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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non-suicidal self-harm and suicidal ideation and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frustrated interpersonal need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on-suicidal self-harm and suici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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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such experiences. The relationship between non-suicidal self-harm and intensity of suicidal ideatio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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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2018년 인구 10만 명 당 

26.6명으로 전년도 비 9.5% 증가했으며, 특히 자살은 10~39

세에서 나타나는 사망원인 가운데 1위였다[1]. 자살은 자살생

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다.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상자 중 

12.7%가 자살계획을 세웠고 그들 중 8.0%가 자살시도를 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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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살생각을 한 적이 없는 상자는 

자살계획과 자살시도의 경험이 없었다[2]. 자살은 질병이나 사

고에 비해 예방이 가능한 사망의 원인이다. 자살생각을 하는 

상자가 모두 자살시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시도 이후에

는 신체적 ․ 정신적으로 치료적 개입을 해야 하므로, 자살의 예

방적 중재는 자살생각의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 의 자살률은 2018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17.6명이었으

며[1],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3]. 이 시기

는 경제적인 자립 및 부모에게서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그와 동시에 Erikson의 심리 사회적 발달단계 중 친 감  고

립감의 시기이기 때문에 친 한 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발

달과업이며, 타인과 유 를 맺지 못하면 거절에 한 두려움으

로 인해 스스로 고립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4]. 또한 청년실

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학 생활의 즐거움보다는 원하는 학

에 가도 취업이 힘들다는 절망감을 느낄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으로 압박을 받은 청년은 연애, 결혼,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의 

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3-5]. 따라서 지속적인 취

업의 어려움은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소속되고 싶어 하

는 인관계 욕구를 좌절시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자살생각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3,6].

한편, 비자살적 자해는 죽음의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에

게 고의적으로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자신을 방치하

거나 자기패배적 사고를 하는 등의 수동적인 행동부터 자상, 

화상 등의 적극적인 방법까지 행동의 범위가 넓다[8-11]. 2017

년 학생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경한 자해를 포함하

여 평생 한 번 이상 자해를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35.8~45.1%로 높게 나타났다[10,11]. 비자살적 자해는 신체적 

․ 심리적 안녕감 및 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1]. 특

히 비자살적 자해는 죽음의 의도가 없는 자살과 구분되는 분명

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이다[12]. 또한 외

상 경험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13]. 외상은 질병, 사고 등의 일회성 경험부터 신체적 폭력, 

성폭력, 정서적 학 를 포함한 가정폭력, 인상실까지 신체

적, 성적 또는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건으

로 광범위하게 정의된다[13]. 따라서 비자살적 자해는 스스로

에게 가하는 신체적 ․ 정신적 외상의 일종이라 볼 수 있으며, 비

자살적 자해 행동의 빈도가 많을수록 자살생각을 포함한 자살

행동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2].

학생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인관계 

경험이 외상 경험과 자살생각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13]. 비자살적 자해의 경험자는 자신의 행동에 한 수치

심 및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과 사회적 평가에 한 두려움을 느

낀다[14].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자신의 감정

과 행동을 숨기며 스스로 고립되기 때문에 소속감이 좌절될 수 

있고, 자해 행동 후 자신을 친구나 가족을 걱정시키는 사람이라

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타인에게 짐이되는 존재라고 인식할 수 

있다[11,14]. 이 과정에서 비자살적 자해 경험자는 인관계 형

성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비자살적 자해 경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살생각 감소에 효과적인 중재 전략 개발을 

위해 외상경험의 일종인 비자살적 자해 경험, 인관계 요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비자살적 

자해에 관한 연구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선행연구 중 비임상군을 상으로 출간된 연구는 청소년기 

상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는 최근에 몇 

편이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국내에서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

는 주로 도구의 타당도를 분석하거나 비자살적 자해 방법과 기

능 및 위험요인 등을 분석한 연구이다[9-11,15]

Joiner [7]는 자살의 인관계 이론을 통해 인관계 욕구 요

인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좌절된 인관계 욕구는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의 두 요인으로 나누어진

다. 인식된 짐스러움은 본인이 자신을 가족이나 친구, 사회에 

짐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사회의 골칫거

리라고 생각하고 자기혐오의 감정을 느끼며 내가 죽는 것이 사

는 것보다 타인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6]. 

