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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사고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검
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대전, 광주, 그리고 대구지역의 저소득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1:1면접형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
된 자료를 중심으로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연령과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불안과 신체화증상이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는 불안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사고와 관련된 실천
적인 대안과 여성독거노인의 정신건강의 예방차원에서 여성독거노인의 불안과
신체화증상 그리고 자살사고에 대한 정책과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여성독거노인, 자살사고, 불안, 신체화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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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범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
구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0년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이 1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속도로 간다면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38.2%(1천6백16만5천7백57명)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통계청, 2010) 인구고령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도 빠르게 증가하여 2000년 16%(54만
4000명)에서 2012년에는 20%(118만 7000명)을 넘어섰고, 2015년에는 137만
9000명, 2025년에는 224만 8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국민일보, 2013,
10.1). 이 같은 추세라면, 2030년에는 10가구 중 한가구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
가구로 예측할 수 있다.
고령화와 함께 나타난 특성중 하나는 여성노인의 증가이다. Smith(2009)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집단이 55세 이상의 여성집단이라고 했으며,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도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긴 것으로 나타
났다(Sullivan, 2007). 우리나라도 2010년 65세 이상의 인구성비, 즉 여자100
명당 남성인구가 69.2%로 나타났다. 65세 남성의 구성은 8.9%, 여성은 13.0%
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여성독거노인은 남성독거노인보다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독거노인은 남성독거노인보다
교육수준도 낮고 경제적 어려움도 많다. 또한 주관적으로 인지한 건강상태도 나
쁜 편이며, 관절염은 동년배 남성노인에 비해 유병률이 3배 정도 높고, 남성노
인에 비해 3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독거노인에 비해 병원에 치
료를 받으러 가는 비율도 2배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11).
이러한 환경적인 취약성은 여성독거노인들의 심리적 고통감으로 발전할 가능성
을 증가시키고 그만큼 자살사고의 가능성도 증가된다.
우리나라 노인자살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65세에서
74세 연령층의 자살률은 일반인구 자살률의 2.7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서양국
가들의 일반 인구대비 노인인구자살률이 0.7배(뉴질랜드)에서 1.1배(미국)에 달
한다는 보고와도 비교된다(세계보건기구, 2011). 또한 일반노인인구보다 독거노
인이 자살할 가능성이 높고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고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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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수록 자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배진희, 2009). 최근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독거노인의 자살보도나 고독사에 대한
보도는 독거노인의 현실을 반영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이러한 노인의 고독
사나 자살의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국민일보,
2013, 10,1). 독거노인의 경우 병사인지 자살인지 확인 할 수 없는 고독사가 서
울시만 하더라도 지난 한해 600-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연합뉴
스, 2013. 10. 1) 독거노인의 자살이 일반노인보다 3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박재규, 2006), 독거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하
다. 특히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자살생각도 더 많이 하고 자살시도도 남성노
인보다 3배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Ron, 2004) 보다 취약한 여성독거노인
의 자살관련요인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노인자살에 보다 주목해야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노인의 자살은 성공률이 높
다는 사실이다. 어떤 형태의 자살이든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누구도
자살하는 순간을 막기는 힘들다. 따라서 노인들이 자살하게 되는, 즉 자살생각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의 자살은 오랜
기간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경향이 있다(Szanto, et.al 2002). 그렇
기 때문에 노인의 자살은 치명적이고 성공률도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노인자살
의 특성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노인자살의 다양한 원인들을 밝히려 하고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2000년도부터 노인자살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씩 이루어지지 시작
했다(김형수, 2002; 김승용, 2004; 배지연, 2004; 배지연, 김원경, 윤경아, 2005;
박봉길, 전석균, 2006; 오인근, 2007). 특히 최근에 노인자살에 관한 연구(엄태
완, 2007; 김창진, 황진수, 2008; 박봉길, 2008; 김미령, 2010; 주소희, 2010;
권중돈 외, 2011; 양옥경, 주소희, 2011)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자살사고
의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고 보다 취약한 여성독거노인들을 중심으로 자살요인을
연구(남기민, 정은경, 2011; 오인근, 2011)한 것은 매우 미흡하다. 게다가 자살
을 연구하는 데에는 몇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한다. 그중하나는 자살은 사후에 조
사해야하므로 자살에 대한 연구는 신문기사를 이용한 조사(배지연, 2004)나 통
계청 자료를 이용한 조사, 자살관련 변인들의 서술적 조사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
다. 이러한 한계로 자살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자살 생각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까지 노인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우울이나 심리적 무망감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박봉길, 전석균, 2006; 엄태완, 2007; 오인근, 2010; 주소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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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울은 자살과 관련성이 높은 정신건강 변인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여성
독거노인들의 신체적 질병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심리적 문제들로 인
해 나타날 수 있는 신체화 중상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들도 함께 고
려해서 살펴볼 필요가 제기한다. 왜냐하면, 여성독거노인의 취약한 환경은 불안
