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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Factors Involved in Deciding  
Whether to Continue Living

Soyoung Choi Kee-Hwa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Korea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main judgment factors involved in decision-making by seeing suicide as a result of decid-
ing whether or not to continue lif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presents the life and death choice situation through the eutha-
nasia scenario and identifies the relationships among three decision-making variables: past life satisfaction, current pain se-
verity, and prediction of future improvement. In addition, the effects of the three variables on euthanasia choice were exam-
ined. Data were collected from 515 adults, who rated Suicidal Behavior Questionnaire-Revised (SBQ-R), Center for Epide-
miologic Studies Scale-Depression (CES-D), Life Orientation Test-Revised (LOT-R), and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and one of four types of euthanasia scenarios. In all scenario types, the prediction of future improvement 
was strongly correlated with euthanasia choice, and the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future predic-
tion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explaining euthanasia choice. The current pain severity was the second most important 
variable explaining the choice of euthanasia. In all scenarios, past life satisfaction was not a significant predictor of euthanasia 
choices. The results confirm the importance of predicting the future in deciding whether to continue living, as in the deciding 
whether to continue the experience. In addition, evaluation of the present is a more important factor than evaluation of past 
life as a whole in suicide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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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26.9명

이며, 하루 평균 37.8명이 자살로 사망한다. 자살은 10세 이상 60세 

미만 인구의 3대 사망원인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10–39세까지 사

망원인 1위, 40세 이상 60세 미만 사망원인 2위로 나타나는 등 자살

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사망원인 중 하나이며, 2003년 이

래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0). 유독 높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의 배경

이 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동시에 자살은 개개

인이 자신이 직면한 상황 속에서 죽음을 최후의 선택으로 결정하

고 실행하는 현상으로 심리학적인 연구 대상이기도 하다. 

자살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는 자살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

적인 배경과 함께 자살위기 동안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과정과 

내용물을 그 자체로 주목한다. 그중에는 자살의 의사 결정적 측면

에 초점을 두고 죽음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심리적 요소들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있다. 의사 결정으로서 자살

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1) 삶과 죽음의 선택을 두고 일어나는 자살

시도자의 심리적인 갈등과 동기의 측면을 탐색하는 연구, (2) 자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지 기능과 관련된 과제 및 의사결

정 과제에서 자살시도자의 수행에 결함이 나타나는지 검토하는 연

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연구들은 자살위기에 삶과 죽음의 

선택을 둘러싼 심리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자살결정

의 배경이 되는 동기를 주목한다(Baumeister, 1990; G. Evans & 

Farberow, 1988; Harris, McLean, Sheffield, & Jobes, 2010; Jobes & 

Mann, 1999; G. W. Lee, Hyun, & Lee, 2010; H. S. Lee et al., 2012; 

Linehan, Goodstein, Nielsen, & Chiles, 1983; Shneidman, 1998; J. 

W. Williams & Pollock, 2001). 후자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자살 의

사결정에 어떤 인지적 요소들이 관여하는지, 실제로 인지과제에서 

자살시도자 집단에서 수행 저하가 나타나는지 질문한다.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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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영향을 주는 인지 과제의 수행에서 자살시도자 집단이 다

른 집단과 비교해 결함을 보인다는 연구들이 이에 해당하며, 자살

시도자의 기억과 주의, 미래사고 특성을 비자살집단과 비교하고 있

다(Becker, Strohbach, & Rinck, 1999; J. Evans, Williams, O’lough-

lin, & Howells, 1992; Gibbs et al., 2009; S. J. Lee, Jang, & Kwak, 2013; 

MacLeod, Rose, & Williams, 1993; Pollock & Williams, 1998, 2001, 

2004; J. M. Williams & Broadbent, 1986; J. M. G. Williams et al., 

1996). 보다 근래에는 의사결정과제에서 자살시도자의 수행손상

을 검증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Baek et al., 2017; Guillaume et 

al., 2013; Jollant et al., 2005, 2007, 2010; Olie et al., 2015; Richard-

Devantoy, Berlim, & Jollant, 2014; Richard-Devantoy, Olié, Guil-

laume, & Courtet, 2016; Richard-Devantoy et al., 2013). 

본 연구는 Silverman, Berman, Sanddal, O’carroll과 Joiner 

(2007a, 2007b)의 명명법에 따라 자살을 ‘죽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으로 스스로를 

손상 입히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자살시도

와 자살로 인한 사망은 궁극적으로 삶의 지속 혹은 중단을 두고 스

스로 선택하는 의사결정과 결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자살을 의사

결정의 결과로 보고 그 과정을 밝히는 것은, 자살위기의 입구에 해

당하는 취약성-스트레스 요인과 출구에 해당하는 자살로 인한 사

망을 연결하는 중간 과정을 더 잘 드러내 줄 수 있다. 즉 ‘무엇 때문

에’라는 질문에서 나아가 ‘어떻게’ 혹은 ‘어떤 양상으로’ 이 중간 과

정이 진행되는지를 직접적으로 질문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런 접

근은 자살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자살과정의 출구 쪽에 가까

운, 최종적인 위험요소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자

살 의사결정의 성질을 밝히는 것은 현재 자살위기에 있는 사람에 

관한 구체적인 개입 지점을 시사해 줄 뿐 아니라, 자살위기가 재발

할 경우에 대비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자살을 의사결정 현상과 그 결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선택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떤 측면들을 검토하는가 탐

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살 결정과정에서 관여하는 세 가

지 판단 요인을 가정하였다; 과거 삶에 대한 평가, 현재 삶의 질, 즉 

현재 고통에 대한 평가, 미래에 대한 예측. 

먼저 의사결정이론에 의하면 어떤 행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은, 그 행위로 얻은 경험에 관한 평가와 미래 경험에 대한 예측

을 포함한다(Kahneman & Riis, 2005; Loewenstein & Schkade, 

1999). 그렇다면 삶이라는 경험의 지속 여부를 고려하는 자살 의사

결정에도 이와 유사한 판단 과정이 작동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Kahneman, Fredrickson, Schreiber와 Redelmeier (1993)는 혐오적

인 경험을 제공하는 실험을 통해 평가된 기억이 미래에 관한 결정

에 지침이 됨을 보여주었다. 자살 의사결정 상황에서도 삶의 경험

을 평가하는 과정이 포함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자살 의사

결정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경험 평가가 이뤄지는 시점이자, 경험의 

종점인 현재가 자살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하게 고통스럽다는 것이

다. Kahneman과 Riis (2005)는 어떤 경험을 지속할지 여부를 판단

할 때 미래에 관한 기대와 현재 상태에 관한 평가가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삶의 지속을 소망하는 정도를 웰빙의 지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자살을 고려하는 사람의 경우 삶의 경험에 관한 평가가 극단

적으로 부정적이고, 이로 인해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소망이 극도

로 감소한 웰빙의 최저점에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자

살위기에서 삶의 경험을 평가할 때에는 극단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

재 시점에 대한 평가가 생애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중요한 영향

을 줄 수 있다. 

