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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세대 남성의 자살에 대한 태도(Q방법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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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ttitudes of male baby boomers towards suicide. Methods:
Q-Methodology which provides a method of analyzing the subjectivity of each item was used. Thirty-five q-statements
were selected from total 110 statements. The recruited P-sample consisted of thirty-three male baby boomers in
1 town and 4 cities. Q-statements were classified into a shape of normal distribution of a 9-point scal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PQMethod Program 2.11. Results: Three types of attitudes towards suicide were identified.
The first type was self-overcoming type that oppose suicide. The second type was burden recognition type with
ambivalence toward suicide. The third type was social support-seeking types that oppose suicid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apply a suicide prevention program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three types for suicide prevention among male baby boom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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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발전을 이끈 중심 집단이다[1]. 그러나 생의 절정기를 뒤로하
고 은퇴한 현재 모습은 심리, 사회, 신체, 경제적인 다양한 측면
에서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1-3]. 이들은 유
교문화에서 성장하여 가족내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보

베이비붐세대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분리되었던 부부

다는 가부장적인 강력한 권위로 가족을 통솔하는 경향이 강하

들이 다시 결합하고 청년들이 돌아옴으로써 결혼이 한꺼번에

였다[3]. 결과적으로 은퇴 후 친밀한 가족지지가 필요한 시점

이루어진 결과 출산율이 급격히 높아진 시기에 태어난 세대로

에는 정서적 단절로 인한 고립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2].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에서 1963년에 출생한 인구집단을 의

높은 고학력 청년실업률은 독립한 자녀의 경제적 부양에 책임

미한다[1]. 특히 남성들은 현 노인세대 남성들과 동세대 여성

을 가중시키고 노후의 삶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며[4,5], 신체

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의 수혜를 얻어 사회의 핵심 요직

적 쇠퇴로 인한 건강문제는 삶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저하시키

에 진출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 성장과

는 요인이 된다[2]. 따라서 이들이 직면하는 것은 열심히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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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삶에 대한 인정과 만족감이기보다 가족 및 사회체제에서 느

2. 연구목적

끼게 되는 소외와 실존적 공허, 무가치감, 분노가 될 수 있다[2].
최근 자살통계인 2019년 자료를 살펴보면 베이비붐세대 남

본 연구의 목적은 Q-방법론적 접근을 이용하여 베이비붐세

성이 분포된 50~60대 중년남성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 당 각

대 남성의 자살에 대한 태도 유형을 규명하고, 그 유형별 특성

50.5명, 54.2명으로 이는 동세대 여성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현

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상이다[6]. 특히 이들은 퇴직 후 기존의 질서와 사회시스템을

다음과 같다.

다른 국면으로 변화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을 만큼의 수적 우위

 베이비붐세대 남성의 자살에 대한 태도 유형을 확인한다.

를 가진 잠재집단[1]이므로 이들의 정신적 문제가 향후 사회적

 베이비붐세대 남성의 자살에 대한 태도 유형별 특성을 분

비용을 증가시키는 노년기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들

석하고 기술한다.

의 심리적 위기에 대한 연구가 큰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화와 노인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는 가

연구방법

운데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의 성공적인 노년기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반대 현상인 이들의 자살에 대한 심도 깊은 이

1. 연구설계

해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 연구들은 노

본 연구는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의 자살에 대한 주관적 견해

후준비와 관련된 경제적 측면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를 파악하기 위한 Q-방법론 연구로, 베이비붐세대 남성의 자살

특히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베이비

에 대한 태도를 유형화하고 그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탐

붐세대 남성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삶의 질

색적 조사연구이다.

과 만족도[7], 우울 및 자살 영향요인[2,4,8,9], 중년남성의 삶의
경험과 퇴직 적응과정[3,10] 등이 연구되었으나 양적 측면에서

2. 표집방법

부족하여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의 심리적 측면을 깊이 있게 조
망하기가 다소 어렵다. 특히 베이비붐세대 남성을 대상으로 실

1) Q모집단의 구성

시된 다수의 실증적 연구들은 연구자의 관점에서 현상의 공통

본 연구에서는 Q표본을 구성하기 위해 문헌고찰과 인터뷰

성, 보편적인 인과관계 발견을 위해 시도되어 대상의 주관적이

를 실시하였다.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이 경험한 사회문화적 특

고 개별적인 속성을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다[11]. 기존 양적

성과 자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양적, 질적연구, 신문기

연구들이 계량화 할 수 있는 도구를 측정하여 현상에 대한 객관

사, 국가통계자료, 보고서 및 출판된 저서 등을 활용하였다. 자

적 원인을 찾으려는 것과 달리 ‘Q방법론’은 사람을 변인으로

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심층면담 대상자는 베

하여 그들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와 주관적 관점들을 분류

이비붐세대에 해당하는 남성 5명 중 은퇴를 앞둔 직장인 2명,

과정에서 발견하여 개인의 내적 경험 세계에 대한 개별적이고

퇴직자 1명, 자살사고를 경험한 2명이었으며 정신질환을 진단

구체적인 접근을 가능하도록 한다[11]. 특히 자살과 같은 다양

받지 않고 면담에 참여할 수 있는 자였다. 자살사고의 경험이

한 상황과 복잡한 요인이 작용하는 자기 파괴 행위는 개인의 주

있는 2명의 대상자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를 통해 상담을

관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통해 파악되고 이해

받은 이들이었으며 그 외 대상자들은 근로사업장과 접근이 용

되어질 필요가 있으며[12] 이를 통해 개인의 주관적 유형적 특

이한 지역을 통해 편의 표집하였다. 또한 도시의 규모를 고려하

성에 맞는 맞춤형 자살예방 중재 계획을 개발하여 자살에 대한

고 지역적 편중을 감소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심층적인 예방적 중재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춘천시, 구미시, 창원시의 5개 지역에서 각 1명씩 모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에 대한 주관성을 심층적으로 측정할 수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1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였으며 대