을 유발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들은 다양한 신체
화 증상으로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불
안과 신체화 증상을 중심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노년기의 불
안과 신체화증상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 요인들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해 보고자한다. 이러한 검증작업을 통해 노인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호소하는 신
체적인 증상과 정신건강의 문제인 신체화 증상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사
회복지적인 서비스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Ⅱ. 문헌연구
1. 여성 독거노인의 특징과 문제
현대사회의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로 인한 단독가구는 노년기의 보편적 가구
형태중의 하나가 되었다. 독거노인이란 배우자 및 친족, 비친족 등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지 않고 사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백선숙, 2005; 김수현 외,
2008). 물론 독거노인 중에는 자의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
지만 자녀로부터 부양받지 못하고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요보호 노인은 일상생활전반과 관련하여 도
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생활함으로써 방임, 자살, 고독사 등 여러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서홍란, 김의년, 2012). 일반적으로 독거노인의 경우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에 비해 영양상태 및 신체건강상태가 불량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가 낮고,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휠신 심각하다고 보고한다(장수
미, 2008). 특히 배우자가 없는 여성독거노인은 우울감, 고독감에 더 취약하고,
독거생활이 길수록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line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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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독거노인과 남성노인의 노화경험과 적응은 평균수명, 교육수준,
취업여건, 은퇴시기, 건강상태, 배우자유무, 사회적 관계의 도움, 독거과정에서의
적응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본다. 여성독거노인의 경우 취약계층 중에서 가장
심각한 집단으로 신체, 정서, 경제,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즉,
여성독거노인들의 경우 남성노인에 비해 만성질환이나 합병증의 위험이 더 높
다. 그래서 건강을 상실했을 때 신체적 방임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여성독거노
인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질환은 남성독거노인이 보이는 신체적인 증상과
다르다. 여성독거노인의 93%정도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여
성독거노인의 신체적인 건강도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여성독거노인
의 경우 건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인근, 2012).
또한 70%이상의 노인은 일상생활수행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성독거노인의 경우 대부분 골다공증의 문제로 거동이 불편하여 남성독거노인보
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더 호소하고 있어 여성독거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을 혼
자하기조차 힘든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독거노
인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거의 방치수준에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여성독거노인은 남성독거노인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낮다고 보고한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발표한고 있다. 조사대
상의 독거노인1)의 90%이상이 임상적수준의 신체화의 문제를 70%이상 가지고
있으며 70%이상이 불안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중에서 5%미만이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즉, 여성독거노인은 심리적, 신
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총체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공식, 비
공식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매우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환경
적 취약성은 여성독거노인의 불안문제도 함께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1) 인권위원회 특히 취약한계층의 정신보건실태조사에서 독거노인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84.4%
가 여성독거노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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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의 자살과 자살생각
일반적으로 자살이라는 용어는 ‘자발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는 행위’를 의미하며(국어사전, 2005), 자살생각은 무망감을 느끼는 것으
로 삶의 방향이나 중요성, 삶에 대한 소망이 부족할 때 나타난다(Ron, 2004).
자살은 자살생각, 자살시도, 자살행위, 자살 완성과정 등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자살연구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살생각을 통해 자살의 원인을 파
악하고 있다.
자살행동을 통해 자살이 행해지면 이것은 가족이나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
향력은 매우 크다. 자살은 자살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
행동이며, 자살한 사람이라는 낙인은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낙인감을 갖게 하여
엄청난 고통감을 안겨준다. 자살은 전염성이 강하여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특히 자살시도는 자살생각을 많이 한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자살생각이
많은 경우, 자살생각을 적게 한 집단보다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7배 높았다고
한다(Lester, 1989, 엄태완 2007, 재인용). 따라서 자살사고는 자살행동으로 이
어질 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음으로써
자살행동의 유발요인과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한다.
노인자살은 다른 연령층의 자살현상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고재욱, 2011,
재인용, 32). 첫째, 자살위험도가 높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도 노인의 자살률이 다른 인구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둘째, 노인자살은 치명적이다. 노인의 경우 빈곤, 질병, 고독감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신체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
로 자살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자
살계획이 치밀하고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다른 연령층이 자살행위를
시도하기 전에 직․간접적으로 자살의도를 표현하는데 반해 노인자살의 경우 자
살의도를 표현하지 않고 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서화정, 2005). 또
한 박지영(2007)은 노인자살이 다른 연령층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노화과정에서
의 부정적인 경험이 노인의 자살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본다.
한국의 노인자살률은 전체의 자살률보다 높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통계
청, 2010), 2000년에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의 수는 전기노인 60.5명, 후기노
인 147명으로 전기노인에 비해 후기노인의 자살자수가 2배가 높다. 2008년에는