의사결정 이론에 따르면 경험 평가와 함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핵심적인 판단 요소는 미래예측이다. 사람들은 미래에 관한 예측에 

근거해 무언가를 선택하며, 미래예측이 정확할수록 선택의 결과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Hsee & Hastie, 2006; 

Loewenstein & Schkade, 1999). 그런데 미래에 관한 예측에는 여러 

인지적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결정 시점의 충동과 기분이 미

치는 영향을 예측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Loewenstein 

& Schkade, 1999). 자살위기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결정 시점의 극

심한 고통으로 인해 미래 시점을 떠올리기 어려울 수 있다. Buehler

와 Griffin (2003)은 미래를 예측할 때 초점을 현재보다 미래 시점

에 두는 것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데 유리함을 보고했다. 이와 관

련지어 보면 고통스러운 현재에 몰입해 있는 자살위기 상황에서는 

낙관적 전망을 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측

면에서 Dombrovski와 Hallquist (2017)는, 죽음이 초래할 결과에 

관한 예측 및 여생의 가치에 대한 추론이 정확하지 못할 때 자살을 

선택하며, 그런 점에서 자살 행동은 일종의 예측과 선택 장애라고 

보았다. 미래예측의 오류를 비롯해 자살 시도자에게 나타날 수 있

는 인지적 오류를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예방에 적용하

려는 접근도 있다(Bauer & Capron, 2020).

자살에 대한 진화심리학적 설명인 “고통의 절규(cry of pain)” 모

형(J. M. G. Williams & Pollock, 2001)도 자살위기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경

로가 됨을 시사한다. 고통의 절규 모형은 우울에 관한 진화심리학적 

이론인 “패배와 속박(defeat & entrapment)” 이론(Gilbert & Allan, 

1998)을 확장해 자살 행동에 적용한 이론이다. J. M. G. Williams과 

Pollock (2001)은 자살로 귀결되는 심리적 과정을 “패배(def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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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박(entrapment)”, “구조 불가(no rescue)”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설명한다. 패배(defeat)란 실패나 좌절, 상실, 거절 등으로 

해석되는 신호를 의미하며, 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측면을 나

타낸다. 속박(entrapment)은 현재 상태로부터의 도피 가능성에 관

한 판단과 관련되며, 벗어나려는 동기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없

다는 지각을 의미한다. 구조 불가(no rescue)은 자신을 도울 수 있

는 외부로부터의 지지나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절망

감 스크립트를 통해 자살 행동으로 이어진다. 속박과 구조 불가는 

도피 가능성에 관한 판단인 동시에, 행위자와 외부의 구조 자원에 

관한 평가와 관련된다. 패배 지각에 속박과 구조 불가이라는 도피 

불가능성이 더해지면 벗어날 수 없는 고통으로 인식되며, 이에 관한 

절망감이 자살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Gilbert & Allan, 1998; J. M. 

G. Williams & Pollock, 2001). 고통의 절규 모형에서 자살 심리 과

정의 핵심으로 제시하는 패배와 속박, 구조 불가이라는 세 가지 요

소에는 각각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게 개입된다. 특히 두 번째 과정

인 ‘속박’ 지각에는 자신의 현 상태에 관한 평가와 미래의 도피 가능

성에 관한 예측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패배 요소에

도 현재의 스트레스 상황에 관한 판단의 측면을 포함하며, 이 같은 

심리적 과정에는 정보처리에 영향을 주는 주의와 기억, 추론 등 다

양한 인지 기능이 관여한다(Taylor, Gooding, Wood, & Tarrier, 

2011). 도피 가능성에 관한 평가의 성격을 띠는 구조 불가 요소에도 

문제해결 능력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주관적 판단이 관여하게 된다. 

즉 구조 불가에 관한 판단은 자신이 향후 문제해결에 동원할 수 있

는 자원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미래예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

며, 자살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준다. 그런 점에서 고통의 절규 모형

은 자살 의사결정으로 귀결되는 판단 과정을 보여주며, 핵심적 판

단 요인으로 현재 상황에 관한 평가와 미래 예측을 포함하고 있다. 

삶의 지속과 중단을 두고 갈등하는 의사결정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죽음을 고려하는 가상적 의사결정 상황을 연구 참

가자에게 제시하였다. 죽음을 고려하는 상황은 대체로 두 가지 공

통적 요인을 포함하는데, 하나는 해결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의 존

재이고 다른 하나는 해결 불가능성이다. 해결되어야 할 심각한 문

제를 심리학자들은 견디기 힘든 심리적 고통(psychache), 패배(de-

feat), 상실(loss), 스트레스 등으로 표현한다(Shneidman, 1993, 1998; 

William & Pollock, 2001). 해결 불가능성은 죽음을 고려하는 계기

가 된 문제 상황이 무엇이든 ‘해결될 수 없다’는 주관적 지각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안락사 의사결정에서도 중요하게 검토되고 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들은 안락사를 허용하는 기준인 안락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두고, 안락사 결정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몇 

가지 기준들을 요구한다(J. H. Lee, 2011; Van der Heide et al., 2003; 

Van der Geest & Satalkar, 2019). 이 가이드라인은 안락사라는 제

도화된 형태의 자살 의사결정에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지 보여준

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다섯 가지 핵심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치료적 대안 없음이라는 두 가지 판단은 자

살 의사결정 문제와 유사한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Naudts et al., 2006). 본 연구의 시나리오 역시 자살심리에 대한 

이론 및 안락사 가이드라인에 공통되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해결 

불가능성이라는 장치를 사용해 죽음을 고려하는 의사결정 문제를 

구성하였다. 두 가지 공통 요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시나리오의 

의사결정 문제는 안락사 의사결정과 중요한 차이를 가진다. 무엇보

다 안락사 의사결정에서 ‘치료적 대안없음’ 판단은, 개인이 상황을 

지각하는 방식에 관한 당사자의 주관적 판단이기보다는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이고 의료적 판단이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안락사 

의사결정에 가장 핵심적인 판단 요인이다. 또한 안락사 결정에서 판

단에 중요한 지점들인 외부 압력의 유무, 숙고과정 및 의사결정 능

력의 온전함, 지속적인 죽음에 대한 소망 정도 등에 대한 판단은 자

살 의사결정이나 본 연구의 의사결정 문제에서는 검토되지 않는다

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Sanson et al., 1998).

