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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ZZ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anner by which social anxiety
symptoms, self-esteem, and depression influence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MethodsZZThis study involved 1320 middle school students. All participants completed several
self-assessment questionnaires.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were assessed,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and suicidal
ideation. Finally,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o determine the pathways by which the
tested variables can influence suicidal ideation.
ResultsZZSymptoms of social anxiety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ut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Additionall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social anxiety symptoms, depression, and self-esteem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The influence of social anxiety symptoms on suicidal ideation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depression, whereas self-esteem acted as an intermediary between social
anxiety symptoms and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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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ZZ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 that social anxiety symptoms can
directly increase depression and lower self-esteem, which in turn can increase the risk of suicidal
ideation. Thus, it may be possible to prevent depression and ultimately lower the risk of suicide
in adolescents by pursuing programs designed for the early detection of social anxiety symptoms and by using intervention programs that improve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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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 중 1위를 차지하여 과거에 가장 빈번한 사망 원인이었던
교통사고를 앞질렀고, 10명 중 1명(11.2%)이 지난 1년 동안 한

우리나라의 자살에 의한 Organization for Economic Co-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할 정도

operation and Development(이하 OECD) 기준 연령표준화

로 청소년의 자살 문제는 심각하다.2) 자살은 상황 발생 후의

사망률은 2002년 22.7명(인구 10만 명당)에서 2012년에는

치료적 개입이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후 대책 마련보

1)

29.1명으로 28.2%가 증가되었다. 이 기간에 대부분의 OECD

다는 예측된 자살 위험요인 조절과 관련한 사전 예방이 무

국가에서는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

엇보다도 중요하다.3)

는 오히려 증가하여 국가적으로 그 심각성을 알고 예방대책

청소년 자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인자의 파악

을 세워 왔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자살이 사망 원

과 위험군에 대한 체계적 개입이 중요하다. 그간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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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울과 불안 증

영향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불안장애에 대한 조기

상을 포함한 정신질환, 부정적인 삶의 경험, 가정환경, 물질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남용, 학업 및 친구 스트레스 등이 청소년의 자살충동을 높

방

이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졌고, 가족 응집력, 종교, 각종 치료

법

적 중재,4) 높은 자존감, 부모 및 교사의 지지 등은 청소년 자
살에 대한 보호요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5-7)

대 상

사회불안장애는 심각한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높은 유병
8)

률을 보이는 질환으로,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되는 우울증을
9)

연구 대상자는 우리나라 두 개 도시의 3개 중학교(남녀공학
2, 남자중학교 1)에 재학 중인 중학생 1356명이었다. 자기보

흔히 동반한다. 1982년 신경정신과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고식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문항이

시행한 우리나라 연구에 따르면 사회불안장애 환자의 32.4%

누락되거나 무성의하게 답변한 36명(2.7%)의 자료를 제외하

에서 자살 생각의 경험이 있었고 14.1%에서 실제로 자살을

고 1320명(남자 : 972명, 여자 : 348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

시도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Gallagher 등10)의 연구

되었다.

에서도 사회불안장애는 자살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
고한 바 있다. 이러한 사회불안장애는 대개 12~13세경, 소아
11,12)

청소년기에 조기 발병하며,

도 구

성년기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장해를 일으키고 완전 관해는 드물어서 악화와 호전을 반복
13-16)

하며 성인기의 삶에 영향을 준다.

이는 청소년기의 사회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Korean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K-SAS-CA)

불안이 단순하고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문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기의 사회불안장애는 학

Beidel 등33)이 개발한 아동용 사회공포증 및 불안 척도(Social

업 성취도를 낮추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며, 교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및 La Greca

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17-19) 정서적으로 과민한 경향을

와 Stone34)이 개발한 개정판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Social

보이며, 기분부전증, 고독감 등이 높고,20) 등교 거부, 우울증,

Anxiety Scale for Adolescent)를 토대로 구성되었으며,

신체화 장애, 약물 남용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Moon과 Oh35)가 한국판으로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총 40문

높다고 하였다.21,22) 이렇듯 사회불안장애는 청소년을 사회적

항으로 구성되었고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합

으로 위축되게 만들고,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 어렵게 만들

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다. 이 척도의 Cronbach’s

23)

어

청소년기의 필수적인 발달을 저해하게 되고, 나아가 사

α는 0.95였다.

