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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prevalence of suicidal ideation and influencing factors among Korean middle-aged men
and women through the use of national health statistics. Methods: This study employed statistical data extracted from the
2016-2017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and subjects were 3,008 middle-aged men and women,
aged 40-65 years. The following variables were included in survey items: marital status, education, current employment status,
income, living arrangement, smoking, drinking, sleep duration, chronic disease, depression, and counselling. Data were analysed
utilizing a complex sampl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WIN 25.0 program. Results: The prevalence of
suicidal ideation was found to be 3.0% in middle-aged men and 5.1% in middle-aged women. Influencing factors of suicidal
ideation among middle-aged men included current employment status (OR=0.44, 95% CI=0.20∼0.96) and whether they had
received counselling (OR=9.38, 95% CI=2.47∼35.54), while other factors such as high income levels (OR=0.35, 95% CI=0.13∼0.93),
upper-middle income levels (OR=0.35, 95% CI=0.16∼0.77), if respondents were drinkers (OR=3.18, 95% CI=1.20∼8.47), and if they
had received counselling (OR=8.58, 95% CI=1.79∼41.04) were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among middle-aged wome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nfluencing factors of suicidal ideation in Korean middle-aged men and women
are different. Therefore, taking these findings into consideration, it may be helpful to tailor interventions according to gender. In
addition, healthcare providers should assess suicidal ideation and provide interventions without discriminating against those
who receive mental health counselling,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men or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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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억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고 있으며, 자살을 시
도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1]. 2019년 한국 통계청 자료에

1. 연구의 필요성
자살은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로서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8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26.6명이 고의적 자해로 인한 자살로
사망하고 있으며, 전체 사망 원인의 5위로 나타났다[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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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장 높게 나타났고, 중년여성의 1인가구 비율도 갈수록 증가

Development) 36개 회원국과의 자살률을 비교한 결과에 따

하고 있다[10]. 특히, 1인가구의 자살생각이 다인가구에 비

르면, 한국은 2003년부터 10년 이상 자살률 1위를 지속하였

해 7.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년성인의 경우 배우자

고, 표준인구 10만명당 영국 7.3명, 독일 9.5명, 미국 14.5명,

가 없는 중년성인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자살생각 위험

일본 14.9명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24.7명으로 가장 높게

이 2.5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9] 1인가구의 자살생각 위

나타나[3] 사회적인 관심과 국가의 적극적 정책이 요구되는

험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흡연과 음주는 당뇨병,

실정이다.

심혈관계 질환 등의 만성 신체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에 해당

중년은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

된다[11]. 만성적인 신체질환을 가진 중년층은 신체질환을

이다. 중년여성의 대표적인 신체적 변화는 호르몬 변화에 따

가지고 있지 않은 대상자보다 우울 정도가 심각해 질 수 있고

라 나타나는 폐경 증상으로 질 분비물 감소, 피부 건조, 골밀

[12], 우울은 중년성인 남녀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

도 감소, 관절통 등이 있다[4]. 또한 중년남성도 중년기의 호

요 변수이다[13]. 이러한 자살생각을 경험한 성인 중 정신건

르몬 변화로 발기 부전, 골밀도 감소, 피부 노화, 내장지방 증

강 문제로 상담을 받은 경우는 17.0%로 여성이 17.3%, 남성

가 등의 신체적 문제가 나타난다[5]. 이로 인해 불안, 우울, 신

이 16.4%로 나타났으며, 자살을 계획(24.2%)하고 자살시도

경과민 등의 심리적 변화가 나타나며[5,6], 이는 자살생각에

를 했던 경험자(39.5%)일수록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을 받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

기에는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및 골다공증 등의 만성

적 특성 이외에도 건강관련 특성과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상

질환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이러한 신체적 질환은 심리적 변

담유무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화에도 영향을 미친다[6,7]. 또한 중년기에는 자녀의 독립과