본 연구는 자살을 삶의 지속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의 결과로 개

념화하고, 결정에 관여하는 판단의 여러 측면을 밝히고자 한다. 이

를 위해 죽음의 선택 여부를 고려하는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제시

하고, 삶의 경험 평가와 미래개선 가능성 평가라는 두 가지 판단 요

소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것이다. 특히 삶의 경험 

평가에서 현재 고통과 과거 삶 전반에 관한 만족도라는 두 차원을 

분리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자살위기에서 현재 시점은 매우 강렬

한 고통을 경험하는 특이 지점이며, 자살위기 이전의 삶에 관한 전

반적 평가와는 다른 성질과 중요성을 띨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

구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견디기 힘든 고통과 해결 불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장치를 사용해 죽음의 선택 여부를 고려하는 상황을 설정

하였다. 현재 조건을 동일하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각각 두 가지 종

류의 과거 삶 조건 및 미래 정보의 구체성 조건을 조합해 네 유형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이 시나리오를 인구 통계적 특성을 동일하

게 구성한 네 집단에 제시했을 때 판단 요인들 사이의 관계 및 죽음

을 선택할 의사에 각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

펴볼 것이다. 아울러 판단 요인들의 영향력이 죽음을 선택할 의사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에도 

유의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죽음의 선택과 관련해 우울감은 

가장 대표적인 관련 변인으로, 우울증과 자살의 관련성을 보여주

는 연구들이 다수 있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역 사회 연구나 자살 

사망자의 사후부검연구에서 우울장애 유병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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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 2011). 둘째, 과거의 자살행동 역시 현재 자살행동에 대한 유

의한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어 왔으며(Osman et al., 2001), 죽음의 선

택문제에 개인의 자살관련 경험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셋째, 낙관성은 인생에서 좋은 결과들을 경험할 것

이라는 일반화된 기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 고통을 적게 경

험하고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한다(Scheier, Carver, & Bridges,1994). 

그런 점에서 삶의 지속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에서도 낙관성의 개인

차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개인의 정서상태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보를 처리하는 방

식이나 대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Schwarz, 200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죽음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우울증상, 과거의 자살행동, 낙

관성 및 비관성,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등을 측정해 판단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삶의 중단 여부 결정

에 영향을 주는 판단 요인을 검토한 Choi와 Park (2019)의 연구를 

확장하는 성격을 갖는다. 먼저 연령대에 따라 죽음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자를 대학생 및 대

학원생에서 20–60대로 확장하였다. 시나리오 유형도 Choi와 Park 

(2019)의 연구에서 과거 삶의 유형만을 두 가지로 나눈 것에서 나아

가, 미래조건도 구체적인 개선과 가능성이 제시된 경우와 제시되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총 네 가지로 확장하였다. 본 연구

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삶 만족도 및 현재고통 심

각도, 미래개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서로 유의한 상관을 보일 것

이다. 둘째, 과거 삶 만족도 및 현재고통 심각도, 미래개선 가능성 

판단은 각각 죽음을 선택할 의사와 유의한 상관을 보일 것이다. 셋

째, 네 가지 시나리오의 유형에 따라 의사결정 변인들이 죽음을 선

택할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자료 수집을 위해 한국리서치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의뢰하였다. 

한국리서치가 전 국민의 지역, 성, 연령, 직업, 학력, 소득 분포에 맞

게 구성한 44만 명의 Master Sample (MS) 패널을 표집틀로 사용

해 단순 임의 추출을 시행하였다. 패널참가자 중 서울에 거주하는 

20–60대를 대상으로 성비와 연령 구성을 동일한 비율로 표집하고, 

4개 유형의 시나리오 집단에 무선할당하여 총 515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각 시나리오 집단의 연구 참가자의 성비 및 평균연령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시나리오 A집

단 126명(남 63, 여 63, 평균연령 44.56), 시나리오 B집단 128명(남 63, 

여 65, 평균연령 44.86), 시나리오 C집단 129명(남 64, 여 65, 평균연

령 45.05), 시나리오 D집단 126명(남 67, 여 65, 평균연령 44.80).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

였다(과제 관리번호: 1040395-201905-02).

측정 도구 

한국판 CES-D (Korean-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K-CES-D)

CES-D는 Radloff (1977)가 비임상집단이 경험하는 우울을 용이하

게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한 도구이다. 우울 정서를 중심으로 4점 

Likert 척도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Chon, Choi와 

Yang (2001)이 번안해 타당화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

으며,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6이었다.

자살 행동 질문지(Suicidal Behavior Questionnaire-Revised, 

SBQ-R)

SBQ-R은 자살 행동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도구이며, Linehan 

(1981)이 개발한 자살행동질문지(Suicidal Behavior Questionnaire, 

SBQ)를 바탕으로 4문항을 선별하여 구성되었다(Osman et al., 

2001). 일생 동안의 자살사고, 지난 12개월 동안의 자살사고 빈도, 

자살 의사전달과 자살 의도를 스스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

구자가 원척도를 한글로 번안한 것을 영미권대학 사회과학 분야 연

구자인 이중 언어자가 역번역하고, 이를 다시 원척도와 대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는 .74이었다. 

삶의 지향성 평가(Korean-life Orientation Test-Revised, LOT-R)

LOT-R은 낙관성과 비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Scheier 등(1994)이 개

발한 검사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Yeom (1998)이 번안한 한국판

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식 척도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낙관성 하위척도, 비관성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68, .60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K-PANAS)

본 연구에서는 정서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Watson, Clark와 Tel-

legen (1988)이 개발한 PANAS로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를 측정하

였다(총 20문항, Likert 5점 척도). 본 연구는 H. H. Lee, Kim과 Lee 

(2003)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적

정서, 부적정서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88, .9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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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선택을 고려하는 의사결정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는 연구자가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참가자들에게 주

인공의 입장일 경우를 가정해 질문에 답하도록 고안한 가설적 시

나리오 기법의 측정 도구이다. 가설적 시나리오 기법, 혹은 삽화 실

험은 어떤 상황이나 인물에 대한 짧은 기술을 연구 참가자에게 제

시하고 이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끌어내는 방법이다(Schoenberg 

& Ravdal, 2000). 가설적 시나리오 기법은 심리학을 비롯해 사회과

학 연구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태도나 신념, 행동, 결정, 책임 

평가 등에 관한 연구에 사용되어 왔다(Atzmüller & Steiner, 2010; 

Emanuel, Daniels, Fairclough, & Clarridge, 1996; Jones & Aronson, 

1973; Steiner, Atzmüller, & Su, 2016; Walster, 1966). 연구에서 다루

고자 하는 현상이나 경험의 특성에 적합하게 제작할 수 있고, 연구

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요소들을 시나리오에 포함시켜 응답자의 

반응에 이 요소들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탐색하는 데 유용하다

(Hughes, 1998; Hughes & Huby, 2012). 시나리오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은 응답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가설적으로 생각해 봄으로써, 인식이나 태도가 잠재적 미래 선택

에 줄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고, 자살과 같이 윤리적으로 민

감한 이슈를 다루는 경우 보다 용이하게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

(Halpern-Felsher & Caufman, 2001; Schoenberg & Ravdal, 2000). 

