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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따른 자살 험성

정 해ㆍ문소

이 연 는 필리핀 청소년 115명을 대상으로 우울과 불안에 따른 자살위험성 정도와 자살

위험성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상 계연 이다.  이 연 결과 자살

위험성은 우울, 불안과 정적 상 을 보였으며, 자살위험성이 높은 상위 25% 룹과 위

험성이 낮은 하위 25% 룹 간 우울과 불안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본 결과 우울과 불안 변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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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자살은서태평양지역사망주요원인으로꼽히고있으며(DeLeo,Milner,

&Xiangdong,2009), 략 세계 자살의 32%가이 지역에서발생하고

있고매년발생빈도는 세계평균보다 30%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Hendinetal.,2008).필리핀의인구는 략9,000만명으로서태평양지

역에서가장인구가많은국가 하나이지만자살과자살행동역학에

해 거의 알려진 바 없다(WorldHealthOrganization-WesternPacific

RegionalOffice,2007).서태평양지역의다른나라보다필리핀의공식

인자살률은낮지만이는카톨릭종교에의해용납되지않고가족들의치

욕으로 받아들여져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FilipinoCommissiononPopulation,2003).다른카톨릭국가처럼자살

의높은비율이 기치못한상해와사고로잘못분류되고있다는것이다

(Chishtietal.,2003).

최근필리핀의인구통계조사에따르면필리핀의인구는15～30세연령

가지배 이며국가건립에청소년의 향력이 요한것으로인식하고

신체 ,도덕 , ,지 ,안녕을 증진시키고자 하고 있다(박진규․셸

리카스트로버디,2011).

그러나 최근 WHO(2005)는 필리핀 사람 10만 명에 93명이 자살하고

있다는 자료를인용하고동남아시아에서 가장‘자살’발생률이 높은 국

가라고 밝혔다.2004년 통계를 보면 10세 정도의 아이도 자살하고 있

으며,아시아 태평양 공 보건 의 수록을 보면 하루에 5명,1개월

에 약 150명이 자살로 사망했다고 보고하고 있고,이러한 통계는 은

이자살경향의억제를 한 책을마련하지않는것에기인한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코리아경제,2011).

이처럼청소년들의자살률은어느다른연령 보다 속하게증가하

고 있어(Chen,Lee,Wong,&Kaur,2005)어느 발달단계보다 이 연령

의 자살행동에 한 정확한 이해와 꾸 한 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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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며,자살률증가를억제할 로그램개발에앞서자살 련선행

요인이나 결정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청소년학회에따르면청소년자살을 방하기 해서는우울증상과

자살 행동을인식함으로써 방할수있다고한다(AmericanAcademy

ofPediatrics.2000).최근청소년의우울연구는사회화과정과사회 응

의 련변수간 계에 심을갖고진행되고있으며,이러한연구 부

분에서 우울정서는 사회 부 응과 련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Connolly,

Geller,Marton,&Kutcher,1992;Hillsman&Garber,1995).Edman외

(1998)는하와이에거주하고있는필리핀계미국청소년270명을 상으로

자살시도는높은우울수 과 련있음을보고하 다.이처럼청소년들

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살행 는 내 정서를 리하는 부 응 략으로

개념화되고 있고(Kandel,Raveis,&Davies,1991),무력감,분노,우울과

같은내 정서가청소년들의자살경향을 증가시키는것으로보고되었다

(Zlotnick,Donaldson,Spirito,&Pearlstein,1997).인간이경험하는주된

불쾌한심리상태로서 불안 역시자살시도의 주요요인으로강조되고있으

나불안장애와자살행동 련문헌에서연구결과가일치되지않아반복연

구의필요성을제시하고있다(Nepon,Belik,Bolton,&Sareen,2010).

이러한통계와선행연구는잠정 으로자살 험이높은 상자를선별

해심리서비스를제공할필요성이 있고정서변화와 우울 선별을 통한청

소년자살 험성확인이 요함을시사한다.하지만필리핀자살 련하

여최근1974～2005년간자살경향분석연구와(Redaniel,Lebanan-Dalida,

&Gunnell,2011), 국과 필리핀 청소년의 자살사고 비교 연구(Page,

West,&Hall,2011),필리핀 자살시도자의 무력감과 외로움이라는 연구

(Page,Yanagishita,Suwanteerangkul,Zarco,Mei-Lee,&Miao,2006)와

같은실태조사연구일뿐청소년들의자살 험성 측요인을확인한연구

는 희소한 실정이다.이에 이 연구자는 필리핀 청소년을 상으로 우울,

불안,자살 험성실태를 악하고 련성을확인하여청소년의자살 방

로그램개발시 기 자료로이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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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방법

1)연구 설계

이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필리핀 청소년의 우울,불안

과 자살 험성간의 계를 확인하고 자살 험성 향요인을 규명하는

횡단 서술 상 계 연구이다.

2)연구 상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필리핀 라구나의 까부야오에 소재한 학교를

이 연구자가 직 방문하여 교장선생님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구하 으며,연구참여에동의한학생들에게 문과따갈로그어

로 제작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 다.