지금까지 중년성인을 대상으로 자살생각 관련요인을 진행

직장에서의 은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과 노부모 부양, 본

한 연구는 중년남성[14-16]과 중년여성[17]으로 그 대상을

인의 노후 생활 준비 등으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한다[8]. 이와

제한하거나 자아존중감, 가족갈등, 우울 등의 특정 변수로 제

같은 중년기의 여러 가지 변화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

한하여 그 관련성을 확인하였다[13]. 중년성인을 대상으로

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중년성인은 스트레스를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일반화하기에는 특정 지역의 중년을

적게 느끼는 중년성인보다 자살생각이 2.4배 높은 것으로 나

대상으로 진행되었거나[18],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타났다[9]. 따라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중년

흡연, 가구 형태, 정신과 상담 유무 등의 변수에서 일부 차이

성인의 자살생각에 대해 중년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전략

가 있다[1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보건통계 자료인

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16∼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한국 중년성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과 가족, 사회적 문

인 남녀의 자살생각 유무와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 등이 복잡하게 작용한다. 2017년 자살동기를 살펴보면,
40대의 경우 경제생활 문제 38.2%, 정신과적 문제 30.2%, 가
정문제 11.0% 순으로 나타났고, 50대는 정신과적 문제
31.8%, 경제생활 문제 31.6%, 육체적 질병문제 16.0% 순으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중년성인 남녀의 자살생각 유무를
파악하고, 자살생각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로 나타났다[2]. 직업에 따라서는 40∼60대에서 가장 자살률
이 높은 직업은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 종사자였으며, 전문가

연구 방법

및 관련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사무 종사자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났다[2]. 또한 중년층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자살생

1. 연구설계

각 비율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10.1%, 중학교 졸업 9.8%,

본 연구는 한국 중년성인 남녀의 자살생각 관련요인을 파

고등학교 졸업 4.8%, 대학교 이상 3.7%로 나타났다[2]. 특히,

악하기 위하여 제7기 1, 2차년도(2016∼2017) 국민건강영

최근에는 이혼, 사별, 별거 등의 이유로 중년 1인가구 비율이

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차자료 분석연구이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40∼50대 남성의 1인가구 비율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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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과음’은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와 ‘한 번에 술
2. 연구대상

을 얼마나 마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분류하였다. ‘가벼운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통계자료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모

음주’는 월 2∼4회 이하,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의 경우 5∼

집단으로 한다. 제7기 1차년도(2016)에 응답한 참여자는

6잔 이하로 마시는 자, 여성의 경우 3∼4잔 이하로 마시는 자

8,150명, 2차년도(2017)에 응답한 참여자는 8,127명이었다.

이다. ‘과음’은 주 2회 이상,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7잔 이상, 여성의 경우 5잔 이상으로 마시는 자이다[20].

있습니까?’에 응답한 15,496명 중 40∼65세 대상자를 포함

(3) 수면시간: 수면시간은 ‘평소, 주중(또는 일하는 날)에 잠

하고, 그 가운데 해당 문항에 대한 답변이 ‘모름’과 ‘무응답’

자리에 든 시각과 일어난 시각은 언제입니까?’이란 질문에

은 제외한 3,00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응답한 시간을 활용하여 6시간 이하, 7∼8시간, 9시간 이상
으로 구분하였다.

3. 연구변수

(4) 만성질환: 만성질환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뇌졸중,

1) 일반적 특성

심근경색, 골관절염, 류마티스성질환, 골다공증, 폐결핵, 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결혼 상태, 교육수준, 현재 직업유

식, 당뇨, 갑상선,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

무, 소득수준, 가구 형태를 조사하였다. 결혼 상태는 미혼, 기

암, 갑상선암, 기타암에 대해 의사진단 유무로 구분하였다.