10)

회적 고립과 무망감, 자살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기존중감은 우울 및 불안과 관계되는 요인으로 보고되
어 왔다. 자기존중감은 심리적, 행동적 적응과 관련되는 요
인으로서, 낮은 자기존중감은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직접
24,25)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이

자기존중감이

하 CES-D)는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20문항으로 구성

낮은 청소년은 추후에 우울 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

되어 있다. 척도의 문항은 이전에 타당화가 검증된 다른 우

26)

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의 자살 생각

울 척도들 가운데서 선발되었으며, 척도의 실시는 면접식 혹

을 완충할 수 있는 주요 보호요인으로 자기존중감을 제시하

은 자기보고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실시 소요 시간은 약 5분

27-31)

고 있다.

정도이며,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태에 대해 4점 척도(0~3점)

이렇듯 청소년기의 발달에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장

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Cho와 Kim36)

기적인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청소년기뿐 아니라 성

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의 Cronbach’s α는

인기의 자살32)과도 관련성이 높은 사회불안장애와 자살 생각

0.90이었다.

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 자기존중감에 대해서 중학생 시기
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레이놀드 자살생각 척도(Reynold Suicidal Ideation

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였다. 이에 사회불안

Questionnaire, RSIQ)

장애의 호발 연령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살 생각과 사회불

Reynold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이하 RSIQ)는

안, 자기존중감 및 우울을 평가하여 이 시기의 자살 생각 및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하지는 않지만 자살 생각을 보인다는
www.jkn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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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로부터 제작된 척도로 자살 생각을 측정하는 30문항으
37)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Shin 이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χ2(chi-square), 기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초 부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이하 GFI), 표준 적합지

“전혀 생각한 적 없다”(0점)에서 “거의 매일 생각한다”(6점)

수(normed fit index, 이하 NFI), 비 표준 적합지수(non-

까지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normed fit index 또는 Tucker-Lewis index, 이하 TLI), 비

0~180점이다. 62~76점은 또래집단에 비해 자살 생각을 많이

교 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이하 CFI), 간명 적합지

한다는 것을, 77~90점은 상당히 많이 한다는 것을, 91점 이

수(par-simonious fit index)인 근사오차 평균제곱의 제곱근

상은 매우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이하 RMSEA)

α는 0.97이었다.

등으로 평가 하였다. GFI, NFI, TLI, CFI가 모두 0.90 이상
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RMSEA

한국어판 로젠버그 자기존중감 척도(Korean version of the

는 0.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05에서 0.08이면 양호한 적

Rosenberg Self-Esteem Scale, K-RSES)

합도, 0.10 이상이면 부적합한 적합도로 간주하였다.39,40)

Korean version of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이

결

하 K-RSES)은 자기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총

과

10문항이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
수분포는 최저 10점에서 40점까지이다. 이 척도는 5개의 긍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정적 문항과 5개의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적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14.89(±0.67)세였으며, 남학생(972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계산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존

명 : 73.6%)이 여학생(348명 : 26.4%)보다 더 많았다. 학년은

38)

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Bae 등 이 번안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1320)

하여 표준화한 한국어판을 사용하였고, Cronbach’s α는 0.90
이었다.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내용, 그리고 절차

Variables

n (%)

Sex
Male

972 (73.6)

Female

348 (26.4)

Grade
1st (12 years)

144 (10.9)

에 대해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았다. 이후 법적 보호자들

2nd (13 years)

976 (73.9)

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연구에 대해 설명한 다음 연구 참

3rd (14 years)

200 (15.2)