- 96 -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사고 관련 요인연구

전기노인이 161.3명, 후기노인이 530.9명으로(통계청, 2009), 후기노인의 자살
비율은 전기노인에 비해 3배가 넘어 후기노인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
노인의 경우 다른 연령대 보다 자살생각이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고,
자살을 오랜 시간 생각하여 이것이 자살행동으로 이러질 경우 치명적 방법을 사
용하고 자살성공률도 높다(양순미, 임춘식, 2006). 따라서 노년기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다각적이고 다양한 영향요인을 연구할
필요가 제기된다.

3. 여성독거노인의 신체화 증상과 불안의 문제
몸과 마음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또한 마음
이 아프면 몸이 아프게 된다(권석만, 2013). 신체화 장애는 심리적 원인에 의해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신체화 장애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강한 부정적 감정이 유발되고 생리적 활동과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며,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권석만, 2013). 신체화증상을
통해 환자들이 얻게 되는 이득이 다양하다. 우선 불쾌한 감정을 신체화 증상으
로 대치함으로써 불쾌감을 회피할 수 있고, 신체화 증상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괴롭다는 것을 전달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의 동정과 관심을 얻기도 하
고 경제적 이득을 얻기도 한다(권석만, 2013).
사실상 노년기에는 신체적기능이 감퇴하고 다양한 신체적인 문제와 질병을 나
타낸다. 신체적 질병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킬 가능성도 높
아진다. 신체적인 질병의 악화는 자살위험간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재욱, 김수
봉, 2011). 여성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1-3개 정도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만성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질병으로 치료를 지속해서 받지 않을 경우 심각한 이
차적인 문제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듯, 노인들의 경우 만성질환과 같은 질
병에 의한 고통과 더불어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가 생길 수 있고, 질병으로 인
한 삶의 질의 저하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살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Meijer & de Kloet, 1998). 실제로 노인의 80%가 신경통, 관절염, 심장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20%가 당뇨를 앓고 있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노년기의 특성상 노인들은 흔히 팔다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며.
숨이 차고, 손발이 차다 등의 다양한 신체적인 호소를 한다(양옥경, 주소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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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체적 호소들은 실제로 신체적 질병과 관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적 호소는 신체화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호소하
는 증상과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질병과 신체화 증상과의 감별이 중
요하고 치료에서도 유의해야한다(민성길, 2005). 특별히 의료진의 검사결과 특
별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고통이나 아픔을 호소한다면 신체화 증
상을 의심할 수 있다. 또는 노인들이 신체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
의 경우 본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더 아픈 것으로 생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반대로, 신체적 고통에 대한 불안의 문제가 신체화 증상으
로 나타날 경우, 신체화의 문제를 단지 신체적인 질환의 문제로 치부해 버릴 가
능성도 높다. 신체화 경향을 갖거나 심리적인 문제를 신체적으로 표현하려는 노
인의 경우 자살시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다(Takahashi,1995). 사실상
신체화 장애는 정신적,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한 갈등으로 다수의 그리고 만성적
인 신체증상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독거노인들이나 노인들
은 신체화 증상을 신체화장애로 인식하지 못하고 신체적 질환으로 인식하여 의
료기관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경향이 있고 신체화 증상을 유발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더욱 이러한 문제는 노인의 약물 오·남
용의 문제 외에 국가적으로 매년 막대한 액수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된다. 또한
신체화 증상으로 인한 고통과 이로 인한 두려움은 일상생활에 대한 불안으로 전
이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인식도 요구된다.
한편, 여성독거노인의 정신건강의 문제로 불안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노
년기의 특성상 노인들의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 그리고 환경의 변화는 불안
을 유발한다. 불안은 사실상 변화에 대처하려는 건강한 기능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불안이 지속되거나 불안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불안은 다른 모습으
로 노인의 일상생활과 삶을 괴롭힐 수 있다. 노년기의 불안은 노인들의 정신건강
에 중요한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의 불안을 주제로 연구되어진 것은 거의
없다. 다만 조용래(2008)가 지역거주노인을 대상으로 불안요인을 연구한 것 정
도이다. 특히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경우 일상생활능력의 정도는 노인의 자살사
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어(주소희, 2010),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
는 노인이나 스스로 자신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통제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는 생각은 불안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의 경우, 불
안장애를 호소하면서 불안장애의 치료를 위해 치료기관을 찾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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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불안한 노인의 상당수는 신체적 질병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함께 갖고 있
고, 노인의 대부분이 불안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불안의 문제로 정신과 의사
를 찾는 경우는 드물다(권석만, 2007). 사실상 여성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노년기
에는 젊은 사람들처럼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나 시도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
고 돌발적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자신감이 감소된다. 동시에 새로운 일이나
환경에 대한 적극성은 저하되고 수동성과 의존하고자하는 욕구는 증가한다. 일
반 성인들도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유발된다. 노인의 경우
스트레스에 대처할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노인들이 두려워하는 스트레스는 신체적 질병, 가까운 사람
과의 사별. 재정적인 곤란등과 같은 것들로 이러한 스트레스는 노인들의 삶을
위협하고 불안을 가중시킨다(양옥경, 주소희, 2011). 노인들에게 불안은 불안한
상황이나 불안을 일으키는 사건 그 자체보다는 사건에 뒤따르는 결과를 더 두려
워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노인들은 신체적 질환이 주는 불안감
도 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혼자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통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기불안
으로 인해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더 높은 불안과 두려움을 경
험한다고 본다(권석만, 2007). 조용래의 지역사회거주노인의 불안에 대한 연구
(2008)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불안장애의 문제는 나이의 증가와 함께 더불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독거