혼, 별거ㆍ사별ㆍ이혼으로 구분하였고, 교육수준은 중졸이

(5) 우울증: 우울증은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한 응

하, 고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직업유무는 현재 직업

답에 대해 ‘예’,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이 있는지 여부로 구분하였고, 소득수준은 전체 가구의 소득

(6) 상담 경험: 상담 경험은 ‘최근 1년 동안 정신적인 문제

을 사분위수로 구분하여 하(90만원 미만), 중하(90∼200만

때문에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

원 미만), 중상(200∼310만원 미만), 상(310만원 이상)으로

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구분하였다[20]. 가구 형태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로 구분하
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 자료를 이용하였다

2) 건강 관련 특성

(https://knhanes.cdc.go.kr/). 이를 위해 ‘통계자료 이용자

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은 흡연, 음주, 수면시간, 만성질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와 ‘보안서약서’를 서명 및 제출하여

환, 우울증, 상담 경험을 조사하였다.

관련 통계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

(1) 흡연: 흡연은 ‘현재 흡연자’, ‘과거 흡연자’, ‘피운적 없

조사의 표본 추출틀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음’으로 분류하였다. 흡연 관련 문항은 ‘현재 담배를 피우십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세 이상 국민 중 대표성 있는 표본

니까?’라는 질문에 ‘매일 피움’, ‘가끔 피움’으로 응답한 대상

을 추출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2단계 층화집락표본추출방

자를 ‘현재 흡연자’로 분류하고,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

법을 사용하였다. 제7기 1, 2차년도(2016∼2017)는 시ㆍ도,

우지 않음’으로 응답한 대상자를 ‘과거 흡연자’로 분류하였

동ㆍ읍면, 주택유형을 기준으로 추출틀을 층화한 후, 주거면

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피운 담배의 양은 총 얼

적 비율, 가구주 학력 비율 등을 내재적 층화 기준으로 사용하

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에 ‘피운 적 없음’으로 응답한 대상자

였다. 조사대상자는 표본 가구 내에서 적정 조건을 만족하는

를 나머지 대상자로 분류하였다.

만 1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으로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40∼

(2) 음주: 음주는 ‘과거 음주자 및 음주 경험이 없음’, ‘가벼

65세 성인만을 분석하였다.

운 음주’, ‘과음’으로 분류하였다. ‘과거 음주자 및 음주 경험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건강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건강

이 없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설문조사는 가구조사, 건강면접조사, 건강행태조사로 구분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술을 마셔 본 적 없음’으로 응답한 경

된다. 가구조사는 면접조사로 진행되며, 세대유형, 가구소득

우와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라는 질문에 ‘최근 1년간

등이 조사된다. 건강면접조사는 자기기입식 조사로 진행되

전혀 마시지 않았다’로 응답한 경우를 통합하였다. ‘가벼운

며, 질병 발생, 의료이용, 교육 정도, 경제활동, 신체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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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 중년성인 남녀의 자살생각 유무는 기술통계로

이 조사된다. 건강행태조사는 자기기입식 조사로 진행되며,

분석하였다.

음주, 흡연, 정신건강 등이 조사된다.

둘째, 한국 중년성인 남녀의 자살생각 유무에 따른 일반적
5. 윤리적 고려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은 복합표본 교차분석으로 분석하였
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생명윤리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
가 주관하여 공공복리를 위해 수행하는 연구로서, 2015년부

셋째, 한국 중년성인 남녀의 자살생각 유무에 영향을 미치

터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수행하고 있다. 본

는 요인은 복합표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

연구 자료는 이러한 정부기관의 규정을 바탕으로 국민건강

석하였다.