좌절된 소속감은 소속감이 상실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

황에서 개인이 느끼는 심리로 보통 사회적 연결이 단절된 사람

에게 나타난다[6,7]. 소속감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에 좌

절된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

[7]. 이론에 따르면 자살생각은 좌절된 인관계 욕구 요인인 인

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 중 한 가지가 충족될 때 나타난

다[6,7].

국외에서는 자살의 인관계 이론을 기반으로 초기 성인기 

상자의 비자살적 자해와 자살생각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다

수 이루어지고 있다[12,14,16]. 하지만 국내와 사회문화적으

로 다른 환경에서 연구되었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학생의 비자살적 자해 경험과 자살

생각의 관계에서 좌절된 인관계 욕구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살예방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

과 자살예방의 전략적 방향 모색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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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Suicide attempt

Figure 1. Suicidal behavior process based on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의 비자살적 자해 경험과 자살생각

의 관계에서 좌절된 인관계 욕구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

함이며,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정도를 파악

한다. 

 비자살적 자해 경험의 여부에 따른 상자의 좌절된 인

관계 욕구와 자살생각의 차이를 파악한다.

 비자살적 자해 경험이 있는 상자의 비자살적 자해 경험, 

좌절된 인관계 욕구 및 자살생각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비자살적 자해 경험이 있는 상자의 비자살적 자해와 자

살생각의 관계에서 좌절된 인관계 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생의 비자살적 자해 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

에서 좌절된 인관계 욕구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횡단

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개념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Joiner [7]의 자살의 인관계 이론에서 제시

하는 자살과정을 토 로 비자살적 자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자살생각에 한 좌절된 인관계 욕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고자 한다. 우선,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자살적 자해 경

험이 좌절된 인관계 욕구와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

정하였으며[11,12,14], Joiner [7]의 이론을 기반으로 좌절된 

인관계 욕구가 비자살적 자해 행동과 자살생각을 매개할 것

이라 가정하였다. Joiner의 이론에서는 인간은 인관계 욕구

가 미충족되거나 상실될 때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좌절된 

인관계 욕구는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이라는 특정

한 심리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Joiner의 이론에

서 제시한 개념인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을 매개변

수로 설정하고, 비자살적 자해 경험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과 함께 인식된 짐스러움 및 좌절된 소속감을 매

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만, 이론에

서 제시하는 습득된 자살능력은 자살행동 과정 중 자살시도 단

계에 영향을 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Figure 1).

3.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19세 이상의 국내 종합 학 또는 전문 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자발적으로 연구참여를 동의한 학생을 

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자의 관찰과 감독 없

이 온라인 설문으로 비자살적 자해 경험과 자살생각에 하여 

자가보고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참여자의 심리적 불안정감으

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자살사고 발생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

기 위해 19세 미만인 자, 정신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약물을 복

용 중인 자, 연구 시행 당시 우울감, 불안감 등의 심리적 불편감

을 호소하는 자, 임산부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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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비자살적 자해 경험 비율은 전체 표본

의 35.8~45.1%로 나타났다[10,11].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생 비자살적 자해 경험 상자가 약 40%라고 

추측하였다. 편의표본 추출을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하는 전체 

상자 중 비자살적 자해 경험자군과 비경험자군을 각각 40%, 

60%로 추정하고 연구를 계획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비자

살적 자해 경험자군의 표본 수를 파악하기 위해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

력 95%를 기준으로 하여 3개의 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

에 필요한 표본수를 분석한 결과 119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험자군의 수는 전체 상자 수의 60%에 

해당하는 179명이며, 연구에 필요한 총 상자 수는 298명으로 

추정되었으나 설문지 회수 시의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최종

적으로 360명이었다. 