남성노인이나 건강이 나쁜 노인에게서 불안장애발생이 흔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Feinson, 1985).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여성독거노인의 경우 불
안이 더 높을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살사고에 결정적인 영향으로 우울증이 중요요인이라
는 사실은 이미 검증된 요인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제외한 채 자살
사고에 노인의 불안과 신체화 증상이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해 보고자한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노인은 늙어서 아픈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나 그렇게 아픈 것이 때로는 신체화증상일 가능성도 높
다. 그런데 노인의 경우 신체화증상을 단지 신체적 질환으로 오해하거나 인지하
여 정신건강관련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신체화증상의 문제를 그
냥 방치하게 된다. 그렇게 방치된 신체화증상은 오히려 노인의 불안이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살사고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독거여
성노인의 불안과 신체화증상이 자살사고에도 영향을 주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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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생각관련 선행연구
여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자살사고를 연구한 것이 충분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노인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노인의 경우 연령과 성별에 따라 자살생각에 차이를 보이거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배지연 외, 2005; 김창진, 황
진수, 2008). 그중에서 성별은 노인 자살의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중의 하나이다
(Canetto, 1992). 여성의 경우 폐경이후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므로 평균수
명은 남성보다 길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여 삶의 질은 떨어진다. 특히
독거여성노인의 경우 배우자를 상실하고 혼자되었을 때 경제력은 약화되므로 남
성노인보다 어려움을 더 많이 겪게 된다. 하지만 자살률과 성별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상이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은주(2004)의
연구에서는 대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3대1정도로 더 많은 자살을 시도한
다고 한다. 그러나 자살성공률은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남성노인의 자살이 여성노인보다 많으며, 특히 85세 이상의 남
성들은 자살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본다(Nolen-Hoeksema, 2007; Roof,
2001). 전기노인보다 73세 이상의 후기노인의 자살률이 더 높으며 연령이 높을
수록 자살생각도 높으며, 남성노인은 여성보다 자살생각이 많고(김수현, 최현희,
2007), 자살위험이 크고, 자살기도도 많다(이은경, 2006). 여성노인은 남성노인
보다 자살을 덜 하는 데 이유에 대해서 여성이 어려운 환경에 대한 극복능력이
더 좋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Canetto, 1992).
혼인상태나 독거기간 중에는 죽음,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배우자의 상실이
고독 및 우울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자살과 관련되어 있다(오인근, 2008). 개인
은 배우자를 통하여 삶에 안정감을 느끼며 결혼은 복지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
타나고 있다. 특히 노년기의 배우자는 한평생을 함께 해온 사람으로서 노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상실은 배우자가 있는 것 보다
자살생각이 높다(김수현, 최연희, 2007). 응급실을 찾아온 자살기도 노인들을
조사한 이은경(2006)의 연구에 의하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노
인 보다 많았다. 또한 이혼한 독신의 경우 미혼의 독신보다 자살률이 높은 것으
로 보고한다. 배우자와 갑작스럽게 사별했을 때, 특히 남자노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자살위험도가 가장 높고, 사별한 남자는 배우자가 있는 남자에 비해 자
살할 가능성이 3.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재욱, 2011, 재인용,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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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살에 대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경제적 요인이다. 사회적 지위의
하락과 경제적인 문제가 노인의 자살사고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Coren, 1999). 경제적 수준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삶의 희망을 잃을 수 있다. 2009년 통계
청 조사에 의하면 소득수준은 자살충동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 자살생각에 차이가 나는데(엄태완, 2007), 경제수준이 낮은 경
우 노인들이 자살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며(김형수 2002), 하위소득자 11.0%가
자살충동을 느끼는 반면. 상위소득자는 5.5%만이 자살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조
사되고 있다(조재욱, 2011). 경제적인 안정은 즐거운 활동을 가능하게하고 부정
적인 사건을 피하도록 도와주며 발생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노년기에 발생되는 경제적인 고통감은 노인의 중요한 스트레스원이 된다.
오인근의 연구(2012)에서도 노인들의 무망감 우울증상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
력한 요인은 경제적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연령이 증가할수
록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소정, 2002). 이렇듯 경제 상태는 노인의
정신건강 관련과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변수임에는 틀림없다.
한편 사회적지지 및 사회적 자원과의 연계정도는 노인의 자살사고와 우울증에
영향을 준다. 친구와의 접촉이 부족하고 가족 수가 적은 경우, 즉 가족과 친구
는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매개하여 자살사고를 감소시켜준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독거노인들은 자녀가 있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 보고서, 2010).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독거
노인의 97%가 평균 3.86명의 자녀가 있지만 주 1회 이상 자녀와 접촉하는 비
율은 34.9%에 불과했다. 결국 공동체해체와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문제들이 자
살이나 고독사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경우
가족과의 접촉빈도를 통해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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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표집 및 조사진행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2008)의 “특히 취약한 계층의 정신보
건 및 인권” 보고서의 독거노인 부분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은
국가보고서의 특성에 따라 대한민국 전체를 포괄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여
서울·경기,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지역별 거주 독거노인 인구비례에 따라 서울·경기 125명, 대전·충남, 105명, 광
주·전남, 90명 대구·경북 110명으로 결정하고,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을 위한 표집방법은 편의표집이었으며, 각 지역
의 지역사회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기관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였다. 각 권역
별로 노인복지관련 기관들을 1-2기관씩 선정하여 기관이용노인 대과 직접개별
가정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의 경우 노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1:1면담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배포된 설문지는 430부였으며 이중 여성독거 노인
380명 중 미완성 설문지 24부를 제외한 35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설문지는 선행연구 및 탐색조사, 자문회의를 통해 검토되었다. 주요 설문내용
으로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10문항(거주형태, 학력, 생활수준, 생활비근원, 자
녀유무)과 여성독거노인으로 혼자 살아온 기간, 자녀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

