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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bjectives: This study used data of urban and rural elderly living alone to compar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ho have had suicidal ideation, and to investigate the suicidal ideation of 

urban-rural elderly with varying degrees of emotional support status,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 

  Methods and materials: The research participants included 2,750 elderly aged 65 or above, of which 1,487 

were from dong unit and 1,263 were from eup·myeon units according to the raw data of 2011 Survey on 

Elderly Status. All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cross tabulation of SPSSWIN(ver 21.0) program an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suicidal ideation of urban and 

rural elderly living alone included degree of depression, experience of abuse, and nutritional management 

status. Second, the suicidal ideation of urban elderly living alone was affected by the emotional support of 

their children who live apart and their grandchildren. Third, the suicidal ideation of rural elderly living alone 

was affected by the emotional support of their kin (including sib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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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은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

율이 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

입하 다. 2017년에는 동 비율이 13.8%로 증가하

으며, 2026년에는 동 비율이 20%를 넘어 고

령화사회에 진입할 망이다[1]. 한, 고령화사

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 년 수가 한국은 

26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일본의 

35년, 랑스의 154년, 국의 99년, 미국의 90년과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2]. 한, 65세 이상 

1인가구 수가 2000년에 약 54만 명에서 2013년에 

약 125만 명으로 13년 동안 약 70만 명이 증가하

다[1].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지난 20년간 노인 

자살 사망률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자살 사망률은 1992년 10만 명당 16.7

명에서 2012년 69.8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OECD 국가  노인자살률 1 를 차지하 다[1]. 

하지만, 사회 으로 노인자살을 은폐하려는 경향

과[3],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자살 사망률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4]. 이처럼 

격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사회의 다양한 노인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  노인자살과 

련된 문제는 우리사회의 한 처가 미흡하여 

매년 꾸 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5].

  자살생각이 포함된 자살개념은 포 이어서 

자살생각→자살시도→자살행 에 이르는 연속 인 

개념(spectrum)으로 정의할 수 있다[6]. 즉, 자살

행 는 자살시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

하고, 자살시도는 자살생각을 많이 경험한 사람

들에게 발생한다[7,8]. 따라서 자살생각이 반드시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시도의 

요한 측지표가 될 수 있어 자살연구에 있어서 

자살생각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9].

  노인자살 요인에 한 국내 선행 연구들을 살

펴보면 일반노인과 독거노인을  상으로 한 연

구는 다양하게 이루어 졌지만[4,5,10-15], 농 지

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고령으로 인한 신체  질

병에도 불구하고 히 돌  사람이 없는 경

우가 많으며, 의료기 이 멀리 떨어져 있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거주지역이 분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교통수단이 불편하여 문제가 가

되고 있다. 한, 우리나라 도시와 농 은 인구

사회학  환경  건강 상태에서 차이가 있으므

로[16], 도시·농 별 독거노인을 각각의 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살생각을 한 도시 독거노

인과 농  독거노인의 일반  특성을 각각 알아

보고, 도시 독거노인과 농  독거노인 각각의 자

살생각에 어떤 요인들이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 다.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자료를 이

용하여 연구하 다.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는 

2011년 8월 31일∼2011년 11월 30일 기간  

장조사로 진행되었고, 총 11,542명에 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이  65세 이상은 10,674명이었다. 

본 연구의 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동부 

1,487명과 읍·면부 1,263명인 2,750명의 자료를 이

용하여 연구하 다(Figure 1).

2. 연구에 사용한 변수

 1) 일반적 특성

  일반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 , 가구

연총소득을 이용하 다. 연령은 65-69세, 70-74

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으로, 교육수 은 

무학( 자모름), 무학( 자해독), 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문 학교 이상 졸업으로 구

분하 다. 조사에서는 가구 연 총소득을 총 5분

로 분류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3분 , 4분 , 

5분 를 3분  이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 다. 