4. 연구도구

1) 비자살적 자해 경험

비자살적 자해 경험은 Sansone 등[17]이 개발하고 Kim 등

[9]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판 자해 척도

(Korean Self-Harm Inventory)를 사용하여 설문 응답 시점에

서 평생동안 비자살적 자해의 누적 경험을 측정하였다. 본 척도

에서는 자해 행동의 경험을 묻는 22문항의 각 항목마다 예로 응

답한 경우 1점,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0점으로 측정하여 총점

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자해 행동을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Kim 

등[9]의 연구에서 신뢰도 KR-20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9였다.

2)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Posner 등[18]이 개발한 콜롬비아 학 자살 

심각성 평가 도구(Columbia Suicide Severity Rating Scale, 

C-SSR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C-SSRS는 자살과 관련된 

임상적 현상과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자살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침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

자에 의해 번안된 여러 나라 버전이 있고 한국어로도 번안되어 

있다[18]. C-SSRS는 자살생각의 심각도, 자살생각의 강도, 자

살행동(자살시도, 중단된 자살시도, 방해된 자살시도), 자살

행동의 치명도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영역마다 서로 다른 질문지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각 영역별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어있다[18.19]. 본 연구에서는 하

위영역 중 자살행동을 제외한 자살생각의 심각도와 자살생각

의 강도를 사용하여 자살생각을 측정하였다. 자살생각의 심각

도는 소극적인 자살생각과 적극적인 자살생각에 관하여 예, 

아니오의 명목척도로 묻는 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로 응

답한 경우를 1점으로 측정하여 0점에서 5점까지의 범위를 갖

는다. 자살생각의 강도는 자살생각의 빈도, 지속 시간, 통제 능

력, 방해 요인, 사고의 이유에 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고, 각 문항마다 최고 5점까지 가능하며 총점은 0점부터 25점

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두 하위요인은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의 심각도와 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Jang 등[1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

bach’s ⍺는 자살생각의 심각도 .74, 자살생각의 강도 .88로 각

각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의 심각도에 한 신뢰도 

KR-20는 .75였으며, 자살생각의 강도에 한 신뢰도 Cron-

bach’s ⍺는 .92였다.

3)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

좌절된 인관계 욕구는 Joiner 등[20]이 개발하고 Lee 등

[21]이 한국판으로 수정 번안 후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판 인

관계 욕구 설문지(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Need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좌절된 인관계 욕

구의 두 하위요인은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이다. 인

식된 짐스러움은 자신이 타인에게 짐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을 말하며, 좌절된 소속감은 사회적 연결이 단절된 상태에서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다[6,7]. 본 척도는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

절된 소속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문항 중 

8문항이 인식된 짐스러움을 측정하고 나머지 5문항이 좌절된 

소속감을 측정한다. 좌절된 소속감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부 역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를 역환산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

항은 1점에서 7점의 Likert 7점 척도로 평정하며, 총점이 높을

수록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Lee 등[2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하

위요인 중 인식된 짐스러움이 .88, 좌절된 소속감이 .8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인식된 짐스러움이 

.96, 좌절된 소속감이 .84였다. 

5.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조사는 2020년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실

시하였다. 자살 문항의 경우 연구 상자의 사회적 바람직성이 

답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오프라인 조사보다 온라인 조사가 

상자에게 솔직한 답변을 끌어낼 수 있기에 자료수집은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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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이루어졌다[22]. 교육청에 등록된 학의 지역 분포에 

맞추어 서울 ․ 수도권 5개, 강원 1개, 충청권 2개, 경상권 4개, 전

라권 2개, 제주 1개의 총 15개의 종합 학 및 전문 학을 편의

표집하여 선정한 후 학 홈페이지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연구목적 및 방법을 포함한 공고문을 게시하고 자발적 참여자