측정도구로

간이정신진단검사-90-개정판(Symptom

Checklist-90-Revision, 이후 SCL-90-R)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다양
한 정신과적 증상을 기술하는 문항에 피검자가 0점에서 4점까지 리커트 5점척
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다(김광일 등, 1984).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낮음을 의미하며, 자살사고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사
고2)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5점척도로 평정한 각 하위 정신과적 증상별
2) 자살사고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Kumar and Steer(1985)이 정의한 개념을 사용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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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표준점수의 한 종류인 T점수로 환산하여 각 증상의 심각성정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검사이다. T점수 70점 이상이면 ‘비정상적’임을 시사
하며 T점수 60점 이상은 ‘비정상적 경향성’이 있음을 시사하여 치료가 필요한
임상군으로 정의한다(권석만․김광일, 1984).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특성을 감안
하여 불안과 신체화 각 영역과 우울영역 중 자살사고 문항들만 추출하여 질문하
였다. 불안은 안절부절못하거나 긴장이 고조되는 증상, 신경과민, 낯익은 것에
대한 생소함을 나타내는 임상적 증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화증상은 머리
나 심장 가슴이나 근육통, 신경통과 같은 신체적인 통증, 몸의 일부가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느낌, 몸의 신체부위가 힘이 없거나 팔다리가 묵직한 느낌과 같은
신체적인 불편감을 호소하는 임상적 증상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신뢰도 계
수는 불안 Cronbach's alpha = .821, 신체화 Cronbach's alpha = .847이었다.

3. 분석방법
본연구의 자료정리와 분석방법은 SPSS 18.0 for Windows를 사용하였으며,
서술적 분석방법으로는 빈도, 백분률, 평균, 표준편차, 등을 구하였다. 그리고 여
성독거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자살사고의 차이를 보기 위해 T-test, 일원변량분
석을 사용하였다.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자살사고란 자살시도에 앞서는 과정으로 자살하기위한 상상 또는 계획으로 본다. 아주경미한
수준의 자살사고도 이후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되거나 바로 자살시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살사고에 대한 심각성의 수준보다는 자살사고 그 자체가 더 중요한 지표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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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60대 18.0%, 70세 이상이 55.9%, 80이상이
26.1%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무학 49.2%, 초등학교
졸업 38.5%, 중졸7.3%로 비교적 교육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결혼 상
태를 살펴보면, 사별 87.1%, 이혼6.5%, 미혼3.7%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독
거노인의 경우 사별로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부터 혼자 살았는지를
살펴본 결과, 10년 이상 된 노인이 73.0%정도로 나타났고, 5년 이상이 14.7%
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자녀유무를 살펴보면, 72.8%의 독거노인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가 있는 독거노인 중에서 자녀와의 접촉빈도를 살펴
본 결과, 12.9%의 노인들은 자녀와의 왕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있으나 전혀 왕래가 없거나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자녀를 보는 경우가 본
연구대상자의 전체노인들의 44.5%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월소
득을 살펴본 결과, 54.5%의 노인들은 30만원미만, 60만원미만이 33.7%인 것으
로 나타나 전체노인의 90%정도가 60만원미만의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49%
정도의 노인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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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여성)

356
60세 이상-69세 미만

356
64

100.0
18.0

연령

70세 이상 ~79세 미만

199

55.9

80세 이상
무학
초졸
중졸
고졸이상
미혼
사별
이혼
기타
1년 전
2-3년 전

93
175
137
26
18
13
310
23
10
7
32

26.1
49.2
38.5
7.3
5.0
3.7
87.1
6.5
2.8
2.0
9.0

5년 이상
10년 이상
있다
없다
기타
왕래가 없다
한 달에 2-3번
2-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기타
한다
안 한다

53
263
259
90
7
46
70
45
55
54
86
22
334

14.9
73.8
72.8
25.3
2.0
12.9
19.7
12.6
15.4
15.2
24.2
6.2
93.8

30만원 미만

194

54.5

3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120

33.7

60만원 이상

8

2.4

기타

34

9.7

어려움이 없다

39

11.0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143

40.2

많은 어려움이 있다

174

48.9

학력

결혼상태

독거시작

자녀유무

자녀접촉
빈도
(n=315)