따라서 1분 는 763만원 이하, 2분 는 764만원∼

1,193만원, 3분  이상은 1,194만원 이상으로 구

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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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Survey on 
Elderly Status(11,542)

The number of persons aged 
65 and over

(10,674)

The number of aged 65 and 
over: elderly living alone

(2,750)

The number of aged 65 and 
over: elderly living with family

(7,924)

The number of elderly 
residents living alone in 

Dong unit over 65years old
(1,487)

The number of elderly residents 
living alone in Eup·Myeon unit 

over 65years old
(1,263)

(  ): person

Figure 1. Selection process of the study subjects

 2) 정서적 지지상태

  정서  지지상태는 비동거 자녀, 손자·손녀와의 

왕래  연락 빈도, 친인척(형제, 자매 포함)간의 

왕래  연락 빈도, 친구와의 왕래  연락 빈도, 

독거기간을 이용하 다.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

이는 데 자녀들의 정서  지지가 큰 향을 미치

고[17], 정서  지지는 주로 구성원들 사이의 왕

래나 화, 휴 폰 문자, 이메일, 편지 등으로 구

성된다[18]. ‘따로 살고 있는 자녀  지난 1년간 

얼마나 자주 만났(연락을 주고 받았)습니까?’에 

한 응답의 내용을 각각‘왕래(연락)를 거의 하지 

않는다’(0 ), ‘일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난(연락한)다’ 

(1 ), ‘3개월에 한두 번 정도 만난(연락한)다’(2 ),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난(연락한)다’(3 ), ‘일

주일에 한번 정도 만난(연락한)다’(4 )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만난(연락한)다’(5 ), ‘거의 매일 

만난(연락한)다’(6 ) 으로 수화 하 다. 이에 

따라 정서  지지상태를 나타내는 지수는 두 문

항의 응답에 주어진 값을 합쳐서 얻었는데, 0

(정서  지지가 없다)부터 12 (정서  지지가 

많다)의 연속변수로 측정하 고[19], 0 에서 4 은

 ‘정서  지지가 없는 편이다’, 5 에서 8 은 ‘정

서  지지가 그  그 다’, 9 에서 12 은 ‘정서  

지지가 많은 편이다’로 범주화 하 다.

  독거노인의 독거기간이 길수록 가족, 친구와의 정

서 지지 상태는 음의 계가 될 것이라고 사료되어 

독거기간을 사용하 다. 독거기간은 노인실태조사

에서 독거노인의‘독거시작 년·월’을 조사하 으나, 

‘독거시작 일’은 조사하지 않아 ‘독거시작 일’은 15일을 

임의로 모두 할당하 다. 그리하여 ‘독거시작 년·월·

일’과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조사기 일인 2011년 

8월 31일의 차이를 개월로 환산하여 연속 변수화 하

다.

  

 3) 건강상태

  건강상태는 주  건강상태, 우울증,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한 여부, 학  경험, 만성질병의 수, 

주간 음주량, 양 리 상태를 이용하 다.

  주  건강상태는 ‘귀하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떻

다고 생각하십니까?’에 한 응답을 조사에서는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그  그 다’, ‘건강이 

나쁜 편이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로 구분하 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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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매우 건강하다’와 ‘건강한 편이다’를 

‘건강한 편이다’로 정의하고, ‘그  그 다’, ‘건강이 

나쁜 편이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를 ‘건강이 나쁜 

편이다’로 정의하여 이분화 하 다.

  우울증은 한국  SGDS (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척도를 사용하 는데, SGDS는 

Sheikh와 Yesavage가 기존의 GDS에 한 진단  

타당도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GDS의 문항 에서 

우울증상과 상 계가 가장 높은 문항을 15문항 선

택해서 축소 제작하 는데 GDS와 SGDS가 상당히 

높은 상 계가 있음을 보고하 다(r=0.84, p<0.001). 

이 척도의 가장 한 단 은 6∼7 으로 추정되

었다[19,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0∼7 을 정상 집

단으로 정의하 고, 8∼15 을 우울 집단으로 정의

하여 이분화 하 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한 여부는 ADL·IADL을 

각각 7문항과 10문항으로 질문하여 ‘완  자립’은 제

한이 없음으로 정의하 고, ‘부분 도움’이나 ‘완  도

움’은 제한이 있음으로 정의하여 이분화 하 다.

  학  경험은 ‘지난 1년간 타인으로부터 신체 인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신체  학 )’와 ‘ 지

난 1년간 타인의 말과 행동이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든 

이 있습니까?(정신  학 )’의 질문에 하나라도 

‘ ’라고 답한 경우와 둘 다 ‘ ’라고 답하면 학

를 경험한 이 있다고 정의하 고, 둘 다 ‘아니오’

라고 답하면 학 를 경험한 이 없다고 정의하여 

이분화 하 다.

