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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우울증 환자에서

자살시도의 보호요인으로서 회복탄력성의 역할

안 소 정1) 박 은 희1)† 홍 주1) 송 정 은2) 육 기 환3) 김 소 은1)

1)한림 학교 의과 학 한림 학교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
2) 동 학교 의과 학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
3)CHA의과 학교 분당차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 청소년 환자를 상으로 자살시도의 보호요인으로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경기도 소재의 3개 학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정신과 문의

로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은 만 11~18세 청소년 외래 입원환자 에 반 구조화된 면담인 K-SADS-PL을

통해 우울증이 확진된 59명을 상으로 연구가 실시되었다. 59명의 환자를 상으로 컬럼비아 학 자살 심

각성 평가척도(C-SSRS)를 사용하여 실제 자살을 목 으로 자살시도를 1회 이상 보인 환자군을 자살시도군

(26명)으로 구분하 고 실제 자살시도를 하지 않은 환자들은 비자살시도군(33명)으로 분류하 다. 두 집단

간 우울, 자살생각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비교분석 한 결과, 비자살시도군이 자살시도군에 비해 자살생

각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회복탄력성의 일부인 정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 후, 자살생각이

자살시도군과 비자살시도군을 변별하는 데 있어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자살생각의 주효과가 유의하 고 자살생각과 회복탄력성의 일부인

정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 으며, 높은 정성이 자살생각이 증가할 때 자살시도를 할 확률을 완화시

키는 보호요인임이 밝 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 과 제한 에 하여 논의하 다.

주요어 : 청소년, 우울, 자살, 회복탄력성,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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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를 나타내는 adolescence는 라틴어로

서 ‘성인으로 성장하다’라는 의미로 신체 ,

심리 그리고 사회 으로 커다란 발달이 이

루어지는 혼돈과 반항의 시기로 알려져 왔다.

청소년은 심리 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반항

이며, 감수성이 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성

인들보다 일시 인 우울한 감정을 더 많이 경

험하게 된다(최윤미, 박희경, 손 숙, 정명숙,

김혜원, 최해림 등, 2000). 한 불안, 우울 등

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정신 장애에 한 취

약성이 높으며 자살 생각과 자살 행동이 증

하는 시기이다(고선, 2009; Brausch & Gutierrez,

2010). 201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한 해 동안 자살에 의한 사망자수는 총 15,906

명(31.7%)으로 년 비 340명(2.2%)이 증가하

으며 10-19세의 사망원인으로 자살이 1 를

차지하 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1968)에서는 자살을 ‘죽

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손

상을 입히는 행 ’라고 정의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자살생각 시도가 우울과

유의한 련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Carrison,

Jackson, Addy, McKeown, & Waller, 1991;

Reifman & Windle, 1995). 조성진, 홍진, 김장

규, 서동우, 김선욱, 함 진 등(2002)은 , 고

등학교 청소년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우울

증상이 심할수록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최

고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우울증상

정도와 자살시도가 유의한 계를 갖는다고

밝혔다. Calson과 Cantwell(1982)은 자살생각과

자살 시도율을 조사한 결과, 자살 생각이 심

각했던 사람의 42%, 미약하게라도 자살생각이

있었던 사람의 34%가 후에 자살을 시도하

다고 보고하 다. 이 외에도 Funahashi, Ibuki,

Domom, Nishimura, Akehashi와 Sugiura(2000)는

자살 생각이 자살 완성의 험을 증가시킨다

고 보고하 으며 자살 생각은 심각한 자살

시도의 흔한 조증상으로써 빈번하게 탐지

되고 있다고 하 다(Ten Have, de Graaf, van

Dorsselaer, Verdurmen, van't Land, Vollebergh, et

al, 2009) 그러나 이러한 것은 실제로 높은 우

울감 자살생각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던 청소년을 설명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다(Johnson, Gooding, Wood, &

Tarrier, 2010).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

이 있을까?