경제활동유무

월수입

경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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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독거노인의 불안과 신체화증상정도
본 연구대상 여성독거노인의 신체화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
체화의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대표적인 도구인 SCL-90-R을 활용하였다. 기준
표를 이용해 T-score로 변환함으로써 최종적인 평가(60점 이상의 경우 비정상
적경향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는 비정상적임을 시
사하여 임상군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정의, 권석만․김광일, 1984)를 하
는 방식으로 여성독거노인의 신체화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70점이
상의 ‘신체화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59.6%, 비정상적경향성을 보이는 t점수 60
이상이 29.2%로 나타나, 여성독거노인의 경우 88%이상이 신체화 증상을 갖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70점 이상의 ‘불안’을 보이는 사람이 51.7%, 비
정상적경향성을 보이는 t점수 60이상이 28.4%로 나타나, 여성독거노인의 경우
80%이상이 불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독거노인의 경우 취약한 정신
건강의 상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정신건강평가도구(SCL-90-R)를 이용한 증상프로파일
T점수
70이상(N=356)

T점수
60-70이하(N=356)

T점수
60이하(N=356)

빈도(%)

빈도(%)

빈도(%)

신체화

212(59.6)

104(29.2)

35(9.8)

불안

184(51.7)

101(28.4)

71(19.9)

변수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생각차이
여성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중에서 연령, 독거시작, 교육수준, 결혼
상태, 자녀유무와 자녀접촉빈도, 경제활동유무와 월수입 그리고 생활정도의 변
인들과 자살사고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ANOVA
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령에 따른 자살사고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인인 인구사회학적특성과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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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나, 결혼상태,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자살사
고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수준과 경제적인 상태는 자살사고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른 자살사고 분산분석
독립변수

자살사고

종속변수

평균제곱

자유도

F

P

연령

1.809

3

.338

.798

독거시작

1.602

4

.299

.879

교육수준

10.903

4

2.073

.084+

결혼상태

6.855

4

1.292

.273

자녀

.263

1

.049

.952

자녀접촉빈도

2.017

4

.476

.825

월수입

3.084

4

.567

.680

경제상태

11.266

3

2.137

.095+

+

P<.10 * P<.05 ** P<.01 *** P<.001

4. 여성독거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자살사고와의 상관분석
여성독거노인의 신체화증상의 정도와 자살사고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신
체화증상과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사고와의 상관관계 계수는 .563, 불안과 상관관
계계수는 .570으로 약간 높은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
성독거노인의 신체화증상과 불안이 자살사고와는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독거노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자살사고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와 경제적인 상태만이 자살사고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경제적인 상태와 노인의 자살사고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혼인상태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혼인상태에 따
라 노인의 자살사고에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미혼의 독거노인과 이혼한 독거노인의 간의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어 향후 보다 정확한 검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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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여성독거노인의 신체화정도와 자살사고와의 상관관계
위험요인

자살사고

신체화증상

.563***

불안

.570***

***p<.001

<표 5> 여성독거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자살사고간 상관관계
요인

자살사고

연령

.065

학력

-.091

결혼상태

-.105*

독거시작

.045

자녀유무

.005

접촉빈도

-.011

경제활동

.072

월수입

-.020

경제적 상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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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성독거노인의 불안과 신체화증상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불안과 신체화증상은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과 신
체화문제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은 37%로 나타났다.
<표 6> 불안과 신체화증상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요인
신체화증상
불안
R2
수정된 R2
F값

자살사고
B
.085
.135

ß
.318***
.342***
.374
.371
105.50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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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에
서 노인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영향요인을 탐색하였
다. 즉, 본 연구에서는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사고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한다. 따라서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모든 요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관련요인
들의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해 보았다.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들이 서로 영향
을 줄 수 있으므로 다중공선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산팽창지수(VIF) 값이
최소 1.019부터 최대 2.311로 4.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우선 인구사회학적변인을 투입한 결과, 경제적인 상태만이 여성독거노
인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에서는 여성독거노인
의 정신건강의 문제인 불안과 신체화 변인을 투입한 결과, 불안과 신체화증상이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모형에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연령이 두 번째 모형에서는 여성독거노인의 자
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
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불안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체화증상, 연령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여성독거노인의 자살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은 불안, 신체화증상 그리고 연령과 경제적인 상태로 나타났다. 다시 말
해, 여성독거노인의 경우 불안이 높을수록, 신체화 증상을 많아 호소할수록, 나이
가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수록 자살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는 사실이 검
증되었다. 즉,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더 높은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고(권석만, 2007), 노인이 나타내는 불안은 젊은 사람보다 더 구체적이고
사건자체보다 사건에 뒤따르는 결과를 더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혼자 사는 독
거노인의 경우 가족과 사는 노인보다 더 불안해하고 죽음에 대한 불안도 더 크
게 느낀다라는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특히 불안장애의 문제는 나이의 증가
와 함께 더불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혼자생활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
각하는 여성독거노인의 경우 불안장애의 발생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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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독거노인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뿐 아니라 여성
독거노인들의 불안한 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보완이 필요하
다. 통합요인들의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사고에 대한 설명력은 39.0%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살사고
모델1