본 연구에서도 제도적으로 허용된 죽음의 선택이 가능한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자살 결정이 줄 수 있는 윤리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좀 더 자유롭게 반응하도록 유도하였다. 또 비임상집단인 연구 참

가자들이 자살을 고려할 정도의 극단적 상황을 경험하는 일은 드

물 수 있다. 따라서 자살 의사결정과 유사한 판단 요인을 포함하는 

동시에, 누구나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상황인 신체적 질

병에 의해 죽음을 고려하는 상황을 사용하였다. 

시나리오 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죽음을 고려할 수 있

는 극단적 상황과 관련된 언론 및 주변 사례들을 토대로 예비적으

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임상심리 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임상심리전문가 5인이 시나리오 내용이 연구 목적 및 상황적 적합

성을 가지는지, 연구자의 의도대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해결 불가

능성’이라는 두 요소가 지각되는지 평가하였다. 또 시나리오 주인

공에 대한 감정이입의 정도, 현실적 개연성과 흥미도 등에 대한 평

가를 시나리오 수정에 참고하였다. 수정된 시나리오는 심리학 전공

자가 아닌 20–50대의 일반인 10명에게 사전 테스트해 시나리오 내

용과 질문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Choi와 Park (2019)의 연구에서 사용된 의사결정 시

나리오를 수정하여 과거뿐 아니라 미래 조건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재구성함으로써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였고, 수정된 시나리오를 

성인 30명에게 사전 테스트해 안면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시나리오 

내용은 (1) 우호적이거나 불우한 과거 삶, (2)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에 직면한 현재 상황, (3)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구

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미래의 세 부분으로 구

성되었다. 시나리오 내용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순으로 연결되

어 제시되며, 심각한 교통사고로 전신 마비가 되어 치료방법이 없

는 주인공의 현재 상황은 동일하다. 반면 서로 다르게 기술된 두 가

지 과거 삶 조건과 두 가지 미래 가능성 조건이 조합돼 네 유형의 시

나리오를 구성하고 참가자에게 무작위로 할당되었다(Supplemen-

tary 1). 과거 삶 조건의 경우 시나리오 A와 B 유형은 우호적인 환경

에서 성장해 학업 및 직업적 성취가 높고 여가를 누리는 과거 삶으

로 기술되어 있고, 시나리오 C와 D 유형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

해 학업 및 직업적 성취가 낮고 장시간 노동으로 여가도 누리지 못

하는 삶으로 기술되어 있다. 미래 가능성의 경우 시나리오 A와 C

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 진보 등 구체적인 미래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고, B와 D는 개선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

되지 않았다(“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으로서는 고통을 하루하루 견디는 것 말고는 달리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시나리오를 읽고 주인공의 입장에서 죽음을 선택할 의사 

및 미래개선 가능성을 0에서 100%로, 과거 삶 만족도 및 현재고통 

심각도를 0에서 100점으로 자유롭게 평정하도록 하였다. 

분석방법 및 절차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안락사 의사결정에서 고려되는 세 가지 판단 요인인 과거 삶 

만족도, 현재고통 심각도, 미래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 라는 세 변

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로, 과거 삶 만족도, 현재고통 

심각도, 미래개선 가능성에 대한 판단 요인들이 각각 죽음을 선택

할 의사와 보이는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과거 삶 만족도, 

현재고통 심각도, 미래개선 가능성 평가를 독립 변인으로 죽음을 

선택할 의사를 예측하는 위계적 회귀모형을 구성해 변인들의 상대

적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결 과

시나리오 집단별 변인들의 상관관계 

먼저 죽음을 선택할 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 의사결정 변

인들(과거 삶 만족도, 현재고통 심각도, 미래개선 가능성)이 서로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우울증상, 자살행

동, 낙관성 및 비관성,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등 죽음을 선택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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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상관을 확인하였다. 

과거 및 미래조건을 서로 달리한 네 가지 시나리오 집단에 따라 의

사결정 변인들의 상관관계 패턴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의

사결정 변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동시에, 의사결정의 맥락에 따

라 그 상관관계의 유무나 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시

나리오 집단별 변인들의 상관은 각각 Supplementarys 2–5 참조).

죽음을 선택할 의사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의사결정 변인들의 

상관관계 패턴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삶 만족도는 

미래 조건이 모호한 B와 D 시나리오 집단에서만 죽음을 선택할 의

사와 유의한 상관을 보여, 미래 정보가 구체적으로 없는 조건에서

는 과거 삶이 어떠했느냐에 대한 정보가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

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우호적인 과거 삶 조건인 B 집단의 경

우 과거 삶 만족도와 죽음을 선택할 의사가 정적 상관을, 불우한 과

거 삶 조건인 D 집단에서는 과거 삶 만족도와 죽음을 선택할 의사

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미래 가능성은 모호하고 과거 삶은 

우호적인 상황에서 과거 삶이 만족스럽다고 평가할수록 죽음을 선

택할 의사는 오히려 높아짐을 의미한다. 반면 미래 가능성은 모호

하고 과거 삶도 불우한 상황에서는 과거 삶이 만족스럽다고 평가할

수록 죽음을 선택할 의사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현재고

통 심각도는 A, B, D 시나리오 집단에서 죽음을 선택할 의사와 유

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C 시나리오 집단에서는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미래개선 가능성은 네 집단 모두에서 죽음

을 선택할 의사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넷째, 모호한 미래 가

능성 조건인 B와 D 시나리오 집단에서는 의사결정 변인들 사이의 

상관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미래개선 가능성이 모호할 

때 현재 시점에 가용한 정보들 사이에 관련성이 더 긴밀하게 작용

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통제 변인 중에서는 자살 행동이 네 집단 모

두에서 죽음을 선택할 의사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죽음을 선택할 의사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과거 삶 만족도, 현재고통 심각도, 미래개선 가능성 평가 등 의사결

정 변인이 죽음을 선택할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위계

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의사결정 변인들이 가지는 상대적 영향력을 

구분하기 위해, 우울 정서, 낙관성과 비관성, 정적정서와 부적정서, 

과거 자살 행동 등 죽음을 선택할 의사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변인

들을 통제 변인으로 회귀모형에 포함시켰다. 시나리오 집단에 따라 

죽음을 선택할 의사와 상관을 보이는 의사결정 변인 및 통제해야 

할 변인들이 차이를 보여 각각의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였

고,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시나리오 집단별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미

래개선 가능성 변인은 죽음을 선택할 의사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고통 심각도는 A, B, D 시나

리오 집단의 회귀모형에서 죽음을 선택할 의사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거 삶 만족도는 미래조건이 불확실한 