최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정

심리학(positive psychology)에서 그 답을 어느 정

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심리학은 청소

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청소년의

병리 증상이나 부 응 상태에 한 학문 ,

사회 심을 발달과 응에 한 심으

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eligman,

Steen, Park, & Peterson, 2005). 정심리학에서

는 정신 병리에 항하는 완충 요인들이 있다

고 보며 기에 처한 사람들 내면의 장 을

찾아내어 이를 확 시키는 것이 효과 인

방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본다(이희경, 2006).

이러한 완충 요인들에는 표 으로 안

녕감, 문제해결능력, 자아 존 감, 학교생활만

족도(김보 , 2008), 사회 지지, 생물학 요

인, 탄력성(Roy, Carli, & Sarchiapone, 2011) 등이

있다. 본 자는 이 에서도 ‘탄력성’에

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 다.

청소년을 상으로 우울, 자살생각 자살

시도와 탄력성 간의 련성에 해 알아본 국

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윤경란(2006)은 청소년

들이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이 있을 때, 힘겹

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살이라는 극단 인 상

황으로 자신을 내몰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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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라고 하 다. 고재홍과 윤경란

(2007)의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

에서는 생활 스트 스의 증가에 따라 자살 생

각을 하는 정도의 변화가 크지 않은 데 비하

여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은 생활 스트 스

의 증가에 따라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변화의

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 스트

스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등 자아탄력성(ego-resiliency)

이 생활 스트 스와 자살생각 사이에서 완충

작용을 하는 보호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교 환경에서의

스트 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을 자아탄

력성이 매개하는 지를 알아본 고선의 연구

(2009)에서는, 자아탄력성의 향으로 자살생

각이 낮아지는 등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자

살생각의 요한 보호요인임을 밝혔다. 이 외

에도 탄력성이 우울과 자살충동에 향을 주

며 내재화 문제를 감소시키거나 부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는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어왔다(김정수, 노성덕, 2003; 김 순,

2005;. 장진아, 신희천, 2006).

국외 연구에서도 탄력성이 정신건강에 험

을 래하는 요소들이 자살생각과 행동에 주

는 향을 재할 수 있다고 보는 등(Johnson,

Gooding, Wood, & Tarrier, 2010) 탄력성에 한

완충 역할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Linquanti(1992)는 아동들이 자신들의 삶

에서 심각한 스트 스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탄력성’이라는 보호 요인으로서 이들

이 학교 응 실패, 물질남용, 정신건강 비

행에 이르지 않게 해 다고 하 다. Nrugham,

Holen과 Sund(2010)도 평균 나이 13.7세의 2464

명의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살시도

자들이 더 많이 우울했고 비자살 시도자들보

다 탄력성이 더 낮았음을 밝혔으며 탄력성이

생애 폭력 인 사건과 우울 자살 시도 간

에 재 효과를 한다는 것을 밝혔다. 한

Thanoi, Phancharoenworakul과 Thompson(2010)은

방콕의 청소년 1417명을 상으로 반추, 탄력

성, 사회 지지 부정 생활사건과 련

된 자기보고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분석하 다. 그 결과, 반추와 부정 인 생애사

건과 자살 험에는 직 인 상 이 나타났

지만, 탄력성은 이 둘의 계를 조 함으로

써 탄력성이 높을수록 반추와 부정 인 생애

사건의 향을 감소시켜 자살 험성을 더

낮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Thompson, Eggert와

Hurting(2000)은 고 험 청소년 160명을 상으

로 탄력성이 청소년 자살 험 행동을 직

으로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이 외

에도 Wang(2000)은 고등학생 1084명을 상으

로 한 연구에서 탄력성이 청소년 자살 험과

부 상 을 보임을 밝혔으며 Lewinsohn, Rohde

와 Seeley(1994)의 연구에서도 탄력성이 과거

자살 시도와 연 이 있고 미래 자살 시도자들

을 측할 수 있음이 밝 졌다.