독립변수
연령
독거시작
학력
자녀접촉빈도
월수입
경제적 상태
신체화
불안
R2
adjusted R2
F

모델2

B

ß

B

ß

.020
.122
-.205
-.019
-.010
.350

.054
.039
-.075
-.012
-.005
.110**

.056
-.108
.105
-.041
-.014
.283
.081
.149

.150***
-.035
.038
-.027
-.007
.089*
.306***
.378***

.025
.010
1.506

.403
.390
109.945***

*P< .05, **P<.01, ***P<.001

Ⅴ.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특히 정신건강의 문제 중에서 불안과 신체화증상이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사
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과 경제적인 상태는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경제적 안정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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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경제적인 상태에 대해서 ‘좋은 편이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는 11%에 불과했고 50%이상은 경제적인 상태가 나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렇듯 여성독거노인의 경제 상태는 매우 취약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살사
고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김형수(2002)와 엄태완(2007)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더욱, 최근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독거노
인의 자살보도, 병사인지 자살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고독사의 비율이 기하급수적
으로 늘 것이라는 예측은(국민일보, 2013.10.01) 독거노인의 불안정한 현주소를
보는 것 같은 안타깝다. 우리의 복지수준이 최하위국이라는 보도는 특히 취약한
여성독거노인에게는 위기일 수밖에 없어 여성독거노인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조직적이고 철저한 제도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여성독거노인의 연령은 자살사고와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자살사고가 높게 나타났다. 본 조사대상자의 여성독거노인의
연령이 거의 70세-90세 미만이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고연령
의 모든 노인들에게서 자살사고가 발생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변수
만을 가지고 자살사고와의 관련성을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연령
과 생활환경, 경제적 상태 그리고 건강 등등의 요인들을 고려해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여성독거노인의 경우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서 동시에
스스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혹은 의지할 사람 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수행과 관련
된 기능을 감당한다는 것은 생활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소희(2010)의 연구에서도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의 정도는 노인들의 자살사고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고연령층의 노인의 경우 일생생활에 어
려움은 더 많아질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노인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독거노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의 문제와
신체적 기능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혼자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어려움이 발
생하게 되어, 일상생활전반을 스스로 통제 할 수 없다는 불안감은 자살사고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본다. 즉, 혼자 생활하는 고령의 여성독거노인의 경우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켜주는 자원이 제한되거나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과 외로움 그리
고 신체적 질병으로 고통이 지속되고 반복될 경우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 고통감
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다면 자살사고에 대한 빈도는 늘어날 것으로 본
다. 자살사고의 반복은 자살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들을 본 연구
결과가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독거노인의 생, 심리, 사회적인
개별화된 사례관리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개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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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여성독거노인의 신체화 증상과 불안은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사고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독거노인의 신체화 증상이 심할수록,
불안이 높을수록 자살사고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에 있는 노인들
의 경우 90%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신체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된다.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보다 2-3배 정도 더 많은 질환을 가지고 있고, 병원
에 다니는 횟수도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독거노인의 경우
신체적인 질환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심리적인
문제가 신체적인 문제로 대치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감별진단도 요구된다.
더 나아가 노년기 노인들이 보이는 신체적 질환의 문제와 신체화장애와의 문제
를 좀 더 주의 깊게 구분하여 조심스럽게 사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대부분의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에 비해 더 많은 신체적 질환을
가지고 있고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할 가능성도 높다. 물론 신체적 질환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여성독거노인들이 신체화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지만 심리·사회적
인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경우 신체적인 문제를 더 부각하려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의 여성독거노인의 89%정도에게
서 신체화 문제는 비정상적인 경향성을 보였고, 임상적으로 치료를 필요한 경우
도 거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모든 질병을 신체화 증상으로 인
식해서는 안 되지만 신체화 증상을 신체적인 질환의 문제로 치부해 버릴 가능성
도 높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기존의 연구에서 노인의
자살에 중요요인으로 우울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둔 것에서 보다 확장하여 정신
건강 전반적인 영역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로 본
다. 또한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
해서는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사고에 정신건강의 제 측면들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정신보건현장에서는 노년기 여성독거노인들이 보
이는 신체적 질환의 문제와 신체화 증상과의 문제를 주의 깊게 구분하여 조심스
럽게 사정하고 개입하겠지만 일부 노인관련 유관기관에서는 신체화증상이나 불
안의 문제에 대한 선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신체화증상과 불안문제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의미가 있는 연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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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상생활을 통제할 능력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고통을 호소할 사람이 가까이에 없다는 불안감은 신체, 심
리, 사회적 불안정성을 갖게 되고 이러한 불안정성은 만성화된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본다. 존재자체에 대한 실존적 불안과 더불어 생존과 관련된 불안은 나
이가 많아질수록 자살사고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특
히, 후기노년기에 있는 여성독거노인들의 불안감소를 위한 체계화된 사회적 시
스템이 요구된다.