있도록 개발된 Q방법론을 적용하여 베이비붐세대 남성의 자

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직접 방문하여

살에 대한 태도의 유형과 그 속성을 파악함으로써 베이비붐세

면담하였다. 면담의 진행은 특정한 양식이 없이 ‘자살에 대해

대 남성의 자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향후 베이비붐세대 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개방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대상

성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중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

자들의 주관적 경험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자

초자료로 삼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세를 취하였으며 인터뷰 중 자발적 표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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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경우 ‘주변 사람들에 의한 자살의 간접 경험이 있으십니

4) Q표본의 분류

까?’, ‘매스컴에서 자살을 시도한 비슷한 연배의 남성들에 대한

본 연구의 Q표본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5월 8

기사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살을 생각할 만큼

일까지였다. P표본들이 자신의 의견의 중요도에 따라 Q진술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베이비붐세

문을 9점 척도 상에 분류하여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강제분포

대 남성들이 어떤 이유로 자살을 생각하고 실행한다고 생각하

시키는 Q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분류포를 준비하였다. Q 분류

십니까’ 등의 개방형 질문을 하였다. 1회 면담에 소요되는 시간

과정은 먼저 Q진술문을 읽은 후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

은 60분에서 90분이었다. 주 2~3회의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에

에 따라 동의(+), 중립(0), 반대(-) 세부분으로 크게 나눈 다음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5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동의(반대)한 진술문 중에서 가장 동의(반대)하는 것부터 골라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분류를 진행케 하여 중립부분(0)에서

2) Q표본의 선정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Q표본의 분류가 끝난 후 대상자에게 강

심층면담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문을 구성하였

하게 동의하는(+4)문항과 강하게 반대하는(-4) 문항으로 분류

고, 내용을 보완하고 추가하기 위해 베이비붐세대 남성과 관련

한 진술문에 대해 선택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연구

된 연구, 보고서, 국가통계자료 및 발간된 저서 등을 활용하였

자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

다.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의 자살에 대한 태도가 잘 대변될 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결과 해석 시에

있도록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여 110개의 진술문을 추출하였

참고자료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Q분류 과정은 대상자 1인당

으며 이 중 주제를 가장 잘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진술문을 선

45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Q분류에 참여한 대상자

택하여 전문가들에게 타당도 검정을 받아 총 35개의 진술문을

들에게 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선정하였다. Q표본 선정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은 Q연구방법
론의 전문가인 행정학과 교수 1명과 정신간호학 교수 4명으로

3. 자료분석

정신간호학 교수들은 정신병동 간호사와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으로서의 활동 경력이 있다. 특히 본 연구책임자는 정신

자료분석은 PQMethod 프로그램 2.11을 이용하여 분석하

건강복지센터장으로 개인 및 집단 상담활동을 하고 있으며,

였으며 Q요인 진술문의 항목을 varimax factor loading 회전

중앙자살예방센터 교육강사로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층을 대

법과 주요인분석(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방

상으로 자살 위험신호를 인지하고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인

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표본을 축으로 하는 주요인 최적

gatekeeper를 양성하고 있다.

의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수를 입력하여 산출된
결과 가운데 각 유형 간 상관관계가 낮으며, 독립성이 높고 고

3) P표본의 표집방법
Q방법론은 개인 내의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것이므로 P

유한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최종 3개의 유형으
로 분류하였다.

표본의 수를 설정함에 있어 제한이 없으며 P표본의 선정이 연
구주제와 관련하여 대표적이고 포괄적이면 연구의 질을 제고

4. 윤리적 고려

하는데 도움이 된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표본을 1955
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을 모집하

연구 시작 전 국립G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되 자살사고나 시도가 있었던 베이비붐세대 남성도 포함하였

거쳐 연구 승인을 받았다(2014-006). 연구참여에 동의한 참여

다. 그리하여 도시의 규모를 고려하고 지역적 편중을 감소하기

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상세히 설

위하여 4개의 도시와 1개의 군인 P광역시, G시, C시, K시, K군

명하였고 비밀유지와 익명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연구

에 있는 베이비붐세대 남성 38명이 모집되었다. Q표본 분류는

과정 중 언제라도 원하지 않을 경우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렸으며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연구자를 포함하여 Q

녹음된 녹취록은 연구 종료와 동시에 모두 폐기될 것임을 설명

진술문 선정에 참여했던 전문가 3인을 교육하여 함께 실시하

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들에게 서면으

였다. 스케줄 조정이 힘든 대상자들의 경우 자세한 설명서를 동

로 된 연구 동의서를 제공하고 직접 읽어 보도록 한 후 서명을

봉하여 우편으로 보내고 회수하였으며 분류표 작성의 오류로

받았다.

인해 5명이 탈락되어 총 33명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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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또한 57.1%가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

연구결과

다. 제1유형의 대상자 100%가 배우자가 있었으며, 57.1%가 대
처교육을 원하였다(Table 2).