이 듯 국내 국외에서 활발하게 청소년

을 상으로 탄력성과 우울, 자살생각에 해

연구를 많이 하 다. 그러나 ‘탄력성’에 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일치하지 않고 ‘탄력

성’, ‘자아탄력성’, ‘ 응유연성’, ‘회복 탄력성’

등의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되어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 탄력성이 정의되고 분류되는 방식

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크게는 탄력성

이 개인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Block,

Block, 1980)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변화하

는 역동 인 과정이라고 보는 발달정신병리학

(Garmezy, Rutter, 1985)으로 나 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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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탄력성에 한 기 연구에서는 큰

역경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

향을 받지 않는(invulnerable)’이라고 표 하여

이고 변화하지 않는 모습으로 암시하

는데(Pines,, 1975) 이는 자의 과 일치하

는 것으로 탄력성을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보았다. 그러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

라 최근에는 탄력성을 ‘강 이나 약 과 같은

개인의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개인 내 , 외

인 험과정과 보호과정 사이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역동 과정(Rutter, 1990)’으로 개념화

하며 연구되고 있다. 본 자도 후자의 개념

을 택하여 탄력성을 역동 인 의미에서 바라

보고자 하 으며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

이 정의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개념에 입

각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 다. 이들이 말하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란 ‘개인의 내․외

능력을 모두 고려하여 곤란에 직면하 을 때

이를 극복하고 환경에 응하여 정신 으로

성장하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한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은 ‘회복탄

력성(resilience)’이라는 개념을 보다 상 의 개

념으로 보고 통제성(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정성(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

성), 사회성( 계성, 커뮤니 이션 능력, 공

감능력)으로 나 어 척도를 개발하 다. 본

자도 탄력성을 단일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하 개념으로 나 어서 탄력성의 내부 개념뿐

만이 아니라 다각 인 외부요인까지도 함께

고려하고자 하 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일반 청소년 혹은 특

수한 상황이나 조건에 처한 청소년을 상으

로 한 연구가 많았으며 실제 자살시도보다는

자살 생각만을 측정하는 연구를 하는 등 실질

인 자살 시도군을 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 장

에서 할 수 있는 청소년 우울증 환자군을

상으로 자살생각 뿐만이 아니라 실제 자살

시도 유무를 평가하고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와

의 계에서 탄력성(통제성, 정성, 사회성)의

조 역할에 해 분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자살시도 유무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

을 때, 비자살시도군이 자살시도군보다 우울

과 자살생각이 더 낮을 것이며 회복탄력성

(resilience)은 더 높을 것이다. 둘째,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사이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완

충작용을 하는 보호요인으로서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

지 경기도 소재 H 학병원, C 학병원, K 학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 우울감을 주소로

방문한 청소년 기, 기에 해당하는 만

11~18세 외래 입원 환자 정신과 문

의와 임상심리 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수련생에 의해 실시된 반 구조화된 면담인

Korean Kiddie-Schedule for Affective Disorders and

Schizophrenia-Present and Lifetime Version

(K-SADS-PL, 2003)을 통해 우울증이 확진된 환

자를 상으로 하 다. 뇌손상이 있거나 정신

지체인 경우, 정신증 증상을 동반한 우울증

의 경우 연구 상에서 제외하여 총 64명을 연

구 상으로 선정하 다. 이들 일부 척도를

작성하지 않거나 평정하지 않은 문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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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상을 차지하는 5명의 상은 연구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2명은 비자살 자해행동

을 보인 환자군이었다. 총 59명의 환자들을

상으로 컬럼비아 학 자살 심각성 평가척도

(C-SSRS)를 사용하여 자살시도를 하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된 환자들은 비자살시도군으로 분류

하 으며 실제 자살을 목 으로 자살 시도를

1회 이상 보인 환자군만을 자살시도군으로 구

분하 다. 자살시도군은 총 26명, 비자살시도

군은 총 33명이었다.