2. 실천적 제언
이상의 결과와 논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여성독거노인의 경제적인 상태에 따라 노인들의 자살에 대해 사고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지지됨에 따라 여성독거노인의 경제와 관련
된 영역에서의 제도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 참여대상자들의 경우
70대 이상이 82%로 나타나 여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여 경제
적 안정화를 꾀하자는 대안이나 고령자고용촉지법에 근거한 노인의 취업은 본
연구 대상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
인복지수준은 거의 최하위국에 속한다. 국제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인터내셔
널(HelpAge internationa)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기대수명을 포
함한 건강지수는 8위로 상위권에 속했으나 연금이나 노인빈곤률을 반영한 소득
분야지수는 91개국 중 90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했다(연합뉴스, 2013, 10.
1). 사실상 노인들의 경제적인 문제는 여성독거노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럼에
도 여성독거노인의 경우 더욱 취약한 계층임에는 틀림없어 여성독거노인의 경제
적인 안정을 위한 사회각계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여성독거노
인들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경제적
인 상태가 정신건강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독거노인뿐 아니라 노인들
의 경제적 안녕을 보장하는 노령연금의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더불어 여성
독거노인의 경제안정화를 위한 여성고령자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이고 실제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사실상 여성독거노인뿐 아니라 남성독거노인의
경우도 다양한 서비스를 중복되어 받는 노인들도 있지만 모든 서비스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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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차상위계층이나 자녀가 있으나 돌보지 않는 위기의 취약계층의 노인들이
많아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개입이 요구된다. 일선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를 제도권 안
에서 해결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 공적체계나 민간자원들을 체계화하여 개입하
는 것이 요구된다.
경제적보장과 더불어 여성독거노인들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여 안전한
사회망을 구축하여 자살을 예방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일본은 독거
노인의 경우 자살이나 사고사와 같은 돌연사에 대비하여 독거노인 가정과 노인
복지센타를 컴퓨터망으로 연결하여 24시간 모니터링을 하여 노인의 위험이나
자살과 같은 사고사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된다.
둘째, 여성독거노인의 정신건강의 하위요인인 불안과 신체화 문제는 여성독거
노인의 자살사고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이 검증되었다. 이를 위해 여성독거노인의
정신건강을 예방 할 수 있는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집단 활동 프로그램의
개입이 요구된다. 우선, 진단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고령에다가 혼자살고 있는
여성독거노인들은 1-3개 정도의 신체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신체적질환의
진단과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뿐 만
아니라 신체화증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동일하게
요구된다. 신체화증상의 경우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
를 잘 대처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권석만, 2013) 여성독거노인의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여성독거노인의 불안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물
론 불안을 유발시키는 상황은 다양하지만 노년기에 불안한 상황에 대한 대처행
동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상 노인의 경우 신체적인 조건이 취
약해짐에 따라 의존성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여성독거노인의 경우 취약한 자신
들의 신체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는 힘들고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치료
체계에 편입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여성독거노인의 이러한 환경적, 신체적
취약성은 일반노인보다 불안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
지관에서는 독거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불안을 야기시킬만한 상황을 중심으로
대처행동을 강화시키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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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여성독거노인들의 신체화증상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체활동
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신체와 정신
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운동을 통해 활동성을 촉진하는 운동프로그램의 개발
이 요구된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여성독거
노인의 연령과 건강정도에 따라 다양한 신체활동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요구된
다. 신체활동이 좋고 스스로 자신의 일상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노인의 경우 자
살사고가 낮은 경향이 있어(주소희, 2010), 신체활동의 강화를 통한 심리적 건
강을 꾀할 필요도 있다. 물론 불안으로 진단받은 경우 정신과적인 치료가 우선
이지만 노인의 자살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체활동을 강화하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의 제안도 여성독거노인의 정신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은 방안이
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일선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주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노인 정신건강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독거여성노인의 신체질환과
심리적 갈등간의 관련성과 불안한 경우 어떠한 행동으로 불안이 표출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식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3.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위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불
안과 신체화 증상을 중심으로 검증해보았다. 즉, 여성독거노인의 경우 불안과
신체화증상이 노인들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노인들이 신체적 질환
으로 인해 호소하는 것과 신체화 증상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사회
복지적인 서비스가 달라져야한다는 점을 검증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 불안과 신체화증상이 자살사고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안과 신체화증상의 경우 상호관련성이 높아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신체화증상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간의 직․간접적인 관계에 대
한 관련성을 밝혀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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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of the Female Single Aged
Ju, So-Hee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Korean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uicidal Ideation and it's related
factors. Especially, it focused to fine out anxiety and somatization effect on
female elder's Suicidal Ideation and other factors found in the previous
studies which were important in determining Elderly Living Alone's Ideation
of Suicide : their sexs, ages, separate period, subjective financial status
were considered. The present study conducted 1:1 interviews with 430
elders selected through sampling among female aged 65. Among the
subjects, 356 were included in finial analysis. The study'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emographical factors having a significant effect on elder'
Suicidal thought were aged and subjective financial status. Second, anxiety
and Somatization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Elderly Living Alone's
Ideation of Suicide. factors affecting suicidal thoughts were anxiety and
somatization that is, elders who seemed to be an anxiety and somatization
had sucidial thought more. From these results, anxiety and somatization are
other significant factors predicting Suicidal Ideation among Female Single
Aged.
Key words : Female Single Aged, Suicidal Ideation, Anxiety, Som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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