1. Q유형의 형성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터놓고 이야기 할 친구가 있으
33명의 베이비붐세대 남성의 자살에 대한 태도를 Q요인 분

면 자살생각이 줄어들 것(Z=1.49)’이고 ‘힘들어도 오뚝이처럼

석한 결과 3개의 유형이 추출되었다. 3개의 유형은 전체 변량

일어나는 속성이 자살을 막을 것(Z=1.42)’, ‘은퇴 후에도 할 수

의 45%를 설명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1유형 ‘자살반

있는 일이 있으면 자살위험성이 줄어들 것(Z=1.33)’, ‘책임감

대-자기극복형’ 29%, 제2유형 ‘자살에 대한 양가감정-부담

이 강한 사람은 가족을 남겨두고 자살하지 않는다(Z=1.27)’,

인식형’ 8%, 제3유형 ‘자살반대-사회적 지지 추구형’ 8%를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죽음보다는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1유형이 베이비붐세대 남성의 자

(Z=1.27)’,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사는 것이 낫다

살에 대한 태도의 특성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유형으로 볼 수

(Z=1.17)’에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힘겹게 사는 것 보다 목숨

있다(Table 1). 또한 제1유형과 제2유형의 상관관계는 r=-.09,

을 끊는 것이 낫다(Z=-2.14)’, ‘자살은 개인적인 선택이므로 잘

제1유형과 제3유형의 상관관계는 r=.25, 제2유형와 제3유형

잘못을 판단할 수 없다(Z=-1.50)’, ‘고독사 보다는 자살이 낫다

의 상관관계는 r=-.01로 수용가능한 수준의 상관성을 나타내

(Z=-1.47)’, ‘자살하면 편안하고 고통이 없어질 것(Z=-1.45)’,

어 각 유형이 독립적으로 잘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Table 1).

‘성기능이 저하되어 상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죽고 싶을 것이

제1유형이 21명, 제2유형이 6명, 제3유형이 4명이었으며 유

다(Z=-1.25)’에 강한 부정하였다(Table 3).

의미한 적재값을 보이지 않은 2명의 대상자는 무효사례(null

제1유형이 특히 다른 유형과 큰 차이를 보이는 진술문 중 동

case)로 처리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자가중치(factor

의한 항목을 살펴보면 ‘힘들어도 오뚝이처럼 일어나는 속성이

weight)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유형 내에서 인자가중치가

자살을 막을 것이다(Z=1.42)’,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

높은 사람일수록 속한 유형의 전형적인 특성을 잘 대변한다고

으면 자살위험성이 줄어들 것이다(Z=1.32)’, ‘책임감이 강한

볼 수 있다.

사람은 가족을 남겨두고 자살하지 않는다(Z=1.26)’, ‘죽을 용
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사는 것이 낫다(Z=1.17)’, 정신전문가

Table 1. Correlation, Eigen Value, and Total Variance among
Types
(N=33)
Types

Type 1

Type 1

1

Type 2

0.09

1

Type 3

0.25

-0.01

1

Eigen value

8.75

1.61

1.38

29%
29%

8%
37%

8%
45%

Total variance

Variance
Cumulative

Type 2

의 도움은 자살의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다(Z=1.11)’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반면 강하게 반대한

Type 3

진술문은 ‘힘겹게 사는 것 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
(Z=-2.14)’, ‘고독사보다 자살이 낫다(Z=-1.47)’, ‘자살하면 편
안하고 고통이 없어질 것이다(Z=-1.45)’, ‘자살은 힘든 상황을
표현하는 방법이다(Z=-1.08)’, ‘배우자에게 배신감을 느끼면 복
수를 위해 자살 생각이 들 것이다(Z=-1.02)’순이었다(Table 4).
제1유형의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를 보인 20번 대상자의 면
담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는 자신의 긍정적인 생각과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아무리 힘들어도 앞날을 생각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노력을 중요시하기 때문

2. 유형별 특성

이다. 모든 생활은 도덕과 법의 질서에 맡기고 자신의 긍정적인
베이비붐세대 남성의 자살에 대한 태도의 유형별 특성을 살

판단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30번 대상자

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 면담내용을 보면 ‘자살은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고 주변에
고통을 주는 배려가 없는 행동이다’라고 하였다. 그 외 대상자

1) 제1유형: 자살반대-자기극복형

들의 면담내용에는 ‘강인한 정신력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도 헤

제1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모두 21명으로 52.4%가 대졸

쳐 나갈 수 있다’, ‘자살은 나약한 행동이다’, ‘생명은 고귀한 것

자이며 57.1%가 400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을 보인다. 전문직과

이므로 지켜져야 한다’ 등의 내용들이 있었다. 따라서 본 유형

관리직의 분포가 전체 4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에 대한

의 대상자들은 인생의 난관에 압도되기보다 책임을 다하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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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07
baby08
baby10
baby11
baby13
baby27

baby16
baby17
baby28
baby32

Type 2
(n=6)

Type 3
(n=4)

Null case baby05
baby22

baby01
baby02
baby03
baby04
baby06
baby09
baby12
baby14
baby15
baby18
baby19
baby20
baby21
baby23
baby24
baby25
baby26
baby29
baby30
baby31
baby33

Subject
No.