측정도구

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

본 연구에서는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해

이 호, 송종용(1991)이 우울증 환자를 상으

로 시행한 연구에서 번안한 BDI를 사용하

다. BDI(Beck, 1967)는 우울증의 인지 , 정서

, 신체 , 행동 증상들을 포함하는 21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각

문항은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 0 에서 3

으로 채 되며, 총 범 는 0 에서 63 까

지이다. 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

이며 내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5 다

(이 호, 송종용, 1991).

Korean Kiddie-Schedule for Affective

Disorders and Schizophrenia-Present and

Lifetime Version(K-SADS-PL)

우울증을 비롯하여 축1 장애의 공병을 진단

하기 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 도구는 아

동과 청소년의 과거 재 정신질환을 객

으로 평가하기 해 고안된 반구조화된 면

담도구로서 32개의 DSM-IV 소아청소년정신과

질환을 진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도구

는 이미 국내에 번안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2003), 한국 의 경

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틱 장애, 우울장

애, 불안장애 등에 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연구되었다(Kim, Cheon, Kim, Chang, Yoo, Kim,

et al., 2004). 면담은 소아정신과 문의와 임

상심리 문가 지도감독 하에 있는 수련생에

의해 아동을 상으로 면담을 하 으며 추가

으로 부모 면담을 통해 임상 단을 내렸

다. 이후, 모든 면담자가 일주일에 한 차례씩

회의를 통해 최종 진단을 내렸다.

컬럼비아 학 자살 심각성 평가척도

(C-SSRS)

C-SSRS Baseline은 Oquendo, Halberstam과

Mann(2003)이 개발한 The Columbia suicide

history form에 사용된 정의에 기 하여 Posner,

Melvin, Stanley, Oquendo와 Goul(2007)이 개발한

척도의 한국 버 으로 자살 사건들을 체계

으로 리하고 추 하도록 고안된 반 구조화

된 면담 도구이다. C-SSRS는 자살생각, 자살생

각의 심각성, 자살행동 섹션들로 이루어져 있

고 각 섹션들마다 서로 다른 질문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행동의 역

에서 실제 기도를 1번 이상 한 경우만 자살

시도군으로 분류하 다. C-SSRS에서는 ‘어느

정도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행한 자살 의

도가 있는 잠재 자해행 ’를 실제 기도로

정의하 다.

C-SSRS의 한국어 은 이창수(2011)의 연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되었으며 내

일치도(Cronbach's alpha)는 0.9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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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s Scale for Suicidal Ideation(B-SSI)

자살생각에 한 심각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Beck의 Scale for Suicidal Ideation(SSI; Beck,

Kovacs & Weissman, 1979)을 번안한 신민섭, 박

배, 오경자, 김 술(1990)의 연구에서 이용한

자기보고형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자는 ‘자

살생각’에 한 개념을 Beck이 언 한 ‘자기

괴 인 생각이나 희망을 지닌 것으로 재

지닌 의식 인 자살 의도’로 정의를 내렸다.

B-SSI는 각각 0 에서 2 까지 채 되는 19문

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이며, 총 의 범 는 0

에서 38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 자살

생각이 더 많은 것이다.

회복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측정

하기 해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이 개

발한 ‘회복탄력성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

도는 탄력성(resilience)을 ‘곤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환경에 응하여 정신 으로

성장하는 능력’인 ‘회복 탄력성(resilience)’이라

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탄력성이 내포하는 다

면 인 요인들을 고려하고 개발된 것으로 신

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이다.

회복 탄력성(resilience)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각 하 문항은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

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 성, 계성,

커뮤니 이션 능력, 공감 능력의 9가지로 분

류가 되며, 이 9가지 유형들은 다시 통제성,

정성, 사회성의 2차 요인에 묶인다.