B, D 시나리오 집단에서만 죽음을 선택할 의사와 상관을 보여 해

당 모형에 포함하였으나,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집단별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우호적인 과거 삶과 구체적인 미래조건이 제시된 A 시

나리오 집단의 경우, 죽음을 선택할 의사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자

살 행동과 낙관성을 1단계로 투입해 공변인을 통제하고, 2단계에 죽

음을 선택할 의사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현재고통 심각도와 미래개

선 가능성 변인을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1단계에서 죽음을 선택

할 의사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자살행동과 낙관성 변인을 투입하

였을 때 전체 변량의 약 6% (R2 = .055)를 설명하였으며, F(2, 123)=  

3.59, p< .05, 자살행동과 낙관성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2단계에서 현재고통 심각도와 미래개선 가능성 변인을 추가

로 투입하였을 때, 전체 변량의 약 16% (R2 = .157)를 설명하고, 약 

10%에 가까운 설명량의 증가를 보여 의사결정 변인들의 추가적인 

설명력이 확인되었다, F(4, 121)=5.63, p< .001. 또한 현재고통 심각

도(β= .19, p< .05) 및 미래개선 가능성(β= -.24, p< .01) 모두 유의

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우호적인 과거 삶과 모호한 미래조건이 제시된 B 시나

리오 집단의 경우, 1단계로 죽음을 선택할 의사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자살행동을 투입해 공변인을 통제하고, 2단계에 과거 삶 만족

도, 현재고통 심각도, 미래개선 가능성 변인을 추가하였다. 분석 결

과, 1단계에서 자살행동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전체 변량의 약 4% 

(R2 = .035)를 설명하였으며, 자살행동(β= .19, p< .05)이 유의한 변

인으로 확인되었다, F(1, 127)=4.56, p< .05. 2단계에서 과거 삶 만

족도, 현재고통 심각도, 미래개선 가능성 변인을 추가하였을 때, 전

체 변량의 약 25% (R2 = .248)를 설명하고, 약 21%에 가까운 설명량

의 증가를 보여 의사결정 변인들의 추가적인 설명력이 확인되었다, 

F(4, 123)=10.14, p< .001. 또 현재고통 심각도(β= .27, p< .01) 및 미

래개선 가능성(β= -.20, p< .05)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불우한 과거 삶과 구체적인 미래조건이 제시된 C 시나

리오 집단의 경우, 1단계로 죽음을 선택할 의사와 유의한 상관을 보

인 자살행동과 비관성을 투입해 공변인을 통제하고, 2단계에서는 

죽음을 선택할 의사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미래개선 가능성 변인

을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1단계에서 자살행동과 비관성 변인을 투

입하였을 때 전체 변량의 약 11% (R2 = .114)를 설명하였으며, 자살

행동(β= .31, p< .01)만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F(2, 12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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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1. 2단계에서 미래개선 가능성 변인을 추가하였을 때, 전체 

변량의 약 18% (R2 = .175)를 설명하고, 약 6%에 가까운 설명량의 증

가를 보여 미래개선 가능성 변인의 추가적인 설명력이 확인되었다, 

F(3, 125)=8.81, p< .001. 또 2단계 모형에 포함된 자살행동(β= .26, 

p< .01) 및 미래개선 가능성(β= -.25, p< .01) 모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불우한 과거 삶과 모호한 미래조건이 제시된 D 시나

리오 집단의 경우, 1단계로 죽음을 선택할 의사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자살행동과 우울증상을 투입해 공변인을 통제하고, 2단계에

서는 과거 삶 만족도, 현재고통 심각도, 미래개선 가능성 변인을 추

가하였다. 분석 결과, 1단계에서 자살행동과 우울증상 변인을 투입

하였을 때 전체 변량의 약 7% (R2 = .067)를 설명하였으며, 자살행

동(β= .23, p< .05)이 유의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F(2, 129)=4.62, 

p<  .05. 2단계에서 과거 삶 만족도, 현재고통 심각도, 미래개선 가능

성 변인을 추가하였을 때, 전체 변량의 약 25% (R2 = .252)를 설명하

고, 약 19%에 가까운 설명량의 증가를 보여 의사결정 변인들의 추

가적인 설명력이 확인되었다, F(5, 126)=8.51, p< .001. 또한 현재고

통 심각도(β= .32, p< .001) 및 미래개선 가능성(β= -.190, p< .05)

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삶의 중단을 고려하는 시나리오 상황을 통해 자발적으

로 죽음을 선택할 때 관여하는 판단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의사결정 변인으로 과거 삶 만족도, 현재고통 심각도, 미래개선 가

능성이 서로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또 시나리오 유형에 따라 변인

들의 상관 패턴 및 죽음을 선택할 의사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거 및 미래조건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한 시나리오를 독립적인 집단에게 평가하도

록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개선 가능성은 네 집단 모두에서 죽음을 선택할 의사와 

Table 1.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 for Euthanasia Decision  

Scenario group Step Independent variables β t R2 ΔR2

Scenario A. favorable past life & 
specific future information 

Step 1 SBQ-R .16 1.78 .06 -
LOT-R Optimism -.16 -1.78

Step 2 SBQ-R .10 1.21 .16 .10
LOT-R Optimism -.10 -1.14
Current pain severity -.19* 2.26
Possibility of future improvement -.24** -2.74

Scenario B. favorable past life & 
vague future information

Step 1 SBQ-R .19* 2.14 .04 -
Step 2 SBQ-R .15 1.91 .25 .21

Past life satisfaction .13 1.52
Current pain severity .27** 3.12
Possibility of future improvement -.20* -2.40

Scenario C. adverse past life & 
specific future information

Step 1 SBQ-R .31** 3.32 .11 -
LOT-R Negativism .05 .50

Step 2 SBQ-R .26** 2.76 .18 .06
LOT-R Negativism .04 .43
Possibility of future improvement -.25** -3.04

Scenario D. adverse past life & 
vague future information

Step 1 SBQ-R .23* 2.24 .07 -
CES-D .05 .44

Step 2 SBQ-R .08 .77 .25 .19
CES-D .11 1.13
Past Life Satisfaction -.09 -1.02
Current Pain Severity .32*** 3.78
Possibility of future improvement  -.19* -2.22

Note. SBQ-R = Suicidal Behavior Questionnaire-Revised; LOT-R = life Orientation Test-Revised; CES-D =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
sion.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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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의사결정 변인 중 죽음을 선택할 의

사와 가장 강한 상관을 보였다. 죽음을 선택할 의사를 종속 변인으

로 하는 위계적 회귀모형을 구성하였을 때에도 모든 시나리오 집

단에서 통제 변인 및 의사결정 변인을 포함한 모든 변인 중 미래개

선 가능성이 가장 큰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개선 

가능성 평가가 삶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

는 변인임을 확인해 주는 동시에,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시나리오를 통해 의사결정을 검토한 Choi와 Park (2019)의 