Type 1
(n=21)

Types

-

0.5531
0.7176
-0.5362
0.5187

0.5808
0.5300
-0.5658
-0.3400
0.5653
0.4839

0.7269
0.6777
0.6430
0.6329
0.6658
0.5962
0.6652
0.7275
0.5167
0.5289
0.6723
0.8039
0.6143
0.6920
0.4385
0.4165
0.6182
0.4675
0.7739
0.7571
0.7362

Factor
weights

55
60

55
57
57
54

55
57
59
53
58
59

56
57
54
60
54
55
55
52
58
60
60
59
52
56
57
56
60
55
56
56
59

Age

College
High school

High school
College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school
College
Graduate school
College
Graduate school
College

Graduate school
College
Graduate school
College
College
College
College
College
High school
High school
College
College
Graduate school
High school
College
College
High school
High school
High school
College
Hight school

Education

Married
Married

Divorce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y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actor Weights by Types

Profession
Line worker

Line worker
Line worker
Inoccupation
Self-employment

Service
Self-employment
Inoccupation
Self-employment
Profession
Engineer

Profession
Self-employment
Profession
Official
White collar
Self-employment
Official
Self-employment
Official
Engineer
Profession
Profession
Profession
White collar
Official
White collar
Engineer
Line worker
White collar
White collar
Line worker

Occupation

Averag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Satisfaction
Average
Dissatisfaction

Average
Average
Average
Average
Average
Satisfaction

Satisfaction
Average
Satisfaction
Great satisfaction
Great satisfaction
Satisfaction
Satisfaction
Satisfaction
Satisfaction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Averag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Great satisfaction
Satisfaction
Average
Satisfaction
Satisfaction
Average
Satisfaction

Satisfaction of
occupation

≥600
＜200

＜200
≥400
≥200
≥300

≥200
≥400
＜200
≥200
≥500
≥200

≥600
≥200
≥500
≥600
≥200
≥300
≥400
≥300
≥300
＜200
≥200
≥300
≥400
≥400
≥400
≥400
≥200
≥600
≥500
≥400
≥400

Yes
None

None
Yes
None
None

None
None
Yes
None
Yes
None

Yes
Yes
Yes
Yes
Yes
None
None
None
Yes
Yes
Yes
Yes
Yes
None
None
Yes
None
None
Yes
Yes
Yes

Monthly
Religion
incom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Child

Ambivalent
Want

Ambivalent
Want
Ambivalent
Ambivalent

Want
Unwilling
Ambivalent
Ambivalent
Want
Want

Want
Want
Want
Want
Want
Want
Ambivalent
Ambivalent
Want
Want
Want
Ambivalent
Want
Want
Want
Unwilling
Unwilling
Unwilling
Unwilling
Ambivalent
Unwilling

No
No

Suicide attempt
No
Suicidal ideation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Psychological suicidal ideation
education
suicide attempt

(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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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Z-score for Each Statements
Z-score
Q-Statements
1 The pain will go away and feel comfortable if I commit suicide.

Type 1
(n=21)

Type 2
(n=6)

Type 3
(n=4)

