은 

모두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간단한 질문을 통한 기본적인 정신건강검진만으로도 노인의 

정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3], 수시로 노인의 건강상태

를 확인한다면 노인 자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후기노인은 기능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 중에서도 

구강문제인 섭식과 치주질환이 노인의 자살생각뿐 아니라 건

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구강문제가 해결된다면 주관적 건강상태 개선에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후기노인의 신체적 문제의 해결은 

기능적 요인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후기노인

에게는 신체적 요인에 집중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자살 예

방에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생태학적 요인들이 전 ․ 후기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살생각의 주요 원인

은 전기노인은 정서적 요인, 후기노인은 정서적, 기능적, 신체

적 요인이었으며, 전 ․ 후기노인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을 위한 근거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기

노인과 후기노인은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노화로 인해 신체, 

정서,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

를 고려한 자살 예방과 중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

로, 전기노인은 정서적 요인, 즉 우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후기노인의 경우 정서적

인 지원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보조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적

절한 돌봄 제공자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구강 문제와 통증,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자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책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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