를 모집하였다. 모집에 응한 참여자는 모집공고문의 URL 주소

나 QR코드로 설문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서면동의 후 설

문에 응답하였으며, 설문 응답 시간은 10~15분이었다. 총 364

명이 연구 상자 모집에 응하였으며, 연구참여에 동의하지 않

은 자와 연구 제외 상자 19명을 제외한 345명의 온라인 설문

이 회수되었다. 그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중복으로 참여한 12

명을 제외한 총 333명의 설문결과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5.0 프로그램과 SPSS/ 

WIN PROCESS v3.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비자살적 자해 경험, 좌절된 인관

계 욕구 및 자살생각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은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비자살적 자해 경험 여부에 따른 상자의 좌절된 인관

계 욕구와 자살생각은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비자살적 자해 경험이 있는 상자의 비자살적 자해 경험, 

좌절된 인관계욕구 및 자살생각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비자살적 자

해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좌절된 인관계 욕구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Bootstrapping 

[23]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7.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자가 소속된 학교 생명윤

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2020-0008). 연구 상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연구 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기 전 

연구의 목적, 소요시간, 설문지 작성 절차 및 유의 사항과 함께 

설문지 작성 도중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중이나 작성 후에 심리적인 불편감을 느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모집 공고문와 온라인 설문 페이지에 연구자와 상담센

터의 연락처를 명시하였다. 또한 수집된 설문결과는 본 연구의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았

다. 설문기간 이후 연구에 참여한 상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상자의 평균 연령은 만 22.35±2.11세였으며, 여학생이 

71.8%였다. 상자의 84.4%가 재학 중인 학을 종합 학으

로 보고하였으며, 1학년 4.2%, 2학년 25.8%, 3학년 23.7%, 4학

년 46.3%로 각각 나타났다. 재학 중인 학과 계열은 보건의료계

열, 공학계열, 사회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교육

계열 순으로 많았다. 전체 상자 중 비자살적 자해 경험이 있는 

상자는 46.8%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의 심각도는 성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살생각의 심각도

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24, p=.001)(Table 1).

상자의 비자살적 자해 경험 정도는 평균 1.42±2.26점, 인

식된 짐스러움은 평균 20.42±11.80점, 좌절된 소속감은 평균 

16.45±6.23점 그리고 자살생각의 심각도와 강도는 평균 1.06± 

1.35점, 2.87±4.86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2. 비자살적 자해 경험 여부에 따른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와 자살생각

상자의 인식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 자살생각 정도

는 비자살적 자해 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비자살적 자해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해 인식된 짐스러

움(t=-10.70, p<.001), 좌절된 소속감(t=-4.28, p<.001), 자살

생각의 심각도(t=-8.47, p<.001), 자살생각의 강도(t=-7.83, p< 

.001)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Table 2).

3. 비자살적 자해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비자살적 자해 

경험,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 및 자살생각의 상관관계

비자살적 자해 경험은 인식된 짐스러움(r=.39, p<.001), 좌

절된 소속감(r=.25, p=.001), 자살생각의 심각도(r=.42, p< 

.001) 및 자살생각의 강도(r=.37, p<.001)와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인식된 짐스러움은 좌절된 소속감(r=.31, 

p<.001), 자살생각의 심각도(r=.24, p=.002)와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가 나타났지만 자살생각의 강도(r=.13, p=.117)와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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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icidal Ide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3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Suicidal ideation

Severity Intensity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year) 22.35±2.11

Gender Male
Female

 94 (28.2)
239 (71.8)

0.72±1.09
1.19±1.14

-3.24
(.001)

2.34±4.52
3.08±4.99

-1.30
(.196)

Education level College
University

 52 (15.6)
281 (84.4)

0.90±1.23
1.09±1.23

-0.91
(.363)

2.31±3.87
2.97±5.02

-1.08
(.283)

Grade 1st
2nd
3rd
4th

14 (4.2)
 86 (25.8)
 79 (23.7)
154 (46.3)

1.07±1.54
1.21±1.46
1.06±1.38
1.25±0.10

0.56
(.641)

3.07±4.95
3.14±4.67
3.15±5.25
2.55±4.79

0.40
(.752)