  만성질병의 수는 의사진단을 받은 질병을 기 으

로 응답자가 갖고 있는 총 만성질병의 수를 조사하

여 연속 변수화 하 다.

  주간 음주량은 ‘귀하는 지난 1년간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에 한 답으로 ‘최근 1년간 

 마시지 않았다(0 )’부터 ‘매일(7 )’으로 수화

하여 ‘술을 한 번 마실 때 평균 몇 잔정도 마십니까?’

에 한 답으로 평균 잔 수를 곱하여서 ‘0’은 무음

주, ‘0.1에서 7.0’은 정음주, ‘7.1 이상’은 과음주로 

분류하 다.

  양 리 상태는 6개월간 양 리 상태를 질문

하는 7문항으로 수가 높을수록 양 리 상태가 

나쁨을 뜻하 고, 이는 연속 변수화 하 다.

 4)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귀하께서는 만 60세 이후 자살을 

생각해 본 이 있으십니까?’ 질문을 사용하여 

‘ ’, ‘아니오’로 구분하여 이분화 하 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ver 21.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과 

자살생각의 유무는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한 정

서  지지상태, 건강상태, 건강행태가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독립변수 간의 향요인을 보

정하기 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여 교차비(odds ratio, 

OR)와 교차비의 95%신뢰구간을 구하 다. 모든 통

계학  유의수 은 p<0.05를 유의한 것으로 단하

다.

연구결과  

  

1. 독거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자살생각

  독거노인  자살생각을 한 이 있었던 도시 

독거노인은 15.5%, 농  독거노인은 13.1%로 도시 

독거노인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 다. 성별로는 

도시의 경우 남자는 21.1%, 여자는 14.4%로 남자가 

여자보다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 고, 농  독거

노인도 마찬가지로 자살생각을 한 이 있었던 

남자는 17.0%, 여자는 12.6%로 남자가 여자보다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 다. 연령별로는 도시의 

경우 65-69세가 18.9%, 75-79세가 17.6%, 70-74

세가 14.4%, 80-84세가 13.2%, 85세 이상은 8.9%

순으로 자살생각을 게 하 고, 농 의 경우 85세 

이상은 15.6%, 80-84세가 13.6%, 75-79세가 13.5%, 

70-74세가 12.3%, 65-69세가 11%순으로 자살생

각을 게 하 다. 교육 수 별로는 도시가 문

학교 이상 졸업이 28.2%, ·고등학교 졸업이 

16.1%, 무학( 자해독)이 15.3%, 등학교 졸업이 

14.8%, 무학( 자모름)이 14.5%순으로 자살생각을 

게 하 고, 농 은 문 학교 이상 졸업이 42.9%, 

·고등학교 졸업이 15.3%, 무학( 자모름)이 14.2%, 

무학( 자해독)이 12.2%, 등학교 졸업이 11.6%

- 148 -



남호진, 이석구  5

순으로 자살생각을 게 하 다. 가구 연 총소

득 수 별로 도시의 경우 소득층인 1분 (763

만원 이하)가 17.8%, 3분  이상(1,194만원 이

상)은 11.7%, 2분 (764∼1,193만원)가 11.3%순

으로 자살생각을 게 하 고, 농 은 1분 (763

만원 이하)가 14.8%, 2분 (764∼1,193만원)가 

9.8%, 3분  이상(1,194만원 이상)은 8.3%순으로 

자살생각을 게 하 다(Table 1).

2. 독거노인의 정서적 지지상태와 자살생각

  도시 독거노인은 비동거 자녀, 손자·손녀간의 

정서  지지가 없는 집단이 많은 집단보다 자살

생각의 험도가 4.516배 높게 나타났으며(p<0.001), 

농  독거노인은 친인척간의 정서  지지가 없는 

집단이 많은 집단보다 자살생각의 험도가 

2.315배 높게 나타났다(p=0.014). 도시 독거노인은 

친구간의 정서  지지가 없는 집단이 많은 집단

보다 자살생각의 험도가 2.273배 높았고(p<0.001), 

농  독거노인도 친구간의 정서  지지가 없는 

집단이 많은 집단보다 자살생각의 험도가 2.322배 

높았다(p=0.020). 도시 독거노인은 독거기간이 1

개월 증가함에 따라 자살생각의 험도가 1.002배 

증가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2) 

(Table 2).