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고, 동의 시에는 자기보고식 설
문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을지대학교병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
(EMC 2014-07-009-001).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이하 SPSS) 14.0(SPSS Inc., Chicago, IL, USA)
과 AMOS 7.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모든 통계치의 유의도는 p＜0.05 수준에서 검증되
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는
데는 t-test와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성은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평가하였고, 자살
생각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들의 상호 영향을 통제하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불안, 자기존

Sibling number (n=1288)
1

176 (13.7)

2

705 (54.7)

≥3

407 (31.6)

School record
Good

495 (37.5)

Fair

437 (33.1)

Poor

388 (29.4)

Socioeconomic status (n=1308)
High

388 (29.7)

Middle

779 (59.5)

Low

141 (10.8)

Academic background (father)
≥University

653 (57.5)

High school

442 (38.9)

≤Middle school

041 (3.6)

Academic background (mother)
≥University

580 (50.9)

중감, 우울과 자살 생각 간의 관계를 동시에 설명하고 각 변

High school

525 (46.1)

수들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하는지를 검증하기

≤Middle school

03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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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s (SDs) and correlations of measured variables (n=1320)
Mean±SD

RSIQ

RSIQ

Variables

10.9±20.9

1

K-SAS-CA

K-SAS-CA

60.2±23.5

-0.451*

1

CES-D

11.5±7.90

-0.574*

-0.560*

K-RSES

31.8±5.40

-0.504*

-0.435*

CES-D

K-RSES

1
1

-0.647*

* : p＜0.01. RSIQ : Reynold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K-SAS-CA : Korean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ES-D :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K-RSES : Korean version of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suicidal ideation
(n=1320)
Predictor

B

β

t

p

구와 본 연구의 상관성 분석의 결과에 근거하여 그림 1과 같
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 모형에서 설명변수인 사회
불안은 자기존중감과 우울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자기존중감

K-SAS-CA

0.15

0.17

6.29

＜0.001

CES-D

0.92

0.35

11.12

＜0.001

은 우울에 직접 영향을 주며, 우울은 반응변수인 자살 생각

-0.80

-0.21

-7.22

＜0.001

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 모형과

K-RSES

R2=0.378, adjusted R2=0.377, F=266.75, p＜0.001
K-SAS-CA : Korean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ES-D :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K-RSES : Korean version of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경쟁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 비교하여 경험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면서도 간명한 최적의 모형인 연구 모형을 선택하여
검증하였다. 경쟁 모형은 사회불안이 자살 생각에 직접 영향
을 주면서 자기존중감과 우울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많았다(976명 : 73.9%). 형제 수는 2명

을 주고, 자기존중감은 직접 자살 생각에 영향을 주면서 우

인 경우(705명 : 54.7%)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가

울을 매개하여 자살 생각에 영향을 주며, 우울은 직접 자살

정경제 수준은 보통인 경우(779명 : 59.6%)가 가장 많은 비율

생각에 영향을 주는 구조모형이었다.

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업 수준은 대학교 이상이 부(653명 :

본 연구 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적합도 검증 결과 χ2=

57.5%), 모(580명 : 50.9%) 모두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99.847, df=2, GFI=0.965, NFI=0.946, TLI=0.841, CFI=0.947,

했다(표 1).

RMSEA=0.193으로 나타났다. RMSEA는 나쁜 적합도를 보

사회불안의 평균 점수는 60.2±23.5점, 자기존중감의 평균

이나 CFI가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면 RMSEA는 작은 변수

점수는 31.8±5.4점, 우울의 평균 점수는 11.5±7.9점, 자살

의 영향을 받는 것임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모형의 적합

생각의 평균 점수는 10.9±20.9점이었다(표 2).