Major Health and medical sciences
Non-health and medical sciences
Humanities
Sociology
Engineering
Natural science
Art, music and physical
Pedagogy

121 (36.3)
212 (63.7)
 47 (14.1)
 49 (14.7)
 56 (16.9)
 37 (11.1)
17 (5.1)
 6 (1.8)

1.02±1.35
1.08±1.35

0.36
(.718)

2.74±4.75
2.94±4.94

0.38
(.708)

Non-suicidal 
self-harm

Yes
No

156 (46.8)
177 (53.2)

Table 2. Frustrated Interpersonal Needs and Suicidal Ideation by Non-suicidal Self-harm (N=333)

Variables Categories

Non-suicidal self-harm

t pYes (n=156) No (n=177)

M±SD M±SD

Frustrated interpersonal 
needs

Perceived burdensomeness
Thwarted belongingness

 26.88±11.96
17.97±5.95

14.72±8.17
15.11±6.18

-10.70
 -4.28

＜.001
＜.001

Suicidal ideation Severity
Intensity

 1.67±1.39
 4.97±5.68

 0.52±1.04
 1.01±2.98

 -8.47
 -7.83

＜.001
＜.001

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좌절된 소속감은 자살생각의 심각도

(r=.17, p=.036), 자살생각의 강도(r=.25, p=.002)와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자살생각의 심각도는 자살생각의 

강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83, p<.001). 마지막

으로 연령은 자살생각의 심각도(r=-.25, p=.002)와 강도(r=-.23, 

p=.004)에서만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4. 비자살적 자해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비자살적 자해 

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의 

매개효과

학생의 비자살적 자해 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좌절

된 인관계 욕구의 두 하위요인인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의 매개효과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80~0.88으로 0.1 이상

이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14~1.25로 

10보다 크지 않고,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가 0.25~0.39로 0.80 미

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을 의심할만한 경우는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 지수를 살펴본 결과 1.55와 1.65로 1.5와 2.5 

사이에 값이 존재하므로 잔차의 독립성을 충족하였다.

1) 비자살적 자해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비자살적 자해 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인식된 짐스러움의 매개효과

독립변수인 비자살적 자해 경험은 매개변수인 인식된 짐스

러움(B=1.90,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독립변수인 

비자살적 자해 경험은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의 심각도(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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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ediating effect of frustrated interpersonal needs.

B=0.24, p<.001, 직접 효과: B=0.22, p<.001)와 강도(총 효과: 

B=0.85, p<.001, 직접 효과: B=0.87, p<.001)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지만, 매개변수인 인식된 짐스러움은 자살생각의 심각

도(B=0.01, p=.255)와 강도(B=-0.01, p=.788)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인식된 짐스러움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Figure 2).

2) 비자살적 자해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비자살적 자해 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좌절된 소속감의 매개효과

독립변수인 비자살적 자해 경험은 매개변수인 좌절된 소속

감(B=0.61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독립변수인 비

자살적 자해 경험은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의 심각도(총 효과: 

B=0.24, p<.001, 직접 효과: B=0.23, p<.001)와 강도(총 효과: 

B=0.85, p<.001, 직접 효과: B=0.76, p<.001)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지만, 매개변수인 좌절된 소속감은 자살생각의 심각도

(B=0.02, p=.390)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자살생각

의 강도(B=0.16, p=.031)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좌절된 소속감의 매개효과는 자살생각의 강도

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비자살적 자해 경험의 자살생각의 강도에 한 직접효과

와 간접효과는 Table 3와 같다. 먼저 비자살적 자해 경험의 자

살생각의 강도에 한 직접효과는 크기가 0.76이었고, 95% 



280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신미선 · 최현경

Table 3. Bootstrapping Test for Mediating Effect of Thwarted Belongingness (N=156)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B SE 95% CI B SE 95% CI

NSSH → ISI 0.76 0.18 0.41~1.11

NSSH → TB → ISI 0.10 0.06 0.01~0.24

NSSH=Non-suicidal self-harm; ISI=Intensity of suicidal ideation; TB=Thwarted belongingness.