-1.45

1.89

-0.35

2 I feel like committing suicide, if I am sick and burdened on my children.

-0.63

1.83

0.80

3 One of the biggest reasons to consider suicide is financial problems.

-0.99

-1.08

1.08

4 I'd like to commit suicide if my children blame me on their failure.

-0.82

0.26

1.11

5 I feel like killing myself if I am demoted or advised to resign because of the unfair personnel
evaluation.

-0.42

-0.55

0.68

6 Those who don't have dreams tend to commit suicide easily.

0.71

-1.35

0.39

7 A man can't express his distress because of his own pride.

0.15

-1.69

0.56

8 We can reduce marital conflicts when we praise spouses for hard work.

1.04

0.40

0.97

9 I want to kill myself when my spouse blame me because of my present problems even though
I did well in the past.

-0.87

-1.69

0.97

10 I feel like committing suicide to take my revenge when I feel betrayed by my spouse.

-1.02

-0.93

-0.11

11 Suicide is the way to express difficult circumstances.

-1.08

0.95

-0.95

12 The risk of suicide will be increased when we feel lonely if we don't often see relatives or
neighbors.

-0.08

-0.69

-0.12

13 I consider committing suicide, when I can't respond to my spouse's demand because of sexual
dysfunction.

-1.25

-0.54

-0.78

14 Those who grew up in poverty have less suicidal thought because they have strong mentalities.

0.10

-1.03

-0.81

15 Those who have strong responsibilities will not commit suicide leaving their family behind.

1.27

-0.50

-0.02

16 It prevents me from suiciding not to stay down but bounce back up like a role poly toy
(ottugi) even if I fail.

1.42

0.23

0.54

17 Giving up my life is the most undutiful thing to my parents.

0.80

1.54

0.28

18 The intervention of the mental health specialist will be helpful for those who are in suicidal
crisis.

1.11

1.49

0.820

19 It will be a big help to say hello over the phone everyday for those who think of suicide.

0.43

1.61

-0.65

20 When confronted a difficult situation, a man should find a solution by himself without
depending upon others.

-0.16

-0.17

-2.18

21 I think less about suicide if I have a real friend to have a heart-to-heart conversation with.

1.49

0.55

1.59

22 Men will not suicide if the traditional ideal male images haven't changed.

-0.51

-2.08

-1.10

23 Psychological support services of the public health centers will prevent people from
committing suicide.

0.47

0.32

-0.39

24 The risk of suicide will be reduced if we can have a job after our retirements.

1.33

-0.05

0.01

25 I would rather kill myself than live in adversity.

-2.14

0.64

-0.40

26 I think that people wouldn't kill themselves if it weren't that bad.

0.11

-0.38

0.12

27 It is our social responsibility to increase the rate of suicide.

0.29

-0.27

0.39

28 Suicide is wrong no matter how hard we are.

0.84

0.48

1.85

29 I had better live majestically than suicide no matter how unfair my present situation is.

1.27

0.01

1.44

30 Those who try to suicide want to live and die at the same time.

-0.24

-0.62

0.64

31 I had better live at the risk of my life instead of having the courage to die.

1.17

0.55

-1.91

32 People aren't concerned about them until they commit suicide.

-0.10

0.66

-1.35

33 We can't think of suicide as a wrong choice because it is just a personal thing.

-1.50

0.06

-1.34

34 Religious beliefs can stop us committing suicide.

0.76

-0.03

-1.49

35 It's better to commit suicide than to die in solitude.

-1.47

0.17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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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세대 남성의 자살에 대한 태도(Q방법론 연구)

도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내적인 힘을 중요시 하며

제2유형의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를 보인 7번 대상자의 면담

어떤 이유에서든 자살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

내용을 살펴보면 ‘생명은 소중하지만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여 ‘자살반대-자기극복형’으로 명명하였다.

없고 절망스러운 인생의 고통 속에 있다면 자살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하였으며, 11번 대상자는 ‘본인의 삶

2) 제2유형: 자살에 대한 양가감정-부담 인식형

은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므로 자살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실행

제2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모두 6명으로, 50%가 대학졸

될 수 있다 본다’고 하였다. 그 외 대상자들은 ‘남자가 모든 것을

업자, 50%가 대학원 졸업자로 높은 학력 수준을 보인다. 월 소

떠안아야 하는 전통적인 남성 역할은 부담이 크다’, ‘자신에게

득은 200만원 이상이 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높은 학력 수준

당면한 문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어쩔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는

에 비해 비교적 높지 않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 직업은 자영업

부분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기 전에 죽음을 선택할 수 있

이 33.2%로 가장 많았고 은퇴 후 무직이 16.7%였으며 직업만

다’, ‘자살 시도자 마음의 이면에는 살고 싶은 강한 열망도 있

족도는 83.3%가 보통 수준이었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66.7%

다,’ ‘전문가의 도움이 자살을 예방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였고, 대상자의 100%가 배우자가 있었으며 50%가 대처교육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유형의 대상자들은 자살

을 원하였다(Table 2).

이 주는 폐단을 인정하면서도 삶에 대한 부담이 개인을 힘들게

본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자살하면 편안하고 고통이 없

한다면 자살도 하나의 삶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양가적인 태도

어질 것(Z=1.89)’, ‘아파서 자식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되면 자

를 보이며 심리적 고충에 대해 도움받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살생각이 들 것(Z=1.83)’이라는 것, ‘잦은 안부전화는 자살생

‘자살에 대한 양가감정-부담인식형’으로 명명하였다.

각이 있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것(Z=1.61)’이며, ‘자신의 생
명을 끊는 것은 부모에 대한 불효(Z=1.54)’, ‘정신건강 관련 전

3) 제3유형: 자살반대-사회적 지지 추구형

문가의 도움은 자살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제3유형 분류된 대상자는 모두 4명으로, 고졸이 50%, 대졸

(Z=1.49)’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전통세대 남성상이 유지된

이 50%였다. 월소득은 최저 200만원 미만에서 최고 400만원

다면 자살하지 않을 것(Z=-2.08)’, ‘남자는 자존심 때문에 자신

이상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직업은 생산노무

의 고통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Z=-1.69)’, ‘배우자로부터 과

직이 50%로 가장 많았고, 무직이 25%로 1명 포함되어 있었다.

거의 잘한 점 보다 현재 문제로만 비난을 받을 때 죽고 싶다

직업만족도는 대체로 불만족 50%로 가장 많았다. 75%가 배우

(Z=-1.69)’,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자가 있었으며, 이혼 및 별거가 25%로 1명 있었다. 종교는 75%

(Z=-1.35)’, ‘경제적인 문제가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가장 큰 이

가 없었으며, 75%가 대처 교육은 필요 여부에 보통을 나타내었

유(Z=-1.08)’,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정신력이 강해 자

다. 또한 직접적인 자살을 시도한 대상자 1명, 자살사고를 경험

살생각을 적게 한다(Z=-1.03)’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 대상자 1명이 본 유형에 속해있다(Table 2).

제2유형이 특히 다른 유형과 큰 차이를 보이는 진술문 중 동

본 유형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은 나쁘다(Z=1.85)’, ‘터놓

의한 항목을 살펴보면 ‘자살하면 편안하고 고통이 없어질 것이

고 이야기할 친구가 있다면 자살생각이 줄어 들 것(Z=1.59)’,

다(Z=1.89)’, ‘아파서 자식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되면 자살생각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자살보다는 당당하게 사는 것이 이

이 들 것이다(Z=1.83)’, ‘잦은 안부전화는 자살생각이 있는 사

기는 것이다(Z=1.44)’, ‘자녀가 실패하면서 부모를 원망할 경

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것(Z=1.61)’,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

우 자살 생각이 들 것(Z=1.11)’, ‘경제적인 문제가 자살을 생각

은 부모에 대한 불효이다(Z=1.54)’, ‘자살은 힘든 상황을 표현

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Z=1.08)’라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

하는 방법이다(Z=0.95) 순이었다. 반면 반대한 진술문은 ‘전통

나 ‘남자라면 힘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세대 남성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Z=-2.18)’ ‘죽을 용기가 있