영양조사 홈페이지에 자료 승인을 요청한 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6. 자료분석

1. 대상자의 자살생각 유무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자료를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ㆍ해석하기 위하여 복합표본설계(complex

본 연구대상자의 자살생각 유무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국민건강영양조사

1과 같다. 전체 3,008명 중 자살생각을 가진 대상자는 전체

가 제공하는 층화, 집락 및 가중치를 고려하여 분석하는 방법

126명으로 4.2%였고, 중년남성이 44명으로 1.5%, 중년여성

으로 IBM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이 82명으로 2.7%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icidal Ideation among Middle-aged Adults

(N=3,008)

Men (n=1,321)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 (%)†

Suicidal Non-suicidal
ideation
ideation
(n=44)
(n=1,277)

Women (n=1,687)
n (%)†

Weight %
Suicidal
ideation

Yes

Marital
status‡

Single
164 (5.5)
116 (8.8)
Married
2,496 (83.1) 1,102 (83.4)
Separated, widowed, 345 (11.5) 103 (7.8)
or divorced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 776 (27.2)
High school
985 (34.6)
College or more
1,089 (38.2)

Current
Current
employment None or past
status‡
Income‡

Low
Low to middle
Middle to high
High

Living
Living with others
arrangement Living alone
†

126 (4.0)

44 (3.0)

Suicidal Non-suicidal
ideation
ideation
(n=82)
(n=1,605)

2

p

Weight %
82 (5.1)

8.5
1.7
11.3

91.5
98.3
88.7

48 (2.9)
1,394 (82.8)
242 (14.4)

1.7
4.2
11.4

98.3
95.8
88.6

54.69 ＜.001

280 (22.7)
403 (32.6)
553 (44.7)

6.6
2.8
1.2

93.4
97.2
98.8

496 (30.7)
582 (36.1)
536 (33.2)

8.9
5.5
1.3

91.1
94.5
98.7

51.90 ＜.001

2,024 (71.0) 1,057 (85.6)
825 (29.0) 178 (14.4)

1.7
11.6

98.3
88.4

967 (59.9)
647 (40.1)

4.8
5.2

95.2
94.8

19.12 ＜.001

328 (24.9)
325 (24.6)
332 (25.2)
334 (25.3)

8.0
2.1
0.5
1.8

92.0
97.9
99.5
98.2

418 (24.8)
427 (25.3)
410 (24.3)
430 (25.5)

10.3
5.2
2.5
2.5

89.7
94.8
97.5
97.5

69.13 ＜.001

2,714 (90.2) 1,172 (88.7)
294 (9.8)
149 (11.3)

2.2
10.3

97.8
89.7

1,542 (91.4)
145 (8.6)

4.7
10.2

95.3
89.8

27.59 ＜.001

746 (24.8)
752 (25.0)
742 (24.7)
764 (25.4)

n=unweighted sample size; ‡No respons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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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대상자 중 과음을 하는 중년여성(21.2%)이 가벼운
2. 대상자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비교

음주(3.8%)를 하거나 음주를 하지 않는 (4.9%) 중년여성보다

중년성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결혼 상태

자살생각률이 각각 17.4%, 16.3% 더 높았다. 또한 우울증이

(2=54.69, p＜.001), 교육수준(2=51.90, p＜.001), 현재 직

있는 중년남성(25.3%)이 우울증이 없는 중년남성(2.4%)보다

2

2

업유무( =19.12, p＜.001), 소득수준( =69.13, p＜.001),

자살생각률이 22.9% 더 높았고, 우울증이 있는 중년여성

2

가구 형태( =27.59,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19.6%)이 우울증이 없는 중년여성(4.4)보다 자살생각률이

있었다(Table 1). 특히, 자살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 중 별

15.2% 더 높았다. 상담 경험이 있는 중년남성(34.4%)이 상담

거ㆍ사별ㆍ이혼의 중년남성(11.3%)이 기혼의 중년남성

경험이 없는 중년남성(2.4%)보다 자살생각률이 32.0% 더 높

(1.7%)보다 자살생각률이 9.6% 더 높았고, 별거ㆍ사별ㆍ이

았고, 상담 경험이 있는 중년여성(31.8%)이 상담 경험이 없는

혼의 중년여성(11.4%)이 기혼의 중년여성(4.2%)보다 자살생

중년여성(4.3)보다 자살생각률이 27.5% 더 높았다.