Bootstrap 신뢰구간(0.41~1.11)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좌절된 소속감이 매개하는 간접효과 크기는 

0.10이며 95% Bootstrap 신뢰구간(0.01~0.24)이 0을 포함하

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총 효과의 크기

(B=0.85, p<.001)가 직접 효과의 크기(B=0.76, p<.001) 보다 

크므로 비자살적 자해 경험과 자살생각의 강도 사이의 관계에

서 좌절된 소속감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논 의

본 연구는 학생의 비자살적 자해 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

에서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함

으로써, 추후 학생의 자살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

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상자 중 46.8%가 비자살적 자해의 경험이 있었고, 평균 점

수는 1.42±2.26점이었다. 비자살적 자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Chu 등[10]의 연구결과인 35.8%보다 다소 높고, Kwon 

등[11]의 연구결과인 45.1%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학생을 상으로 조사

한 Kim 등[9]의 연구에서 보고된 0.85±1.60점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자료조사 방법이 오프라

인으로 진행된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조사로 시행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온라인 조사가 오프

라인 조사보다 상자의 사회적 바람직성 경향에 영향을 덜 받

기 때문에 상자는 숨기고 싶은 행동인 비자살적 자해 행동에 

해 솔직하게 답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14,2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정도는 자살생각의 심각도

에서 성별에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

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을 상으로 한 Kim [2]

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의 심각도

가 실제 자살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19]. 하지만 2018년 20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여성 

13.2명, 남성 21.5명으로 실제 자살률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따라서 20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

살생각의 심각도가 높더라도 남성의 자살행동이 실제 자살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성별에 관계없이 자살생각

에 한 적절한 중재가 필요하겠다. 

비자살적 자해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좌절된 인관계 

욕구와 자살생각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미국의 학생을 상으로 한 Chu 등[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비자살적 자해의 기능 중 사회적 기능은 타인과의 관

계에서 원하지 않는 상황을 회피하거나 주변의 도움과 관심을 

얻기 위한 것이다[8,11]. 따라서 비자살적 자해 경험이 있는 

상자를 자살생각 고위험군 범주에 포함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

으며, 좌절된 인관계 욕구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인관계에

서 부적응적 행동을 교정하는 중재를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자살적 자해 경험이 있는 학생에서 

비자살적 자해 경험과 자살생각, 좌절된 인관계 욕구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살생각의 심각도와 강도는 좌절된 소

속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비자살적 자해 경험이 

많을수록 자살생각과 좌절된 인관계 욕구의 수준이 높았으

며, 소속감이 좌절될수록 자살생각의 심각도와 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에서 학생을 상으로 조사한 두 선행연

구의 결과와 일치한다[14,16]. 그러나 인식된 짐스러움은 자살

생각의 강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국내 노인에서 인식된 짐스러움이 자살생각의 수준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26]. 이는 학생이라는 연구 상자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즉, 인식된 짐스러움을 느낄 경우 이 상태가 영속적이

고 변함없을 것이라는 왜곡된 지각이 자살생각으로 연결되는

데[6], 학생의 경우 경제적 독립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과

정에서 현재 짐스러움을 느끼더라도 현재의 상태가 미래에 지

속되지 않고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생각의 강

도와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16]. 본 연

구에서는 비자살적 자해 경험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살생각

의 심각도와 강도가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학생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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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3]. 또

한, 선행연구에서는 취업 스트레스를 학생의 자살생각에 

한 관련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지만[24,25], 본 연구에서는 

학년별로 자살생각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스트레스 이외에도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에 한 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자살적 자해 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

서 인식된 짐스러움은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좌절된 

소속감은 자살생각의 강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

는 국내 학생을 상으로 외상 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

서 관계 만족도가 매개효과를 나타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13]. 하지만 미국 학생을 상으로 조사한 Chu 등[14]의 