총134명 연구 상자연령범 인13세～15세를넘는학생15명과,

응답이 불성실한 4명을 제외한 115명으로 분석하 다.

3)연구도구

가.우울

Kovacs(1992)가개발한자기보고형척도로써7세～17세의아동과청소년

들을 상으로지난2주동안의자신을가장잘기술해주는정도를측정할

수있는아동용우울척도(CDI:ChildrenDepressionInventory)를사용하

다.본척도는사회 축,무력감,무능감/부 응,자기비하4하 척도

로구성된총27문항으로,우울증상의심각도에따라0,1,2으로평가되

어 총 이 0～54이며 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하고 다양한 우울

증상을보이는것으로볼수있다.이연구에서신뢰도Cronbach'salpha

계수는하 역별.69,.67,.58,.52이고, 체신뢰도계수는.85이었다.

나.불안

Beck,Emerry와Greenberg(1985)에의해불안을측정하기 해개발된

총21문항으로0에서3 으로평가되어총0～63으로 수가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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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본 척도는 수의 합이 0～21 은

불안그룹,22～35 은 등도불안그룹,36 이상은주의그룹으로분류

할 수 있으며,이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alpha계수는 .89이었다.

다.자살 험성

Cull과 Gill(1982)이 성인과 청소년의 자살행동을 측하고자 개발한

(SPS:SuicideProbabilityScale)자기보고형척도이며36문항으로구성되

어 있다.자살 험성은 자살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하며,SPS는

망감12문항,자살사고8문항,부정 자기평가 9문항, 감7문항의

4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이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계수는 .89이었다.

4)자료분석방법

수집된자료는SPSS-win18.0program을이용하여분석하 으며 상자

의인구학 특성 제변수의평균,표 편차등은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로,일반 특성과자살 성에따른우울과불안정도를비교하기

하여t-test를이용하 다. 상자의우울,불안,자살 험성간의 계를

확인하기 해Pearsoncorrelationcoefficient를실시하 고자살 험성을

측하기 하여로지스틱회귀분석을사용하 다.

3.연구 결과

1) 상자의 일반 특성과 우울,불안,자살 험성

상자 에는 14세가 반을 차지하 으며,여학생이 63.5%로 나타

났다.형제가 없는 학생이 약 30% 으며,경제수 이 ‘낮다’고 생각하

는학생은28.9%로서,많은학생이보통이상은산다고응답하 다.응

답자의부모는모두2/3정도가고등학교졸업이하의학력이었다.일

반 특성에 따른 자살 험성을 분석한 결과,나이,성별,형제유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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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불안 자살 험성

구분 특성 n(%)
평균

±표 편차
t/F(p)

평균
±표 편차

t/F(p)
평균

±표 편차
t/F(p)

나이
13
14
15

43(37.4)
58(50.4)
14(12.2)

0.61±0.30
0.23±0.03
0.29±0.08

2.11
(.126)

1.51±0.74
1.45±0.54
1.79±0.58

1.66
(.196)

1.05±0.49
1.08±0.36
1.24±0.42

1.08
(.346)

성별
남
여

42(36.5)
73(63.5)

0.51±0.24
0.63±0.27

-2.32
(.022)*

1.38±0.58
1.59±0.64

-1.73
(.086)

1.00±0.36
1.15±0.44

-1.85
(.067)

형제
유무

있다
없다

81(70.4)
34(29.6)

0.61±0.27
0.52±0.26

1.61
(.110)

1.54±0.65
1.44±0.56

.80
(.428)

1.12±0.42
1.01±0.42

1.30
(.195)

경제
수

하
,상

33(28.9)
81(71.1)

0.64±0.26
0.56±0.27

1.38
(.170)

1.58±0.71
1.49±0.59

.63
(.529)

1.12±0.47
1.08±0.40

.47
(.642)

부학력

고등학교
이하
학교
이상

75(65.2)
40(34.8)

0.60±0.28
0.55±0.25

.99
(.323)

1.64±0.65
1.28±0.51

3.09
(.003)*

1.11±0.44
1.06±0.38

.51
(.611)

모학력

고등학교
이하
학교
이상

74(64.3)
41(35.7)

0.59±0.27
0.57±0.26

.25
(.802)

1.54±0.62
1.46±0.64

.63
(.529)

1.09±0.43
1.10±0.40

-.10
(.925)

*p<.05

<표 1>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우울,불안,자살 험성(n=115)

모의 학력과는 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울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t=-2.32,p=.022),불안은 부의 학력이 고등학교 이하가 학교

이상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09,p=.003)(<표 1>).

2) 상자의 우울,불안,자살 험성 정도

상자의우울은2 만 에0.58 이었고,구체 으로하 역별로

사회 축 0.47 ,무력감 0.67 ,무능감/부 응 0.57 ,자기비하

0.61 이었으며,불안은 3 만 에 1.51 ,자살 험성은 4 만 에

1.09 이었다(<표 2>).