각률이 7.2% 더 높았다. 과거에 직업이 있었거나 현재 직업이
3. 대상자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없는 중년남성(11.6%)이 현재 직업이 있는 중년남성(1.7%)
보다 자살생각률이 9.9% 더 높았다. 또한 1인가구 중년남성

중년성인 남녀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10.3%)이 다인가구 중년남성(2.2%)보다 자살생각률이 8.1%

종속변수로 자살생각 유무를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교차

더 높았고, 1인가구 중년여성(10.2%)이 다인가구 중년여성

분석에 차이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결혼 상태, 교육수준, 현

(4.7%)보다 자살생각률이 5.5% 더 높았다.

재 직업유무, 소득수준, 가구 형태, 음주, 만성질환, 우울증,

중년성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건강 관련 특성은 음주

상담 경험을 선택하였다. 이들의 자살생각 유무에 대한 설명

2

정도를 추정하기 위해 유의수준을 통해 모형적합도(p＜

2

( =24.83, p＜.001), 만성질환( =6.98, p＜.001), 우울증
2

2

( =76.75, p＜.001), 상담 경험( =156.28, p＜.001)이 통계

.001)를 확인한 후 복합표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특히, 자살생각을 가

하였다. 그 결과, 중년남성은 현재 직업유무, 상담 경험이 유

Table 2.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Suicidal Ideation among Middle-aged Adults

(N=3,008)

Men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 (%)†

Women

Suicidal Non-suicidal
ideation
ideation

n (%)†

Weight %

Suicidal Non-suicidal
ideation
ideation

2

p

5.48

.119

Weight %

Smoking

Current
Past
None

583 (19.4)
655 (21.8)
1,770 (58.8)

519 (39.3)
565 (42.8)
237 (17.9)

4.1
2.3
2.3

95.9
97.7
97.7

64 (3.8)
90 (5.3)
1,533 (90.9)

18.0
8.1
4.3

82.0
91.9
95.7

Drinking

Heavy
Light
Past/None

395 (13.1)
1,893 (62.9)
720 (23.9)

313 (23.7)
814 (61.6)
194 (14.7)

4.0
1.7
7.5

96.0
98.3
92.5

82 (4.9)
1,079 (64.0)
526 (31.2)

21.2
3.8
4.9

78.8
96.2
95.1

Sleep duration
(hour)‡

≤6
7∼8
≥9

569 (23.5)
1,351 (55.8)
500 (20.7)

242 (23.5)
575 (55.8)
214 (20.8)

4.5
3.1
1.6

95.5
96.9
98.4

327 (23.5)
776 (55.9)
286 (20.6)

6.9
3.3
6.3

93.1
96.7
93.7

7.01

Chronic disease

Yes
No

1,499 (49.8)
1,509 (50.2)

629 (47.6)
692 (52.4)

4.3
1.9

95.7
98.1

870 (51.6)
817 (48.4)

5.7
4.4

94.3
95.6

6.98 ＜.001

Depression‡

Yes
No

109 (3.8)
29 (2.3)
2,752 (96.2) 1,213 (97.7)

25.3
2.4

74.7
97.6

80 (4.9)
1,539 (95.1)

19.6
4.4

80.4
95.6

76.75 ＜.001

Counseling

Yes
No

81 (2.7)
33 (2.5)
2,927 (97.3) 1,288 (97.5)

34.4
2.4

65.6
97.6

48 (2.8)
1,639 (97.2)

31.8
4.3

68.2
95.7

156.28 ＜.001

†

n=unweighted sample size; ‡No response excluded.

24.83 ＜.001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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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고, 중년여성은 소득수준, 음주, 상담 경험이 통계적

8.47), 정신과 상담을 받은 중년여성이 상담을 받지 않은 중

으로 유의하였다. 중년남성의 최종 회귀모형 Nagelkerke

년여성보다 8.58배 자살생각이 증가하였다(95% CI=1.79∼

2

R =.296, 분류정확도는 97.3%였고, 중년여성의 최종 회귀모

41.04)(Table 3).