이전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 결과는 자살행동과 절망감의 관

련성을 검토하는 선행 연구와 관련된다. 절망감은 비관적인 기분만

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는 인지적인 결과물이기도 하며, 

자살사고 및 행동과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어 왔다(El-

lis, 2006; Joiner Jr, Brown, & Wingate, 2005; Wenzel, Brown, & 

Beck, 2009). 절망감을 미래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전망이라

는 다면적 개념으로 바라볼 때, 특히 긍정적 미래 전망의 부족이 자

살시도자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Hunter & O’

Conner, 2003; Macleod, Pankhania, Lee, & Mitchell, 1997; Ma-

cLeod et al., 1993, 1998, 2005; Park & Lee, 2019). 본 연구에서는 미

래개선 가능성과 함께 과거 삶 만족도와 현재고통 심각도도 죽음

을 선택할 의사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가정하였다. 하지만 분석 결

과 과거 삶 만족도는 일부 시나리오 집단에서 죽음을 선택할 의사

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으나, 다른 변인들과 함께 회귀모형에 포함

시켰을 때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현재고통 심각도는 일부 집

단에서 죽음을 선택할 의사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

으나, 미래개선 가능성보다 설명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경에 직면한 상황에서 과거 삶의 경험이나 현재 직면한 즉각적인 

고통에 대한 평가보다는,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전망이 어떠한가가 

삶의 지속 여부 결정에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즉각적

인 절망감보다 지속적인 절망감이 더 강력하게 자살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Dahlsgaard, Beck, & Brown, 1998; Young et 

al., 1996).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자살 위험을 평가할 때 

내담자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다양한 방식으로 떠올

려보거나 긍정적인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과 같은 개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은 자살위기와 같은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

통을 경험할 때 미래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는 측면을 고려할 때에도 중요하다. Buehler와 Griffin (2003)은 현

재보다는 미래 시점에 초점을 둘 때 미래를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현저한 자살위

기에서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전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

해 Baumeister (1990)는 도피 이론(escape theory)에서 자살 의사결

정의 단계 중 하나인 ‘인지적 몰락(cognitive deconstruction)’ 개념

을 통해 자살위기 환자가 보이는 특징으로 시간 조망이 협소해지고 

즉각적이고 근접한 목표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을 주목했다. 

종합해 보면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정도는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지표라는 점, 그

리고 자살위기 내담자의 사례에서 미래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가

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현재고통 심각도는 A 유형(우호적 과거삶과 구체적인 미래

가능성), B 유형(우호적 과거삶과 모호한 미래가능성)과, D 유형(불

우한 과거삶과 모호한 미래가능성) 시나리오 집단에서 죽음을 선

택할 의사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집단별 위계적 회귀모형

에서도 유의한 설명력이 확인되었다. 다만 C 유형 시나리오(불우한 

과거삶과 구체적인 미래가능성) 집단에서는 의사결정 변인 중 미래

개선 가능성만이 죽음을 선택할 의사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과거 삶 조건에 따른 두 가지 유형의 시나리오를 비교한 Choi와 

Park (2019)의 연구에서 불우한 과거 삶 시나리오 조건에서만 현재

고통 심각도가 죽음을 선택할 의사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결과는 Choi와 Park (2019)의 연구에 비해 

현재고통 심각도 변인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

이는데, 미래 정보의 구체성이라는 변인이 도입될 때 과거 삶 및 현

재 고통에 대한 평가의 관계성이 변화할 수 있고, 생애 종점인 현재

에 대한 평가가 죽음의 선택에 보다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J. M. G. Williams와 Pollock (2001)은 ‘패배’와 ‘속박’에 대한 지각

이 무력감을 통해 자살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때 ‘패배’는 직면한 

상황에 대한 일차적 평가로, ‘속박’은 현재 상황을 벗어날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판단의 유형으로 개념화된다(Taylor et al., 2011; J. M. 

G. Williams & Pollock, 2001). 본 연구의 의사결정 변인 중 현재고

통의 심각도 평가는, 시나리오 주인공이 직면한 상황에 대한 평가

로 ‘패배’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고통 심각

도가 죽음을 선택할 의사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은, ‘패배’ 지각이 자

살로 이어지는 주요 경로라는 J. M. G. Williams와 Pollock (2001)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 자살위기에 있는 내담자가 

자신이 현재 직면한 상황, 혹은 경험한 패배 사건에 대해 가지는 주

관적인 지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자살위기 내담자에 대한 개입에서 현재 직면한 상황에 대해 평

가를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다면 자살을 선택할 의사도 함께 변화

될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C 유형 시나리오(불우한 과거삶과 구체적인 미래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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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경우 변인들의 상관 패턴이 나머지 세 집단과 다소 다른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고통 심각도가 죽음을 선택할 의사를 비

롯해 과거 삶 만족도, 미래개선 가능성 등 의사결정 변인들 모두와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죽음을 선택할 의사와 미

래개선 가능성 사이의 상관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가, 

불우한 과거 조건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미래조건이 

상이하게 대비되는 C 유형 시나리오의 내용적 특성과 관련된 반응

인지는 후속 연구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과거 삶 만족도는 죽음을 선택

할 의사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Choi와 Park (2019)

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과거삶이 우호적이든 불우했든 자살

위기 이전의 삶에 대한 평가는 죽음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지 못함을 의미한다. 

넷째, 의사결정 변인들의 상관관계 패턴이 시나리오 집단에 따

라 차이를 보였으며, 미래개선 가능성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시나리오 집단에서 의사결정 변인들 사이의 상관 및 죽음을 

선택할 의사와 의사결정 변인의 상관이 보다 복잡하게 나타났다. 