Table 1. The proportion of suicide idea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Unit : Person(%)

Variables

Urban

p-value

Rural

p-value
N

Suicide 

ideation(%)*
N

Suicide 

ideation(%)*

Sex

Male 227 48 ( 21.1)
0.01

159 27 ( 17.0)
0.16

Female 1,260 182 ( 14.4) 1,104 139 ( 12.6)

Age  

65 ∼ 69 238 45 ( 18.9)

0.07

146 16 ( 11.0)

0.81

70 ∼ 74 418 60 ( 14.4) 325 40 ( 12.3)

75 ∼ 79 449 79 ( 17.6) 392 53 ( 13.5)

80 ∼ 84 281 37 ( 13.2) 265 36 ( 13.6)

85 + 101 9 (  8.9) 135 21 ( 15.6)

Education level

Lack of schooling

(Illiteracy)
256 37 ( 14.5)

0.26

448 64 ( 14.3)

0.13

Lack of schooling

(Literacy)
471 72 ( 15.3) 443 54 ( 12.2)

Elementary 473 70 ( 14.8) 293 34 ( 11.6)

Middle-High 248 40 ( 16.1) 72 11 ( 15.3)

College more 39 11 ( 28.2) 7 3 ( 42.9)

Household annual income

1
st
 percentile 945 168 ( 17.8)

0.01

884 131 ( 14.8)

0.032
nd
 percentile 311 35 ( 11.3) 246 24 (  9.8)

3
rd
 percentile above 231 27 ( 11.7) 133 11 (  8.3)

Total 1,487 230 ( 15.5) 1,263 166 ( 13.1)

* The proportion of number of suicide ideation among number of each items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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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elationship of emotional support and suicidal ideation of elderly living alone

Variables

Urban Rural

Unadjusted

OR
95% CI

Unadjusted

OR
95% CI

Emotional support from children and grandchildren

Have enough emotional support 1.000 - 1.000 -

Have regular emotional support 1.215 (0.834, 1.770) 0.852 (0.572, 1.270)

Have less emotional support 4.516
*

(2.882, 7.077) 1.622 (0.909, 2.897)

Emotional support from family and relatives

Have enough emotional support 1.000 - 1.000 -

Have regular emotional support 0.869 (0.414, 1.822) 0.902 (0.417, 1.952)

Have less emotional support 1.569 (0.795, 3.096) 2.315* (1.182, 4.531)

Emotional support from friend

Have enough emotional support 1.000 - 1.000 -

Have regular emotional support 0.984 (0.719, 1.346) 1.382 (0.978, 1.954)

Have less emotional support 2.273** (1.485, 3.478) 2.322* (1.144, 4.714)

Period of the elderly living alone 1.002
*

(1.001, 1.003) 1.000 (0.999, 1.002)

* p<0.05, ** p<0.001

3. 독거노인의 건강상태와 자살생각

  도시 독거노인은 주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이 

건강한 집단보다 자살생각의 험도가 2.161배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1). 도시 

독거노인은 우울 집단이 정상 집단보다 자살생각의 

험도가 6.311배 높았으며, 농  독거노인의 경

우도 마찬가지로 우울 집단이 정상 집단보다 자

살생각의 험도가 4.515배 높았다(p<0.001). 도시 

독거노인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제한이 있는 

집단이 제한이 없는 집단보다 자살생각의 험도가 

1.834배 높았으며(p<0.001), 농  독거노인의 경

우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제한이 

있는 집단이 제한이 없는 집단보다 자살생각의 

험도가 1.637배 높았다(p=0.011). 도시 독거노인은 

학 를 경험한 이 있는 집단이 경험한 이 없는 

집단보다 자살생각의 험도가 3.881배 높았으며, 

농  독거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 를 경험한 

이 있는 집단이 경험한 이 없는 집단보다 자

살생각의 험도가 5.836배 높았다(p<0.001). 도시 

독거노인은 만성질병의 수가 1개 증가함에 따라 

자살생각의 험도가 1.147배 증가하 으며(p<0.001), 

농  독거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만성질병의 

수가 1개 증가함에 따라 자살생각의 험도가 

1.099배 증가하 다(p=0.037). 도시 독거노인의 주간 

음주량은 과음주 집단이 무음주 집단보다 자살생

각의 험도가 1.110배 높았으며, 농  독거노인도 

마찬가지로 과음주 집단이 무음주 집단보다 자살

생각의 험도가 1.261배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도시 독거노인은 양

리 상태가 1 이 나빠질수록 자살생각의 험

도가 1.637배 증가하 으며, 농  독거노인의 경

우도 마찬가지로 양 리 상태가 1 이 나빠질

수록 자살생각의 험도가 1.640배 증가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1)(Table 3).