문항 형식은 Likert식 5단계 척도로 되어 있

으며, 채 방식은 ‘ 그 지 않다’를 1 ,

‘별로 그 지 않다’를 2 , ‘가끔 그 다’를 3

, ‘ 체로 그 다’를 4 , ‘매우 그 다’를 5

으로 채 하며 회복 탄력성(resilience)의 총

범 는 27~135 이다. 6개의 문항은 역 수로

환원하여 계산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회복

탄력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우열, 김

민규, 김주환(2009)이 검사의 각 하 요인별

내 일치도 계수를 검토한 결과, 원인분석력

이 .74, 감정통제력이 .65, 충동통제력이 .62,

감사하기가 .80, 생활만족도가 .78, 낙 성이

.73, 계성이 .79, 커뮤니 이션 능력이 .73,

공감 능력이 .72로 나타났다.

연구 차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경기도

소재 H 학병원, C 학병원, K 학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 우울감을 주소로 방문한 청

소년 기, 기에 해당하는 만 11~18세 학생

정신과 문의의 임상면담에 의해 주요우

울장애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된 환자를 선별하 다. 이들을 상으로

정신과 문의와 임상심리 문가의 지도 감독

하에 있는 수련생이 객 인 반 구조화된 진

단 도구인 한국 Kiddie-Schedule for Affective

Disorders and Schizophrenia-Present and Lifetime

Version(K-SADS-PL, 2003)을 사용하여 우울증

진단 공존질환 여부를 알아보았으며 이후

부모 면담을 통해 객 으로 찰되는 우울

증 증상의 여부를 확인하여 진단을 확진하

다. 우울증으로 확진된 환자 59명을 상으

로 반구조화된 면담 도구인 컬럼비아 학 자

살 심각성 평가척도(C-SSRS)를 사용하여 자살

생각의 빈도, 지속시간, 통제가능성, 방법을

포함한 생애 자살 시도에 한 정보를 얻어

실제 자살행동이 1회 이상 있었는지를 기 으

로 자살시도군과 비자살시도군으로 분류하

다. 더불어 반 구조화된 면담이 끝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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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소년 환자에게 우울, 자살생각 회복

탄력성 자기보고척도를 실시하도록 하 다.

총 소요되는 시간은 략 2시간 정도 으며

다음 외래에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는 보고서

를 제공하 다. 면담이 다 끝난 후에는 면담

자들이 1주에 1 차례씩 모여 K-SADS-PL로 실

시한 진단을 최종 으로 확진하 다.

자료분석

먼 인구통계학 변인을 살펴보고 자살시

도군과 비자살시도군으로 나 어 우울, 자살

생각 회복탄력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기 해 ANOVA를 실시하 다. 마

지막으로, 자살생각이 자살시도군과 비자살시

도군을 변별하는 데 있어서 회복탄력성이 조

효과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version for Window를 이용하 다.

결 과

인구통계학 변인

본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의 인구통계학

변인과 임상 특징을 표 1에 제시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 자살시도군은 총 26명

(44%), 비자살시도군은 33명(56%)이었다. 자살

시도군의 평균 연령은 15.73세(SD=1.78), 비자

살시도군 집단은 15.42세(SD=1.73) 으며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연령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성비를 살펴보면, 자살시도군에

서는 여성이 62%를 차지하 으며 비자살시도

군에서는 48%가 여성으로 자살시도군에서 여

자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

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두 집단 간에

주 진단에 있어서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K-SADS-PL(2003)로 우

울증 청소년의 동반 진단을 조사한 결과, 59

체집단

(n=59)

자살시도군

(n=26)

비자살시도군

(n=33)
t or 

인구통계학 변인

남자/여자(n)

연 령(년)

발병연령

주 진 단(n)

MDD

Dysthymic Disorder

Depressive Disorder NOS

동반 진단(n)

불안 장애

품행 장애

섭식 장애

27/32

15.56(1.75)

14.97(1.81)

38

4

17

12

7

2

10/16

15.73(1.78)

15.15(2.15)

18

2

6

5

2

2

17/16

15.42(1.73)

14.82(1.51)

20

2

11

7

5

0

.10

-.67

-.70

.6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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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인구통계학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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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23명(38.9%)이 공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살시도군 19.2%에서 불안

장애를, 7.7%에서 품행 장애를, 7.7%에서는 섭

식 련 장애를 공병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자살시도군에서는 불안장애(21%),

품행장애(19.2%)를 공병으로 가지고 있었다.