연구에서 base line 시점에서는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

속감 모두 비자살적 자해 경험과 자살생각 사이에서 매개효과

가 나타났으나 3주, 6주 후에 진행된 추가 조사에서는 인식된 

짐스러움만 매개효과를 유지해, 횡단적 단면 연구로 실시한 본 

연구에서의 좌절된 소속감만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는 결과

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Joiner [7]의 자살의 인관계 이론에서 

제시한 요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화권

에 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인식된 짐스러움은 자신의 가치

에 한 사회적 평가를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결과이기 때

문에 문화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 미

국과 한국 학생의 좌절된 인관계 욕구를 비교한 Suh 등

[27]의 연구에서도 한국의 학생의 좌절된 인관계 욕구 요

인이 미국의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각 국가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에 

의한 차이로 보인다. 즉, 한국에서는 비교적 개인보다는 집단 

구성원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사한 수준의 

인관계 문제에서도 미국보다 한국의 학생이 인관계에 

한 어려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27]. 따라서 각 국가의 문

화에 한 이해와 연구결과를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각 국가 학생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인식된 짐스

러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의 경우 체로 

20  초반에 경제적 독립을 하거나 독립을 시작할 준비를 하지

만 한국의 경우 더 오랜 기간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가 많다

[5,27]. 따라서 초기 성인기에 사회적 책임의 수준이 높은 미국 

학생의 경우 인식된 짐스러움이 자살생각에 지속적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면, 학 진학 후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우

선적인 목표인 한국 학생의 경우 사회적 책임에 의해 나타나

는 인식된 짐스러움보다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생각에 더 큰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보다 사회적 책임이 큰 30  

이상의 국내 직장인을 상으로 조사한 Jeong [28]의 연구에

서도 인식된 짐스러움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

만 좌절된 소속감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러한 설명을 지지한다. 연구의 시기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3월 초이지

만 코로나19로 인해 겨울방학이 연장되어 학교의 방학 시기

에 자료수집을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이러한 시기적 특성

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Van Order 등[29]의 연구에서는 학기 

중인 봄과 가을보다 방학인 여름에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생각

의 정도가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방학 

중에 비교적 타인과 교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좌절된 소속감의 

정도가 높게 되고 그에 따라 자살생각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어 

방학 시기에 자살생각에 한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생을 상으로 비자살적 자해 경험

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살펴보고, 좌절된 소속감의 부분적인 매

개효과를 확인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국 

학생을 상으로 하였지만, 편의 표집 방식으로 학을 선정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

다. 첫째, 비자살적 자해 경험 및 자살생각의 시기적 ․ 지역적 배

경에 의한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전국적 규모의 반복

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정신질환이 비자살적 자해 

경험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호하에 정

신질환자를 연구 상에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비자살

적 자해 경험이 있는 학생을 상으로 좌절된 소속감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포함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좌절된 인관계 욕구 요인의 자살생각

에 한 영향이 연구 상자가 속한 문화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상자가 속한 환경이 사회문화

적으로 다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노출된 집단을 상으로 반복연구를 시행한다면 비자

살적 자해 행동, 좌절된 인관계 욕구 및 자살생각에 한 이

해를 도울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자살에 한 인관계 이론을 기반으로 학생의 

비자살적 자해 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 관계에

서 좌절된 인관계 욕구의 두 하위요인인 인식된 짐스러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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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된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향후 학생의 자살 예

방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

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자살적 자해 경험자가 비경험자보다 인식

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 자살생각의 수준이 모두 유의하

게 높았다. 비자살적 자해 경험이 있는 상자의 좌절된 소속감

은 이들의 비자살적 자해 경험과 자살생각의 강도 사이의 관계

를 부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비자살적 자해 경험

이 있는 상자에게 행동에 한 교정과 함께 좌절된 소속감을 

완화시키는 중재가 동반된다면 자살생각의 강도를 효과적으

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 내 보건시설이나 상담

소 등에 속한 간호사는 비자살적 자해 경험을 가진 학생과 

인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을 상으로 예방적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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