(Z=-2.08)’, ‘남자는 자존심 문제로 자신의 고통을 말로 표현하

으면 그 용기로 사는 것이 낫다(Z=-1.91)’, ‘신앙이 있다면 자살

지 못한다(Z=-1.69)’, ‘배우자로부터 과거의 잘한 점보다 현재

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Z=-1.49)’, ‘누구든 자살을 시도하기 전

의 문제로만 비난을 받을 때 죽고 싶다(Z=-1.69)’, ‘꿈이 없는 사

에는 그 주위 사람들은 관심을 주지 않는다(Z=-1.35)’, ‘자살은

람은 죽음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Z=-1.35)’, ‘가난한 환경에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이니 나쁘다고 볼 수 없다(Z=-1.34)’, ‘전

서 자란 사람은 정신력이 강해 자살생각을 적게 한다(Z=-1.03)’

통세대 남성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자살하지 않을 것(Z

순이었다(Table 4).

값=-1.10)’에 반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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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tems of Each Type are Z-score Greater or Less than Others
Types

No

Q-Statements

Type 1:
Opposition to
suicide-selfovercoming type

16

It prevents me from suiciding not to stay down but bounce back up like a
role poly toy (ottugi) even if I fail.
The risk of suicide will be reduced if we can have a job after our retirements.
Those who have strong responsibilities will not commit suicide leaving
their family.
I had better live at the risk of my life instead of having the courage to die.
The intervention of the mental health specialist will be helpful for those
who are in suicidal crisis.
I would rather kill myself than wrestle against adversity.
It's better to commit suicide than to die in solitude.
The pain will go away and I would feel comfortable if I commit suicide.
Suicide is the way to express difficult circumstances.
I feel like committing suicide to take my revenge when I feel betrayed by
my spouse.

24
15
31
18
25
35
1
11
10

Type 2:
Ambivalence
toward
suicide-burden
recognition type

1
2
19
17
11
22
7
9
6
14

Type 3:
Opposition to
suicide-Social
support-seeking
type

28
4
3
9
20
31
34
32
22

(N=33)
Q-sort
value

Difference

1.42*

4

1.19

1.32*
1.26*

3
3

1.38
1.77

1.17*
1.11*

2
2

3.07
0.29

-2.14*
-1.47*
-1.45*
-1.08*
-1.02*

-4
-3
-3
-2
-2

-2.79
-1.64
-3.34
-2.03
-0.91

1.89*
1.83*
1.61*

4
4
3

2.24
1.04
2.26

1.54*
0.95*
-2.08*
-1.69*
-1.69*

3
2
-4
-4
-3

1.27
1.90
-2.03
-2.25
-2.66

-1.35*
-1.03*

-3
-2

-1.74
1.12

1.84*
1.11*
1.08*
0.97*

4
3
3
2

-1.36
-1.93
-2.15
-2.66

-2.18*

-4

2.02

-1.91*
-1.49*
-1.35*
-1.10*

-4
-3
-3
-2

3.07
2.25
2.01
-0.93

Z-score

The pain will go away and I would feel comfortable if I commit suicide.
I feel like committing suicide, if my child have a burden about my illness.
It will be a big help to say hello over the phone everyday for those who
think of suicide.
Giving up my life is the most undutiful thing to my parents.
Suicide is the way to express difficult circumstances.
Men will not suicide if the traditional ideal male images haven't changed.
A man can't express his distress because of his self-esteem issues.
I want to kill myself when my spouse blame me because of my present
problems even though I did well in the past.
Those who don't have dreams tend to commit suicide easily.
Those who grew up in poverty have less suicidal thought because they have
strong mentalities.
Suicide is wrong no matter how difficult the situation is.
I'd like to commit suicide if my children blame me on their failure.
The first reasons to consider suicide is financial problems.
I want to kill myself when my spouse blame me because of my present
problems even though I did well in the past.
When confronted a difficult situation, a man should find a solution by
himself without depending upon others.
I had better live at the risk of my life instead of having the courage to die.
Religious beliefs can stop us committing suicide.
People aren't concerned about them until they commit suicide.
Men will not suicide if the traditional ideal male images haven't changed.

Asterisk (*) Indicates Significance at p＜.01.

제3유형이 특히 다른 유형과 큰 차이를 보이는 진술문 중 동

-1.91)’, ‘신앙이 있다면 자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Z=-1.49)’,

의한 항목을 살펴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은 나쁘다(Z=

‘누구든지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는 그 주위사람들은 관심을 주

1.84)’, ‘자녀가 실패하면서 부모를 원망할 경우 자살생각이 들

지 않는다(Z=-1.35)’, ‘전통세대 남성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이다(Z=1.11)’, ‘경제적인 문제가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가장

다면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Z=-1.10)’ 순이었다(Table 3).