두 집단 간 공병 유무에 있어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살시도군과 비자살시도군에 따른 탄력성의

차이

C-SSRS의 자살시도 섹션에서 실제 기도를

1번 이상 한 경우에 자살시도군으로, 자살시

도를 하지 않은 군은 비자살시도군으로 나

어 자살시도 유무에 따라 우울, 자살생각

회복탄력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기 해 ANOVA를 실시하 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울 총 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비자살시도군에 비해 자살

시도군이 자살생각 총 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F(1,57)=16.64, p<.001. 더불어 회복탄

력성 총 자체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탄력성 하 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

석하 을 때, 비자살시도군이 자살시도군에

비해 정성 총 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

났다, F(1,57)=4.53, p<.05.

자살생각이 자살시도군과 비자살시도군을 변

별하는 데 있어 회복탄력성의 조 효과

자살생각이 자살시도군과 비자살시도군을

변별하는 데 있어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조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해 조 변인

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3차례 실시하 다.

회귀식에 변수를 투입하기에 앞서, 각 변수

들에 해 다 공선성의 문제를 방지하기

해 센터링을 수행하 다(박 배, 2003).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자살생각은

자살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Wald=9.06, p<.01, 자살생각이 1 증가하면

자살시도자의 승산(odds ratio)이 1.25배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의 세부요인

자살시도군

(n = 26)

비자살시도군

(n = 33) F

M(SD) M(SD)

우울(BDI) 총 26.65(13.18) 22.48(10.99) 1.75

자살생각(SSI) 총 20.96(8.67) 12.79(6.73) 16.64***

회복탄력성 총 77.12(17.09) 82.00(11.24) 1.74

통제성 총 25.31(6.93) 27.39(5.03) 1.80

정성 총 21.81(6.85) 25.42(6.18) 4.53*

사회성 총 30.15(6.95) 29.18(5.01)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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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자살시도군과 비자살시도군에 따른 탄력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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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성과 사회성 각각은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살생각을 통제하 을 때

회복탄력성의 세부요인 정성은 자살시도

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Wald=.62, p>.05, 자살생각과 정성의 상호작

용효과는 유의하 다(Wald=4.32, p<.05). 따라

서 자살생각이 자살시도군과 비자살시도군을

통계 으로 유의하게 변별해주는 변인임이 밝

졌으며 자살생각이 두 집단군을 변별하는

데 있어서 회복탄력성의 세부요인 정성

이 조 효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과 회복탄력성의 세부요인 정

성의 상호작용효과 양상을 구체 으로 살펴보

기 해, 정성을 상하(1 표 편차를 이용)

집단으로 나 후, 자살생각 수에 따른 자

살 확률을 계산하여 그래 를 그렸다. 그 결

과는 그림 1에 제시하 다. 여기서 ‘자살확률’

이라 함은 자살을 반드시 시도할 확률이

100%인 경우를 1로 두고, 자살 시도를 로

하지 않을 확률을 0으로 두었을 때 ‘환자가

실제 인 자살을 시도할 확률’을 의미하는 것

이다. 그림 1을 살펴보면, 정성이 낮은 집단

은 자살생각의 고 에 따라 자살시도를 할 확

률 정도의 변화가 격하게 심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정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자살

생각의 고 에 따른 자살시도를 할 확률 정도

(df)   (df)
회귀계수

(B)
표 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회복탄력성의 세부요인 통제성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 자살생각(A) 14.90(1)*** - .16 .05 9.33 .00 1.17

2 통제성(B) 15.41(2)*** .51(1) -.02 .05 .09 .76 .98

3 A×B 16.57(3)** 1.16(1) -.01 .01 1.10 .30 .99

상수항 -.37 .31 1.42 .23 .69

회복탄력성의 세부요인 정성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 자살생각(A) 14.90(1)*** - .17 .06 8.48 .00 1.19