4. 독거노인의 자살생각 관련요인

  도시 독거노인의 우울정도는 정상 집단보다 우울 

집단에서 자살생각의 험도가 3.963배 높았으며

(p<0.001), 농  독거노인도 정상 집단보다 우울 집

단에서 자살생각의 험도가 3.276배 높았다

(p<0.001). 학  경험도 도시 독거노인은 경험이 없

는 집단보다 학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자살생각의 

험도가 3.287배 높았으며(p<0.001), 농  독거노

인도 학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학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자살생각의 험도가 4.356배 높았다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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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lationship of health status and suicidal ideation of elderly living alone

Variables

Urban Rural

Unadjusted

OR
95% CI

Unadjusted

OR
95% CI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status 1.000 - 1.000 -

Bad healthy status 2.161** (1.495, 3.124) 1.482 (0.990, 2.220)

Depression

Normal 1.000 - 1.000 -

Depression 6.311** (4.537, 8.778) 4.515** (3.158, 6.457)

ADL·IADL

Unlimited 1.000 - 1.000 -

Limited 1.834* (1.292, 2.605) 1.637* (1.119, 2.395)

Abuse

Non-abuse 1.000 - 1.000 -

Experienced Abuse 3.881** (2.661, 5.660) 5.836** (3.790, 8.985)

Number of chronic disease 1.147
**

(1.071, 1.229) 1.099
*

(1.006, 1.200)

Quantity of alcohol average in a week

Non-alcohol drinker 1.000 - 1.000 -

Normal alcohol drinker 0.973 (0.657, 1.442) 0.793 (0.510, 1.235)

Binge alcohol drinker 1.110 (0.623, 1.978) 1.261 (0.714, 2.226)

Deteriorated nutrition status 1.637** (1.468, 1.826) 1.640** (1.438, 1.870)

* p<0.05, ** p<0.001

  한, 도시 독거노인과 농  독거노인 둘 다 양

리 상태가 나쁠수록 자살생각의 험도가 각각 

1.222배, 1.280배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p=0.005)(p=0.003). 도시 독거노인은 비동거자녀, 

손자·손녀의 정서  지지 요인이 향을 주었는데, 

정서  지지가 많을수록 자살생각의 험도가 0.903

배 낮아졌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6). 

반면, 농  독거노인은 친인척(형제·자매 포함)의 

정서  지지가 많을수록 자살생각의 험도가 

0.927배 낮아졌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34) 

(Table 4).

고  찰

  한국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지난 20년간 

노인 자살 사망률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격한 인구 증가는 사회의 다양한 노인 문

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노인자살과 련된 

문제는 매년 꾸 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을 한 도시 독거노인의 

일반  특성은 여자보다 남자에서, 가구 연 총소

득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

았다. 독거노인을 상으로 연구한 선행 연구에

서는 남자보다 여자에서 자살생각이 높게 나와

[12,14,15],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 다. 

이는 연구 상자  남성의 수가 여성의 수보다 

하게 작아서 나타난 상인 것으로 사료된다.

  자살생각을 한 도시 독거노인은 비동거 자녀, 

손자·손녀간의 정서  지지가 을수록 자살생

각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가족 간의 강한 

유 계가 있는 한국의 특성을 볼 때 노인이 되

어서도 이러한 지지체계가 지속되어야 하나 가족

간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노인들이 인

식하는 가족구조와 실 인 가족 구조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가족 

결속도의 감소는 독거노인을 더 고독하게 하고 독

거노인들은 무 심 속에 방치된 채 자살이라는 

극단 인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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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icide idea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related factors

Variables
Urban Rural

Unadjusted

OR

Adjusted 

OR
95% CI

Unadjusted 

OR

Adjusted 

OR
95% CI

Emotional support from children and 

grandchildren
- 0.903* (0.840, 0.971) - 1.022 (0.936, 1.117)