큰 이유이다(Z=1.08)’ ‘배우자로부터 과거의 잘한 점 보다 현재

제3유형의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를 보인 17번 대상자의 면

의 문제로만 비난을 받을 때 죽고 싶다(Z=0.97)’ 순이었다. 또한

담내용을 살펴보면 ‘죽고 싶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반대한 진술문을 살펴보면 ‘남자라면 힘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살을 단순히 삶에 대한 용기의 부족으로 치부해 버릴 수는 없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다. 그러나 자살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며 남아 있는

(Z=-2.18)’,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사는 것이 낫다(Z=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사는 것이 정답이고 버티어야 한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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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들수록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필요하고 혼자라는

뒷받침해 준다. 이들이 강조하는 내적인 힘의 배경에는 경험한

느낌이 들지 않게 서로 지켜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16번 대

사회, 문화적 배경이 많이 맞닿아 있다고 사료된다. 베이비붐

상자는 ‘정말 힘들 때는 자살을 꿈꾸게 되긴 하지만, 옛날 아버

세대 남성은 6.25 전쟁 종전 직후 출생하여 허기진 배를 물로 채

지들 경우도 지금처럼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결국 가족을

우거나 보리죽,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생존에 기본이 되는 의식

중심으로 힘을 내어 잘 살아내셨다. 자살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

주가 매우 귀하던 유년 시절을 경험하였다[16]. 자신의 힘을 통

만 둔다면 정말 자살공화국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외 직

해 살 길을 개척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이들이 할 수

접적인 자살의 경험이 있는 16번 대상자는 ‘20년 넘게 열심히

있는 최고의 대처였다[3,16,17]. 따라서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

살았는데 집사람이 아들과 짜고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

고자 노력하는 적극적인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습득되어, 포

하며 버리고 나갔으며, 그 분노를 견딜 수 없었다’하였고, 28번

기하지 않는 근성만 있으면 살지 못하는 이유란 없다는 삶의 태

대상자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는

도를 보이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빈곤 속에 유년시

데, 자녀들까지 나를 원망할 때는 자살하고 싶었다’고 하였다.

절을 보냈으나 적은 빈부격차로 상대적 박탈감을 적게 경험하

따라서 ‘자살반대-사회적 지지 추구형’ 들은 관계적, 물질적 위

였고, 생계활동에 뛰어든 1970년 중반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

기를 자신의 내적인 힘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제1유형과는 달

제적 성장이 이루어지던 시기로[1,16], 자신의 의지가 쉽게 좌

리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 즉 대인관계나 물질적 지

절되지 않고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점 또한 노력을 중요시 하

지 등을 중요시 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자살을 할 수 밖에 없는

는 이들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

개인의 힘든 사정을 이해하고 공감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궁극

고 제1유형의 대상자들은 대처전략을 배우고자 하는 의사가

적으로 자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자살에 대해 허용

나머지 유형에 비해 더 높았다. 이는 좋은 노년을 목표로 긍정

적인 태도를 보이는 제2유형과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제3유형

적 대처를 하고자 하는 개방적 태도의 한 모습으로 해석될 수

을 ‘자살반대-사회적 지지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있으며 목표추구의 지속성이 중년남성의 안녕감을 가장 높게
예측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함께 한다[18]. 하지만 이 유형들

논

의

이 자살에 대한 어떠한 상황적 이유도 용납하지 않는 강경한 태
도를 보이는 것을 미루어 예측할 수 있듯이 자신이 처한 환경을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베이비붐세대 남성의 자살

독립, 통제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힘이 큰 대상들은 타인의 심

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를 유형화하고 그 유형별 특성과 구조를

리적 취약성에 대한 공감적 지지와 배려가 미흡할 경향[19]이

파악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

있을 수 있다.

하고자 시도하였다.

따라서 제1유형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이미 그들이 가진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의 자살에 대한 태도는 3개의 유형이

내적인 강점을 더욱 지지하되 타인의 정서적 요구에 대한 민감

발견되었으며 ‘자살반대-자기극복형’, ‘자살에 대한 양가감정-

성과 공감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수용적인 효율적 의사소통

부담 인식형’, ‘자살반대-사회적 지지 추구형’이었다. 제1유형

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만족할 만큼의 급여

은 ‘자살반대-자기극복형’으로 인생의 난관에 압도되기보다

가 아닐지라도 새로운 일을 발견하고 그에 만족할 수 있도록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내적

재능기부, 자원봉사 및 고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인 힘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 자살은 정당화될

것이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또한 연구대상들이 가장 많이 속한

제2유형은 ‘자살에 대한 양가감정-부담 인식형’으로 자살이

유형으로 전문직과 관리직의 분포가 가장 많고, 월평균 수입과

주는 폐단을 인정하지만 정말 힘든 상황에서는 자살도 하나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3개 유형 중 자살의

삶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전통

위험이 가장 적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적 남성상에 대한 부담을 표현하고 가족이나 타인에게 부담스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자기 주도적 대처 방

러운 존재로 전락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들 또

식이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며[13,14], 개인의 탄력성과 대처

한 실제적이고 지지적인 정신건강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유연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는 태도를 보였다.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은 21세기 젊은 남성들

[15]. 이는 은퇴 후에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오뚜기 근성을

과는 확연히 다른 전통적 성역할을 습득함으로써[16,20] 남성

중요히 여기는 제1유형의 삶의 태도와 일반적 특성의 보고를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신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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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강하다[20,21]. 일부 선행

중재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 이들이 가

연구들은 이들이 경험하는 성역할 스트레스가 단순한 개인의

진 전문적 도움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

심리적 고통을 넘어서 사회 및 가족 관계에 긴장을 유발하고 우

회 자원들을 제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

울감을 증가시켜 심리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시한다

도록 하며 은퇴 전 활용되었던 직업적 능력이나 그 외 재능들을

[20-22]. 그동안 베이비붐세대 남성은 IMF외환위기, 글로벌 금

환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줌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여 삶

융위기 등의 큰 경제적 여파를 온몸으로 견뎌왔다[16]. 따라서

의 의미를 재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가진 이들 삶의 긴장도와 피로가 심하게 누