도는 CFI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40)는 근거에 따
라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회불안, 자기존중감, 우울, 자살 생각의 상관관계

사회불안이 자기존중감을 설명하는 설명력(R2)은 19%이

사회불안과 자기존중감, 우울, 그리고 자살 생각의 관계에

고, 우울을 설명하는 설명력(R2)은 51%이며, 사회불안과 자기

대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

존중감, 우울이 자살 생각을 설명하는 설명력(R2)은 33%였

된 변수들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2). 자살

다(그림 1). 사회불안이 자기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과 관련된 요인들 중 우울(r=0.574, p＜0.01)과 사회불

분석한 결과, 사회불안은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주며(β=-0.435,

안(r=0.451, p＜0.01)은 양의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존중감은

p＜0.001), 우울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β=0.344, p＜

음의 상관(r=-0.504, p＜0.01)을 보였다. 대상자의 자살 생각

0.001),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은 낮아지며, 우울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다

은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기존중감이 우울에 미치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불안, 자기존중감, 우울 모두

는 영향과 우울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우울이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낮을

자기존중감(β=-0.497, p＜0.001)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아지

수록,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자살 생각이 높았으며, 이들 변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울(β=0.574, p＜0.001)이 높을수

수가 자살 생각의 37.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록 자살 생각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 자기존중감, 우울과 자살 생각 간의 구조방정식

구조방정식 모형의 직접·간접 효과

모형

사회불안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자

자살 생각과 관련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잘 설명해

기존중감과 우울을 경유하여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가 모

주는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자살 생각 관련 요인의 선행 연

두 유의하였다. 따라서 자기존중감이 사회불안과 우울을 부
www.jkn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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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19
Self-esteem
-0.43*

-0.50*
R2=0.51

Social anxiety

Depression
0.34*

R2=0.33
Suicidal ideation

0.57*

Fig. 1.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 : p<0.001 (χ2=99.847, df=2, GFI=0.965,
NFI=0.946, TLI=0.841, CFI=0.947, RMSEA=
0.193). GFI : Goodness of fit index, NFI :
Normed fit index, TLI : Tucker Lewis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은 자살 생각에 직접적 영

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자살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

향을 미치면서 다른 간접 효과들의 매개 변수로서도 작용하

에게 자기존중감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학교 현장에서 자

였다(그림 1). 사회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0.560

기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은 자살 생각을

으로 유의하였는데, 이 중 직접 효과는 0.344였고 자기존중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생각되고, 나아

감에 의한 간접 효과는 0.216이었다.

가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우울은 자살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

찰

우울이 높을수록 자살 생각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존 연구들에서도 우울이 높을수록 자살 생각이 증가하며,46)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이 자기존중감과

자살 생각을 갖고 있는 사회불안 환자에서 우울을 조절하는

우울을 매개하여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8)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간에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종합해 보면, 우울과 사회불안이 자살 생각에 밀접한 관련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사회불안은 자기존중감과 우울
에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매

있으며, 특히 우울은 청소년의 자살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
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47)

개 효과가 있었으며, 우울은 자살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본 연구에서 사회불안이 자기존중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치면서 사회불안과 자기존중감을 매개하는 변수로 작용하

19%이고, 우울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51%로서 자기존중감

였다. 이는 청소년기의 사회불안이 자살 생각과 연관된다는

을 높이고 우울을 극복하는 것에 있어 사회불안이 중요한 영

Nelson 등41)의 보고와 일치한다. 또한 Iancu 등42)은 사회불안

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이 낮은 자기존중감 및 자기비판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내재된 사회불안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관리를 통해 자기존

아직 사회불안이 병발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낮은 자기존중

중감을 높이고 우울을 해소하면 자살 생각을 낮추는 데 큰

감을 해소하는 것이 사회불안과 자살 생각을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있어 중요함을 보고하였고, van Tuijl 등43)은 낮은 자기존중

본 연구는 사회불안과 자기존중감과의 관계,48) 사회불안과

감이 사회불안과 우울 모두에서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보고

우울과의 관계,8,9) 우울과 자살 생각과의 관계46,47)를 살펴본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사회불안은 우울에 대한 직접적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다양한

인 효과뿐 아니라 자기존중감을 통한 매개 효과까지 갖는

요인들의 전체적인 관계와 경로를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우울증과 자살 생각을 가진 청소년을

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도 있다.