즉 과거 삶 만족도는 미래개선 가능성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

지 않은 B와 D 시나리오 집단에서만 죽음을 선택할 의사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B와 D 시나리오 집단의 경우 미래개

선 가능성과 함께 현재고통 심각도도 죽음을 선택할 의사와 뚜렷

한 상관을 보이고, 의사결정 변인들 사이의 상관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미래개선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는 B와 D 

시나리오 집단의 경우 과거 삶 및 현재 상황과 같은 가용한 정보에 

대한 평가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

한다. 동시에 제시된 정보들이 보다 복잡하게 상호작용할 가능성

을 시사한다. 이는 부정적 과거 삶 맥락에서 변인들의 상관이 복잡

하게 나타났던 Choi와 Park (2019)의 연구 결과에서 한 걸음 더 나

아가 미래 정보의 모호성이 높은 맥락에서 의사결정 변인들의 상관

이 더욱 복잡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 미래개선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는 B와 D 시나리

오 집단에서 과거 삶 만족도는 죽음을 선택할 의사 및 다른 의사결

정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면서도 과거 삶이 우호적이냐 불리

하냐는 맥락에 따라 상관관계의 방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우호

적인 과거 삶과 모호한 미래 조건인 B 시나리오 집단의 경우 과거 

삶 만족도가 현재고통 심각도 및 죽음을 선택할 의사와는 정적 상

관을, 미래개선 가능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불우한 과거 

삶 조건인 D 시나리오 집단에서는 상관관계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

나, 과거 삶 만족도가 현재고통 심각도 및 죽음을 선택할 의사와는 

부적 상관을, 미래개선 가능성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삶이 우호적이고 미래 가능성은 모호한 상황에서는 

과거 삶을 만족스럽다고 느낄수록 오히려 현재고통을 심각하게 평

가하고, 미래개선 가능성은 낮아지며, 죽음을 선택할 의사는 높아

짐을 의미한다. 반면 과거 삶이 불우했고 미래 가능성이 모호할 때

에는 과거 삶을 낙관적으로 평가할수록 현재고통을 덜 부정적으

로 평가하고, 미래는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죽음을 선택할 의사

는 더 낮게 평정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시나리오 유형에 따른 상

관 패턴의 변화는 과거 삶의 경험 및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정보의 유

무 같은 의사결정 상황의 맥락에 따라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변인

들의 상대적 중요성 및 상호 관계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특히 미래

정보가 부족할 때에는 시나리오에 제시된 주인공의 과거 삶의 맥락

에 따라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 미래 가능성에 대한 평가, 죽음을 

선택할 의사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주인공의 삶에서 성공이나 역경과 같은 이전 요인, 즉 과거 삶의 맥

락에 따라 현재의 삶이나 전 생애에 걸친 삶 경험에 대한 평가가 달

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우울감, 자살관련 행동, 낙관성 및 비관성,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등 죽음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 통제 

변인들 가운데 자살 행동만이 유일하게 네 집단 모두에서 죽음을 

선택할 의사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시

나리오를 통한 가상의 상황에 이입한 간접 평가이기는 하지만 과거

의 자살 관련 사고나 행동의 경험 정도가 이후에 죽음에 대한 고려

를 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자살 관련 경험이 이후

의 자살사고 및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

는 결과로 볼 수 있다(Osman et al., 2001).

이러한 연구결과의 함의를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자살을 죽음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문제로 개념화해 

자살 선택에서 고려하는 판단 요인들의 역할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자살 결정의 동기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을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자살을 결정하는 과정에 자살시도자들이 경험하는 사

고의 내용과 별개로 자살위기에서 이루어지는 판단과 추론에 초점

을 둠으로써 자살사고의 형식적 구성 항목을 구분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임상적 개입 과정에서 자살 결정에 핵심적 

영향을 주는 판단 측면들을 점검하고, 개입의 초점을 명료화하도

록 도울 수 있다. 또 자살 결정의 주된 판단 요인을 중심으로 자살

위기에 있는 사람의 위험 정도를 평가하거나 자살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을 탐색하는 과정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자살위기 

내담자가 미래가 개선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통해 자살

위험을 평가해볼 수 있다. 또 불우한 과거 삶의 맥락에서는 현재 고

통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가 미래에 대한 기대나 죽음 선택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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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자살위기 내담자의 과거력과 현

재 상황에 대한 지각을 탐색함으로써 자살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죽음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에서 일반적인 의사

결정과 유사한 판단 요소들이 고려되는지, 자살위기라는 극단적인 

위기상황에 기인하는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예비적 연구결과를 제

공해 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죽음의 선택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일반적인 의사결정과 일치하는 특성 및 구분되는 특성이 모

두 나타난다. 일치하는 부분은, 죽음의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이, 일

반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마찬가지로 경험 평가와 미래예측이라는 

두 가지 판단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이다. 특히 미래개

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지가 과거 삶의 맥락과 무

관하게 죽음의 선택에 가장 중요함을 보여준다. 구분되는 지점은 

자살위기 맥락에서는 보편적인 의사결정과는 달리 과거 삶의 전반

적인 경험보다는 삶의 위기 시점에 대한 평가, 즉 현재 고통에 대한 

평가가 죽음을 선택하는 데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삶의 경험이 직접 자살 결정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현재 상황

이나 미래에 관한 판단 과정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변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살시도 경험과 무관한 20–60대 성인이 가상의 상황에 

반응한 것으로, 청소년 및 노년층의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자살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다

룬 것은 아니며, 죽음을 고려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들이 검토

하는 일반적인 판단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향후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적인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검토한 

의사결정 변인들의 역할을 회고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시나리오 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해석과 적용상의 한계를 가진다. 시나리오에 제시된 상황은 일종의 

간접 경험이며, 선택에 따른 실제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결정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이 실제로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타날 판단이나 행동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시나리

오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은 제시된 상황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Thurman (1986)

은, 시나리오에 대한 의사결정이 실제 행동을 예측하지는 못하지

만, 시나리오와 같은 상황에서 주체가 무엇을 ‘의도’할지에 대한 정

보는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시나리오 연구의 해석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또 다른 문제

는 응답자가 어떤 입장에서 반응했는가 여부이다. 응답자에 따라 

시나리오의 주인공, 응답자의 주위 사람, 응답자 자신의 관점에 자

신을 이입해서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Hughes & Huby, 2012). 그 같

은 점을 고려해 연구자들은 직접 응답자에게 특정 관점을 취하도

록 요청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응답자에게 ‘당신이 이와 같은 상황

에 직면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질문했다. 또 시나리오 

주인공에 대한 감정이입을 돕기 위해 상황의 개연성을 높이고 이입 

정도를 확인해 보완하는 절차를 포함시켰다. 다만 본 연구의 참가

자들이 시나리오에 얼마나 감정이입을 하여 응답하였는지는 확인

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시나리오를 이용한 평가에서 응답자의 

감정이입 정도를 확인하고, 결과 분석에서 이입의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시나리오가 현실과 얼마나 유사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가설적 시나리오의 사용 목적은 현실의 삶을 그대

로 재현하는 것이기보다는, 연구 주제에서 초점을 두는 구성 요소

들을 중심으로 현실을 선택적으로 재현하고 응답자의 반응을 끌

어내는 데 있다(Hughes & Huby, 2012). 본 연구에 사용된 시나리

오 또한 자살위기의 개별적 상황을 포괄할 수 없으며,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해결 불가능성이라는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

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 상황을 자살 의사결

정 상황으로 일반화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제한점은 제시된 상황이 

신체적 고통과 장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자살을 고려하는 상

황적 원인은 신체적 고통 외에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시나리오 상황에 대한 결정은 다양한 자살 위기 상황과 차이를 가