2 정성(C) 14.92(2)** .02(1) -.03 .06 .20 .65 .97

3 A×C 19.31(3)*** 4.39(1)* -.02 .01 3.86 .04 .98

상수항 -.72 .38 3.64 .06 .49

회복탄력성의 세부요인 사회성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 자살생각(A) 14.90(1)*** - .16 .05 11.03 .00 1.17

2 사회성(D) 16.80(2)*** 1.90(1) .07 .05 1.90 .17 1.08

3 A×D 16.89(3)** .09(1) -.00 .01 .08 .77 .10

상수항 -.34 .32 1.11 .29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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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자살시도군과 비자살시도군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 360 -

의 변화가 상 으로 심하지 않고 일정한 기

울기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자

살생각이 증가할 때, 회복탄력성의 세부요인

정성이 자살시도를 할 확률을 완화시키

는 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 청소년 환자를 상

으로 자살시도의 보호요인으로서 회복탄력성

(resilience)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 다. 그 결

과, 자살시도군과 비자살시도군에서 회복탄력

성(resilience) 총 자체에서의 집단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지만 회복탄력성의 세부 요인

‘ 정성’이 자살시도군에 비해 비자살시도군에

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 자살생각

이 증가할 때 높은 정성이 자살시도를 할

확률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임이 밝 졌다.

연구 결과를 보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 자

살시도군과 비자살시도군 간에 우울의 심각

성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이는 우울증상의 강도와 자살

험성 간에 정 상 계가 있다는 기존

연구(조성진 등, 2002; 노명선, 홍진, 이해

우, 이효정, 한성구, 함 진, 2006; Fordwood,

Asarnow, Huizar, & Reise, 2007; Uebelacker,

Strong, Weinstock, & Miller, 2010)와는 상반된

결과 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자살시도

군이 비자살시도군보다 더욱 심각한 수 의

우울증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 밝 졌

다(Malone, Haas, Sweeney, Mann, 1995; Cornelius,

Salloum, Mezzich, Cornelius, Fabrega, Ehler, et al,

1995; 김 지, 박은희, 2009). 이처럼 우울의

심각도가 자살 시도를 유발하는 데 어떠한 역

할을 하는가에 해 연구자들 사이에서 약간

의 차이가 있어왔다. 재로서 우울증 자체가

자살의 요한 험인자라는 데에는 큰 이견

이 없어 보이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우

울증의 심각성 혹은 정도가 반드시 실제 인

자살시도를 측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자살 생각은 자살시도군이 비자살시도군에 비

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몇 몇 선행연

구에서도 자살 생각이 자살시도 행동의 보다

더 요한 측지표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Beck, Kovacs, Weissman, 1979; Fremouw, De

Perczel, Ellis, 1990). 본 연구에서도 자살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살생각’에

을 두고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회복탄력

성이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간의 계를 조

하는지 확인하고자하 다.

그 결과,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체 인

개념 자체보다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하 개

념 하나인 ‘ 정성’이 우울증 환자에 있어

자살시도에 요한 보호요인이라는 것이 밝

졌다. 즉, 자살시도군에 비해 비자살시도군에

서 ‘ 정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자살 생각이 높아짐에 따라 실제 자살시도로

이어질 확률에 미치는 향을 정성이 완충

그림 1. 자살생각 수에 따른 자살확률에 있어 회복

탄력성의 세부요인 정성의 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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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요약하면, 높은

자살생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으로 자살시도를 행하지 않았던 청소년들은

우울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면들이 있을 때, 부 감정에 더 깊

이 빠지지 않고 자살시도까지 이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는 Seligman(2006)이 ‘낙 주의

( 정성)’가 우울한 청소년들의 자살생각, 더

나아가서 자살시도의 보호요인으로 고려되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정 인 가치 이 자살 방

요인이 될 수 있다는 Frederico와 Davis(1996)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과거