형 Nagelkerke R2=.190, 분류정확도는 95.0%였다.
중년남성은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중년남성의 자살생

논 의

각이 과거에 직업이 있었거나 현재 직업이 없는 중년남성보
다 56% 감소하였고(95% CI=0.20∼0.96), 정신과 상담 경험

본 연구는 2016∼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40

이 있는 중년남성이 상담 경험이 없는 중년남성보다 자살생

∼65세 중년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일반적 및 건강 관련 특성

각이 9.38배 증가하였다(95% CI=2.47∼35.54). 중년여성은

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중년남성과 중년여성의 자살생각

소득수준이 ‘상’(95% CI=0.16∼0.77)과 ‘중상’(95% CI=0.13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차이가 있었다.

∼0.93)인 중년여성이 소득수준 ‘하’인 중년여성보다 각각

본 연구결과, 중년성인의 자살생각률이 4.0%로, 중년남성

65% 감소하였다. 또한 과음하는 여성이 음주를 하지 않는 중

3.0%, 중년여성 5.1%로 나타났다. 2016년 우리나라 성인의

년여성보다 3.18배 자살생각이 증가하였고(95% CI=1.20∼

자살생각 유경험자를 확인한 결과, 40대 4.5%, 50대 5.5%,

Table 3. Multivariate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f Suicidal Ideation among Middle-aged Adults
(N=3,008)
Men (n=1,687)†
Characteristics

Categories

Women (n=1,321)†

Adjusted OR (95% CI)

p

Adjusted OR (95% CI)

p

Married (ref)
Single
Separated, widowed, or
divorced

1
2.97 (0.94, 9.38)
4.60 (0.81, 26.02)

.064
.084

1
0.41 (0.06, 3.08)
1.72 (0.85, 3.50)

.386
.132

High school (ref)
Middle school or less
College or more

1
1.76 (0.66, 4.71)
0.60 (0.23, 1.59)

.256
.305

1
1.68 (0.94, 2.99)
0.34 (0.11, 1.02)

.078
.054

Current employment
status

None or past (ref)
Current

1
0.44 (0.20, 0.96)

.039

1
1.02 (0.57, 1.80)

.957

Income

Low (ref)
Low to middle
Middle to high
High

1
0.77 (0.25, 2.43)
0.29 (0.05, 1.56)
1.13 (0.27, 4.70)

.659
.148
.862

1
0.58 (0.29, 1.17)
0.35 (0.13, 0.93)
0.35 (0.16, 0.77)

.128
.036
.010

Living with others (ref)
Living alone

1
1.18 (0.35, 4.05)

.790

1
1.13 (0.52, 2.44)

.753

Past/None (ref)
Light
Heavy

1
0.41 (0.13, 1.26)
1.08 (0.37, 3.16)

.119
.894

1
0.95 (0.51, 1.78)
3.18 (1.20, 8.47)

.874
.021

No (ref)
Yes

1
1.54 (0.64, 3.72)

.333

1
1.03 (0.54, 1.96)

.922

No (ref)
Yes

1
1.51 (0.36, 6.29)

.573

1
1.42 (0.34, 5.91)

.630

No (ref)
Yes

1
9.38 (2.47, 35.54)

.001

1
8.58 (1.79, 41.04)

.007

Marital status

Education

Living arrangement
Drinking

Chronic disease
Depression
Counseling

Nagelkerke R2=.296, Accuracy 97.3%
†

n=unweighted sample size; ref=reference;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Nagelkerke R2=.190, Accuracy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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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7.5%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

게 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부양을 받기 어렵지만, 부모를 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 이 조사결과의 성별에 따른

양해야 한다는 부담이 더해져 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자살생각 유경험자를 비교하면, 남성은 40대 5.6%, 50대