중재할 때 사회불안뿐 아니라 매개 변인인 자기존중감에 대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와 관련된 제한점이다. 연구

해 충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된다. 더불어 사회불

도구로 사용된 네 가지 척도 중 Korean Social Anxiety Scale

안은 흔히 부끄러움으로 잘못 간주될 수 있으며, 청중 앞에

for Children and Adolescents(이하 K-SAS-CA)를 제외한

서 발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은 일반 인

세 가지 척도는 기본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이

구에서도 흔하게 관찰될 수 있는 증상이라는 이유로 그 심

기 때문에, 연구 대상인 중학생의 심리 상태를 면밀하게 평

44)

각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

가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사회불안과 자살 생각

으로 향후 가정과 학교 현장에서 사회불안을 갖고 있는 청

을 평가하는 척도인 K-SAS-CA 및 RSIQ는 절단점이 없기

소년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

때문에 다른 연구와 유병률을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

45)

다. Hoyer 등 은 인지행동치료적 관점에서 낮은 자기존중

고, 특히 K-SAS-CA는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 및 수정이

감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상을 갖게 하고, 치료의 경과를 악

이루어져 국외 자료와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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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D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및 타

차이를 파악하여 사회불안을 가진 남녀 청소년 중재에 적용

당도, 그리고 우울증 절단점에 대한 연구는 없어서 사용에

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제한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CES-D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존중감을 주요 매개요인으로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척도이며,

보았으나 자살에 미치는 요인은 자기존중감 이외에도 매우

49)

타당도 및 신뢰도를 평가한 Shin 등 의 연구에서도 16세 이상

다양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연구에서도 Gallagher 등10)은

이 연구 집단에 포함되어 있고, 본 연구 집단에서 CES-D의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를 사회불안과 자살 생각 간의 주요

Cronbach’s α는 0.88로 Shin 등49)의 0.80보다는 높고 일반 인

매개요인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가족관계나

36)

구 대상인 Cho와 Kim 의 0.91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이기

폭력 피해 또는 가해 경험 등의 대인관계 요인에 대한 분석

때문에 우울증의 동질적인 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

을 위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나 문항이 단순하고 답변이

타나 사용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누락된 경우가 많아 최종 분석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둘째,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제한점이 있다. 연구 대상

결

의 선정과정이 무작위 확률표본추출방법에 의하지 않았고

론

일부 지역의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 대상자들의 우울증의 유
50)

사회불안과 자살 생각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 우울의 매

병률은 Cho와 Kim 이 한국인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능

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불안이 낮고, 자기존중감이

한’ 우울 증상(‘probable’ depressive symptoms)군을 판별할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낮아지며 따라서 자살 생각도 낮아

51)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고, Cho 등 의 중·고등학생을 대상

질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불

으로 한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기준인 CES-D 16점을 사용

안 증상을 조기에 파악하여 중재함으로써 자기존중감의 저

51)

하였을 때 24.5%로, Cho 등 이 제시한 38.9%보다는 낮지

하를 예방하고, 나아가 우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만,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의 자살 문제는 심각하고 다루기

하여 Sung52)이 제시한 19.9%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다. 또한

어려운 주제이나, 점차 심각해지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

이 기준을 적용한 미국 청소년의 48.1%와 멕시코 청소년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더욱 적극적인 조기개입과 예방이 중요

53)

39.4% 보다 낮은 유병률로 나타나 본 연구 집단의 결과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파악된 청소년 자살 위험

적용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요소들이 향후 학교 교육과 중재, 나아가 청소년의 자살예방

대표성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해 볼 필요가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연구 대상자가 일반 지역사회 중학생이므로 본 연구
에서 도출된 결과를 실제 임상군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중심 단어 : 청소년·사회불안·자기존중감·우울·
자살 생각.

있다. 본 연구는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기개입과 예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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