Emotional support from family and relatives - 0.991 (0.927, 1.060) - 0.927* (0.864, 0.994)

Emotional support from friend - 1.025 (0.968, 1.086) - 0.982 (0.912, 1.057)

A solitary period 1.002
*

1.000 (0.999, 1.002) 1.000 1.000 (0.998, 1.001)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status 1.000 1.000 - 1.000 1.000 -

Bad healthy status 2.161
**

1.192 (0.743, 1.913) 1.482 0.863 (0.515, 1.446)

Depression

Normal 1.000 1.000 - 1.000 1.000 -

Depression 6.311
**

3.963
**

(2.659, 5.906) 4.515
**

3.276
**

(2.125, 5.051)

ADL·IADL

Unlimited 1.000 1.000 - 1.000 1.000 -

Limited 1.834
*

1.394 (0.900, 2.159) 1.637
*

0.900 (0.562, 1.440)

Abuse

Non-abuse 1.000 1.000 - 1.000 1.000 -

Experienced Abuse 3.881
**

3.287
**

(2.089, 5.172) 5.836
**

4.356
**

(2.659, 7.135)

Number of chronic disease 1.147** 1.024 (0.935, 1.121) 1.099* 1.018 (0.909, 1.140)

Quantity of alcohol average in a week

Non-alcohol drinker 1.000 1.000 - 1.000 1.000 -

Normal alcohol drinker 0.973 1.229 (0.780, 1.935) 0.793 0.984 (0.607, 1.595)

Binge alcohol drinker 1.110 1.234 (0.589, 2.583) 1.261 1.724 (0.889, 3.346)

Deteriorated nutrition status 1.637
**

1.222
*

(1.061, 1.407) 1.640
**

1.280
*

(1.091, 1.502)

* p<0.05, ** p<0.001

  반면에, 농  독거노인은 친인척(형제·자매 포

함)간의 정서  지지가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유

의하게 낮았다. 농 노인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자녀와 별거하는 비율이 높고 이에 따라 자녀의 

부양기능이 낮다는 을 감안할 때[22], 농  독

거노인은 비동거 자녀, 손자·손녀간의 정서  지

지보다 친인척간의 정서  지지가 많을수록 자살

생각이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도시와 농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은 학  경험이 

없는 집단 보다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우울정도가 

정상인 집단보다 우울 집단에서, 양상태가 악

화될수록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노인층이 비 노

인층보다 심신이 더 쇠약하여 우울과 양상태가 

악화될수록 더 많은 자살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

인다. 그 에서 독거노인은 비독거노인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정서  교감을 할 

상 가 없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사

료된다. 선행연구에서도 독거노인의 경우 취약한 

건강상태, 심한 우울 증상, 낮은 자아 존 감, 약한 

지역사회 통합 등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고[4,23], 학  경험은 자살

생각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

고[5,24,25], 독거노인과 일반노인에서 우울증과 

자살생각이 양의 상 계를 보여주고 있다

[4,12,15,24,26]고 보고되고 있고, 우울은 자살생각

이나 자살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27]고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양상태의 악화가 도시와 농  독거노인의 자살

생각에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는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우울은 양결핍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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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도, 양상태가 좋지 않은 것과 매우 한 

계가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28,29]. 특히 노

인의 양상태는 노년기 건강 리에 필수 이나 

노화에 따라 식욕부진, 활동량 감소, 치아 결손, 

정신  장애 등으로 식사량이 감소되기 쉽고, 소

화  흡수 기능 하와 각종 질병에 의한 양

소의 체내 이용률이 감소되어 양결핍의 험도가 

높게 되며, 동시에 양상태가 신체  질환의 발

병과 회복, 식욕부진, 우울과 같은 정신  상태에 

향을 미치게 된다[30]라고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와 비슷하 다.

  끝으로, 본 연구는 횡단  연구방법을 사용하

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인과 계를 규명하는데 

제약이 있고, 양 리상태 지표는 객 인 지

표가 아닌 주 인 지표를 사용하 기에 지표의 

정확성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의 

2차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국 독거노인을 상

으로 연구를 하 다는 것과 앞서 연구되었던 논

문들과는 다르게 연구 상자인 독거노인을 도시와 

농 으로 분리하여 연구함으로써 도시·농 별 독

거노인의 자살생각과 련요인을 분석하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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