세 번째 유형은 ‘자살반대-사회적 지지 추구형’으로써 자살

적되었지만 이를 위로받기가 힘든 경향이 있었다[23]. 더욱이

을 할 수 밖에 없는 개인의 힘든 사정을 이해하고 공감적인 반

현재 맞이한 초유의 청년실업 사태는 노후준비보다 독립하지

응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자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

못한 자녀나 병든 노부모의 부양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며, 서서

으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대인관계나 물질적 지지를 중요히

히 나타나는 질병 또한 큰 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다[2,16]. 이러

여긴다.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은 직업을 통한 사회적 대인관계

한 현실들은 부모에 대한 효를 중시하여 책임을 다했지만 정작

를 우위에 둠으로 인해 은퇴 후 사회적 관계의 감소가 대인관계

자녀에게 의지할 수 없는 고달픈 샌드위치 세대[16,20]의 특징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 유형은 가족이나 친구의 지지를

을 대변해주기도 한다. 특히 본 유형은 배우자의 비난보다 자

추구하는 태도로 전환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신의 존재가 자녀에게 부담으로 비춰지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이들이 다른 유형과 달리 매우 동의한 진술문 또한 심리적 교류

있다. 이들에게 있어 자녀의 존재는 살가운 감정의 표현은 못

가 가능한 친구의 중요성과 부인이나 자녀의 비난이었던 것으

해도 고된 노동을 견디는 삶의 이유이자 목적으로, 경험한 가난

로 보아 관계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시 심리적 위기감을 경험

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자녀의 윤택한 삶과 교육에 많은 희생과

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3번의 자살시도를 한 16번 대

노력을 기울였다[3,16,20,23]. 또한 기존 노년 세대와는 달리 더

상자와 28번 대상자는 집안의 경제문제와 동시에 배우자와 자

높은 교육적, 사회적 기회를 경험한 세대로서 당당하고 지지적

녀에게 비난을 받고 버림받는 듯한 상황 속에서 자살사고를 경

인 부모로 나이 들어가길 원하고 이를 위해 스스로 자신의 건강

험했다고 하였다. 그 외 동세대 남성의 삶에 대한 연구에서도

과 경제력을 책임지는 노년을 맞이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심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취미생활에 집중하거나 허세 부리

[3,16]. 따라서 자식들이나 타인에게 짐이 되는 부담스러운 존

기로 위신을 세워보려 하였으나 결국 혼자 남았을 때 외로움,

재로 전락하는 것은 이들이 그간 지켜 온 가장으로서 위치와 자

허탈감, 우울감 등으로 마음을 공유할 상대의 필요성을 느끼는

존감이 손상된다고 생각함으로써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이처럼 남성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질

방법으로 자살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이 유형이 자

적으로 만족되는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이로 인한 정서적

살에 대해 매우 수용적인 반응을 보이는 점에서 3가지 유형 중

만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24], 대인관계의 만족도가 중

가장 높은 자살의 위험을 가진다고 여겨진다.

년남성의 우울과 자살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라는 선행연구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자존심을 중요히 여겨 자신의 고통

[2,8]도 본 유형의 태도에 유사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을 표현하지 않는 베이비붐세대 남성의 특성을 강하게 반대하

심리적 지지에 대한 가족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기존 연구

며 전문적 중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효과에 대한 신뢰적인

[2,14,15]와는 달리 진솔한 친구의 존재가 자살을 낮출 것이라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조사를 보면 베이비붐세대

는 것에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다. 이는 친구 관계가 책임의 부

남성들이 희망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조사에서도 심리

담이 덜하고 가족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어 위

적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 관리에 대한 요구를 가진 경우가

로를 받고 유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5.9%로 적지 않았다[1]. 상기 선행연구결과는 남성다움에 대

과거와 달리 가족의 심리적 지지 기반 부족으로 인한 정서적 단

한 전통 사회 훈습에 의한 결과로 여겨지며, 이러한 결과들이

절이 별거, 황혼 이혼 등의 가정의 해체로 이어지는 최근의 경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욕구의 부재로

향[25]을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젊은 시절 최선을 다

인식되기보다 소통의 방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이해

해 살아온 삶이 인정과 이해받지 못함을 느낄 때 마음을 터놓을

와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수 있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친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따라서 제2유형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자살도 문제를 해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소[26]라는 것이 제시된 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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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히 여기는 현실적 지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대처방안을 안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며 자신

연계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여 삶의 의미를 재인식할 수 있는 프로

따라서 제3유형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대인관계 갈등을

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제3유형은 대인

해결하기 위한 기술 향상에 초점을 두는 예방적 중재가 필요할

관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향상에 초점을 두는 예방적 중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립을 예방하기

재로써 가족상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및 다양한 인적자원

위해 가족상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하거나

커뮤니티 활용 및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 활동할 수 있는 예방

가족 외에도 정서적 지지와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적 활동들을 개발할 수 있기를 제언한다.

양한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둘째, 베이비붐세대의 공식적인 은퇴가 종료된 시점에서 현

한 제3유형이 대인관계 지지가 자살사고의 큰 보호 요인이 될

재까지 일을 유지하고 있는 군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군의 자살

수 있다고 여기며 자살에 대한 개인들의 사정에 이해와 공감적

에 대한 태도를 비교 연구해 보기를 제언한다.

인 반응을 가지는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가가 아니어도 활동이
가능한 자살예방 초기 중재자인 게이트키퍼로 훈련시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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