있는 것으로 보인다[8]. Moon과 Park [19]의 연구에서도 중

4.6%, 60대 4.8%였고, 여성은 40대 3.4%, 50대 6.3%, 60대

년여성의 자살생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남편의 직

10.1%로 나타났다[2]. 남성의 경우 40대에 자살생각이 높아

업이 노동자인 경우로 나타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살생각

지지만 이후 약간 감소하였고, 여성의 경우 40대에 자살생각

의 주요 위험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신건강간호사

이 낮지만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성별과 연령

는 중년여성을 중재함에 있어 개인의 경제상태를 정확히 확

에 따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자살예

인하여 자살 고위험 요인을 분류하는데 참고하면 도움이 될

방 정책사업이 구분되어 마련하는 것이 중년성인의 건강관

것으로 생각된다.

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년여성의 경우, 과음을 하는 중년여성이 음주를 하지 않

직업유무는 중년남성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는 중년여성보다 자살생각이 3.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 나타났다. Kang 등[16]의 연구에서는 중년남성이 직무스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을 하는 중년성인 중 중년여성이

트레스 정도가 거의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2%뿐이었고,

21.2%, 중년남성은 4.0%로 나타나 중년남성보다 5배 이상

그 스트레스 정도가 매우 높은 대상자는 23.2%로 나타나 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on과 Park [19]의 연구결과에 따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년남성들은 특히, 직장에서의

르면, 거의 매일 음주를 하는 중년여성은 음주를 하지 않는 여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성보다 자살생각이 2.75배(95% CI=1.17∼6.45), 일주일에 2

으로 나타났다[16]. 중년은 직장 내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시

∼3회 음주를 하는 여성이 음주를 하지 않는 여성보다 2.31

기로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서 직업 스트레스를 보통 이상

배(95% CI=1.37∼3.88)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으로 받고 있다[21]. 본 연구결과에서 중년남성의 우울은

지지하였다. 과음을 하는 여성은 자살생각 위험이 높고 자살

25.3%로 나타나 중년여성 19.6%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9

시도를 했던 대부분의 여성은 자살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자살률이 2.5배

으로 나타났다[22]. 이러한 음주는 개인의 스트레스를 스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2]. 그러나

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중년남성은 가정의 주 부양자로서 사회에서는 그동안의 자

중년여성은 억압된 유교문화권 아래에서 가정과 사회생활

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이나 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 우울, 고민, 섭섭함, 과도한 스트

기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이 증가되어 그 스트레스를

레스를 받으면서도 이를 표현하지 못하고 참으면서 발생한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21]. 따라서 중년남성이 직장에서 받

‘홧병’이라는 문화관련 증후군이 별도로 존재할 정도로 심각

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정신건강 사업의 활

한 실정이다[23,24]. 따라서 중년여성이 스트레스 관리를 할

성화 되어 직장에서 직접적으로 자살사고에 대한 간호중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과 가족, 직장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주문제로 병원과 중독관리센터

요하다고 생각된다.

를 방문하는 중년여성의 자살생각에 관심을 갖고 스트레스

본 연구결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중년여성의 자살생각
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

를 음주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
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자살생각을 갖고 있는 비율이 16.4%

정신과적인 문제로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을 받

높게 나타났으며, 자살생각이 없었지만 경제적 스트레스가

았는지의 여부는 중년남성과 중년여성의 자살생각에 모두

발생하면 자살생각이 발생할 확률이 4.4% 높은 것으로 나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정신과적인

났다[2]. 특히, 중년여성은 남편의 은퇴와 노후를 준비해야

문제로 상담을 받은 중년남성이 34.4%, 중년여성이 31.8%로

하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최근에는 자녀가 성장했음에도 부

나타났다. 이렇게 상담을 받은 대상자는 그들의 어려움을 도

모에게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움 받고자 상담을 받았고, 이렇게 상담을 받은 대상자는 자살

하는 기간도 길어졌다. 이에 더해 지금의 중년여성은 자녀에

생각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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