청소년의 보호요인과 련된 연구에서는 개

일반 청소년이나 특수한 상황이나 조건(학 ,

외상 등)에 처한 청소년을 상으로 하여 임

상 군에 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었다. 그러

나 본 연구는 실제 임상 장에 있는 청소년

우울증 환자군을 상으로 회복탄력성이 자살

에 한 요한 보호요인임을 밝혔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두 번째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을 안정되고 고정된 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역동 으로 이해하고, 다차원 인 개념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우울증 환자의 자

살 방 재에 한 치료 실마리를 제

공해 수 있었다는 것이다. 회복탄력성을 고

정된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바라본다면, 회

복탄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 상학 인 특성을

밝 주는 데에만 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을 역동 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발달정신병리학

(Garmezy & Rutter, 1985)에 근거하여 회복탄력

성에 근함으로써 높은 자살생각과 같은

험한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도 치료 개입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킴에 따라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교정 변화가 용이한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회

복탄력성을 단일 개념이 아니라 세분화될 수

있는 다차원 인 개념으로 근하여 연구를

한 결과, 체 인 회복탄력성보다는 하 개

념인 특정한 요소( 정성)가 자살생각과 자살

시도의 계를 조 하는 데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즉, 회복탄력성

의 세부요인 ‘ 정성’이라는 요인이 자살시

도의 보호요인으로서 요한 개념임이 확인되

어서 우울증 환자의 자살 방에 있어서 개인

의 ‘ 정성’을 증진시키는 치료 근이 실제

도움을 수 있을 것이라는 치료 함의

를 제시했다는 에서 임상 인 유용성을 지

닌다고 볼 수 있겠다. 세 번째는, 이 의 연구

들에서는 자살군을 분류할 때 자살생각을 측

정하는데 그치거나, 자살 행동으로 구분을 하

더라도 구조화된 면담도구를 이용하기보다는

단순히 자살 유무에 한 질문을 통해서만 확

인하는 등 명확한 정의 없이 근하는 면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살시도 여부

를 평가하기 해 반구조화된 면담도구인

C-SSRS를 사용함으로써 자살시도에 한 명확

한 개념 근을 토 로 자살시도군과 비자

살시도군을 분류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마

지막으로, 세 학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상으로 한 다기 연구(multicenter study)로 다

양한 환자 집단이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 상

의 표성을 보장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

다.

본 연구의 제한 과 앞으로 시행되어야 할

후속 과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다기

연구이기는 하지만, 표본 수가 59명으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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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추후에는 규모

표본을 상으로 자살시도의 험요인과 보호

요인을 구분하여 모형을 그려보는 후속 연구

를 통해 청소년 자살에 한 이해를 보다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더불어 회복탄

력성(resilience) 에서도 가장 요한 요인으로

정성이라는 요인이 확인이 되었다. 다만, 회

복탄력성 그 에서도 ‘ 정성’이 우울증의 상

태에 따라 달라지는지 혹은 우울증상과는 무

하게 하나의 지속되는 안정 인 특성인지에

해서는 여 히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같은

요인을 확인한다면 우울과 자살의 치료 재

발방지에 요한 치료 실마리를 찾을 수 있

기에 추후에는 ‘회복탄력성’이 상태의존 인지

아니면 특성의존 인지를 밝히는 연구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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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Resilience as a protective factor for suicide

in Adolescent Patients with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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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cide is the leading cause of death among adolesc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Approximately 15,906

adolescents died by suicide in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ole of resilience as a

protective factor for suicide in adolescent patients with depression. The participants(n=59) underwent a

psychiatric interview which included the Korean Kiddie-Schedule for Affective Disorders and

Schizophrenia-Present and Lifetime Version(K-SADS-PL) and the Columbia University Suicide Severity

Rating Scale (C-SSRS). In addition, they completed the Beck ’s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s Scale

for Suicidal Ideation(B-SSI), & the Resilience scales. Thus, 26 patients with a history of attempting suicide

were classified as the Suicide Behavior group and 33 patients were identified as the Non-Suicidal Behavior

group. As a result, ‘positivity’ was suggested as playing a key role in suicide attemp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adolescent, depression, suicide, resilience, positiv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