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안락사를 배경

으로 시나리오를 사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는다. 먼저 자

살위기를 직접적으로 설정하기 보다 신체적 고통과 관련해 죽음을 

고려하는 상황을 사용한 것은 자살위기를 경험한 적이 없는 일반 

성인들의 응답을 좀 더 쉽게 유도할 수 있다. 평균 수명의 증가와 의

료기술의 발달로 노년기 삶의 질과 삶의 종결 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체적 질병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상황에 대한 저항감

이 적고 감정 이입에 용이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또한 자살 결

정은 윤리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연구 참가자들이 심리적 부담

을 줄일 수 있도록 안락사가 합법화된 상황을 가정할 필요가 있었

다. 다만 이러한 차이로 인해 자살 결정이 윤리적인 부담이 더 크고 

결정의 무게도 더 크게 지각될 수 있으므로, 죽음을 선택할 의사가 

좀 더 낮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사결정 상황

을 통해 자살 의사결정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이런 차이점을 고려

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살 결정 문제에서 판단 요인들의 역

할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자살사고 경험자를 대상으로 자살 위기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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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삶의 지속여부 결정에 관여하는 판단요인

최소영 ∙박기환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자살을 삶의 지속여부에 대한 결정의 결과로 보고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주된 판단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안락

사 시나리오를 통해 삶과 죽음의 선택 문제를 제시하고 과거 삶 만족도, 현재 고통 심각도, 미래개선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의사결정 변인

들이 어떤 관련을 보이는지, 죽음을 선택할 의사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일반 성인남녀 515명을 대상으로 4가지 유형의 

안락사 시나리오, 우울 증상, 자살 행동, 낙관성 및 비관성,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시나리오 유형에서 미래

개선 가능성 예측은 죽음을 선택할 의사와 가장 강한 상관을 보였으며, 위계적 회귀모형 분석에서도 죽음을 선택할 의사에 관한 설명력이 

가장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시나리오 집단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 고통 심각도는 미래개선 가능성 다음으로 죽

음을 선택할 의사에 관한 설명력이 높았다. 모든 유형의 시나리오에서 과거 삶 만족도는 죽음을 선택할 의사에 관한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

았다. 본 연구 결과는 경험의 지속여부에 대한 의사결정과 마찬가지로 삶의 지속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서도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지는 

중요성을 확인해 준다. 동시에 자살 의사결정의 경우 생애 경험의 종점인 현재에 대한 평가가 과거 삶 전반에 대한 평가보다 더 중요한 판단 

요인임을 시사한다.

주요어: 자살, 의사결정, 안락사, 경험 평가, 미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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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1. Scenario types combined by past and future condition.

Future 

Scenario A

Scenario C

Scenario B

Scenario D

Past

Specific future

Favorable 
past life

Adverse 
past life

Vague future

Painful present

Supplementary 2.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 A. Favorable Past Life/Specific Future Information Scenario Group

1 2 3 4 5 6 7 8 9

  1. Euthanasia decision
  2. Past life satisfaction .03
  3. Current pain severity .30** .21*
  4. Possibility of future improvement -.32** .03 -.14
  5. CES-D .05 -.14 -.09 -.08
  6. SBQ-R .18* -.22* .06 -.20* .39**
  7. LOT-R Optimism -.18* .17 .01 .27** -.17 -.20
  8. LOT-R Pessimism .14 -.25** -.08 -.22* .35** .30** -.46**
  9. PANAS Positive emotion .00 .16 -.04 .15 -.23** -.22* .39** -.21*
10. PANAS Negative emotion .04 -.20* .02 -.01 .27** .25** -.13 .29** .05

Note. CES-D =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SBQ-R = Suicidal Behavior Questionnaire-Revised; LOT-R = Life Orientation Test-
Revised; PANAS = Positive Affects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 < .05, **p < .01.

Supplementary 3.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 B. Favorable Past Life/Vague Future Information Scenario Group

1 2 3 4 5 6 7 8 9

  1. Euthanasia decision
  2. Past life satisfaction .31**
  3. Current pain severity .39** .40**
  4. Possibility of future improvement -.35** -.29** -.32**
  5. CES-D -.11 -.18* -.33** .02
  6. SBQ-R  .19* .036 .010 -.14 .25**
  7. LOT-R Optimism -.04 .23** .12 -.07 -.16 -.27**
  8. LOT-R Pessimism .08 -.11 -.07 -.08 .29** .28** -.44**
  9. PANAS Positive emotion -.12 -.13 -.10 .09 .15 -.05 .42** -.01
10. PANAS Negative emotion .02 -.13 -.24** .03 .50** .25** -.13 .46** .40**

Note. CES-D =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SBQ-R = Suicidal Behavior Questionnaire-Revised; LOT-R = Life Orientation Test-
Revised; PANAS = Positive Affects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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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4.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 C. Adverse Past Life/Specific Future Information Scenario Group

1 2 3 4 5 6 7 8 9

  1. Euthanasia decision
  2. Past life satisfaction .06
  3. Current pain severity .11 -.09
  4. Possibility of future improvement -.32** .16 -.17
  5. CES-D .11 -.010 .04 -.02
  6. SBQ-R .34** -.18* .07 -.24** .53**
  7. LOT-R Optimism -.03 .30** -.14 .26** -.24** -.20*
  8. LOT-R Pessimism .19* -.11 .15 -.13 .52** .46** -.32**
  9. PANAS Positive emotion -.01 .20* -.18* .14 -.03 -.19* .37** -.14
10. PANAS Negative emotion .11 -.13 .12 -.08 .60** .41** -.31** .58** .13

Note. CES-D =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SBQ-R = Suicidal Behavior Questionnaire-Revised; LOT-R = Life Orientation Test-
Revised; PANAS = Positive Affects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 < .05, **p < .01.

Supplementary 5.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 D. Adverse Past Life/Vague Future Information Scenario Group

1 2 3 4 5 6 7 8 9

  1. Euthanasia decision
  2. Past life satisfaction -.25**
  3. Current pain severity .41** -.27**
  4. Possibility of future improvement -.34** .34** -.27**
  5. CES-D .17* -.12 -.02 -.10
  6. SBQ-R .26** -.08 .20* -.25** .56**
  7. LOT-R Optimism .05 .13 -.10 -.03 -.32** -.33**
  8. LOT-R Pessimism .01 -.03 .03 -.10 .44** .34** -.45**
  9. PANAS Positive emotion -.17 .09 -.18* .11 -.12 -.18* .40** -.14
10. PANAS Negative emotion .05 -.12 -.09 -.13 .67** .44** -.31** .33** .00

Note. CES-D =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SBQ-R = Suicidal Behavior Questionnaire-Revised; LOT-R = Life Orientation Test-
Revised; PANAS = Positive Affects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 < .05, **p <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