변수명 평균±표 편차 최소값～최 값

우울 0.58±0.267 0.07～1.44
사회 축 0.47±0.343 0.00～1.71
무력감 0.67±0.330 0.00～1.38

무능감/부 응 0.57±0.337 0.00～1.67
자기비하 0.61±0.322 0.00～1.83
불안 1.51±0.626 1.00～3.00

자살 험성 1.09±0.417 0.17～2.58

<표 2> 상자의 우울,불안,자살 험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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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자의 우울,불안,자살 험성 상 계

상자의 자살 험성과 변수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우울과 불

안은자살 험성과통계 으로유의한상 계가있었으며,우울하

역별 자살 험성 계에서도정 상 을보 고,하 역 자기비하

가 자살 험성과 가장 상 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

4)자살 험성 정도에 따른 우울,불안

자살 험성정도에따른우울과불안정도의차이를검증하고자자살

험성 척도의 수를 상 25%와 하 25%로 나뉘어 분석한 결과,상

25%그룹은30명,하 25%그룹은28명이해당되었고,우울(t=-6.78,

p<.001)과불안(t=-6.09,p<.001) 수모두상 25%그룹이하 25%그

룹보다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4>).

1 2 3 4 불안 자살 험성

우울 체 .833*** .842*** .751*** .765*** .490*** .679***

1.사회 축 .553*** .550*** .538*** .344*** .527***

2.무력감 .501*** .569*** .439*** .578***

3.무능감/부 응 .394*** .333*** .468***

4.자기비하 .453*** .600***

불안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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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련변수와 자살 험성의 상 계 (n=115)

변수명
자살 험성†

낮음 (28) 높음 (30) t(p)

우울 0.40±0.191 0.82±0.269 -6.78(.001)

불안 0.66±0.385 1.29±0.403 -6.09(.001)

†자살 험성 낮음은 하 25%,높음은 상 25%를 나타냄.

<표 4>자살 험성 수 에 따른 우울과 불안 (n=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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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B S.E. Wald p
신뢰구간

하한 상한

상수 -7.103 1.894 14.056 .000

우울 수(총 ) 6.828 2.261 9.119 .003 10.981 77577.959

불안 수(총 ) 3.330 1.292 6.643 .010 2.220 351.202

NagelkerkeR² .704

†자살 험성 높음(상 25%;28명)와 낮음(하 25%;30명)을 이용한 분석임.자살 험성 높음의
로짓을 종속변수로 이용함.

<표 5>자살 험성 수 †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n=58)

5)자살 험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

자살 험성에 향을미치는요인을 악하고자상 25%30명과하

25%28명,총58명으로분석을시도하 다. 체 상자의 반만이용한

분석이라사례수가 으므로 련변수를 악하기 하여성별과생활수 ,

우울,불안과의이변량분석을시행하 다.성별과생활수 (낮음, 이상)

에따른자살 험성을카이제곱검정으로확인한결과,생활수 (p=.737)은

유의하지않았다.성별(p=.067)은marginallysignificant한 계를보 으

므로성별을통제변수로고려하 으나우울과불안을독립변수로분석하

을때성별은 련이없는것으로분석되어최종모형에서는제외하 다.

성별을 제외한 최종모형에서 우울 수가 높을수록,불안 수가 높을

수록자살 험성이높을확률이높았고,불안보다우울이더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성별을 포함한 모형과 성별을

제외한 최종모형의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 V.I.F.를 검한 결과 다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논의

청소년 정신건강은 반 으로 건강의 필수요소이며,그 요성에

한 인식이 공 보건 문가들 사이에 증가하고 있다(Dhuria,Sharma,

Taneja,Kumar,&Ingle,2009).청소년의 자살행동은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주요한 건강문제로 세계 사망원인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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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Nock,Borges,&Bromet,etal.,2008).

요한 보건문제로 인식이 증가되고 있지만,여 히 부분의 서태평

양 나라에서는 자살에 한 오명과 이해부족으로 우선순 가 낮은 건강

문제로 여겨지고 있고 서태평양권에서 인구 도가 높은 필리핀 역시 자

살에 한 연구가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맥락에서이연구는필리핀청소년의우울과불안,자살 험성

정도와자살 험성 측요인을규명하고자하 으며,주요연구결과를토

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이연구 상자의우울은2 만 에0.58 이었고,불안은3 만 에

1.51 ,자살 험성은 4 만 에 1.09 으로 우울과 자살 험성 정도는

높지않았고 불안은보통수 이었다.Redaniel외(2011)는1974-2005년

간필리핀자살경향연구에서사망원인으로자살은분류되지않는사망,

사고사에이어3 으며,1980년이후자살과사고사는증가한반면,분

류되지 않는 사망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이러한 사망원인

추이변화이유를 분류되지않는사망의원인의 부분이 자살이기때문

인것으로설명하고있다. 한세 별자살률분석에서는5세～14세부

터 자살률이 격히상승해서 15～24세의 자살률이다른 연령군에비해

가장 높았고,2005년 15세～24세 성별 자살률은 남성은65세 이상,25～

44세 이어 3번째,여성은 10만명당 2.1명꼴로 가장 높았다.

국내연구에서김 순(2008)은1992년부터2002년까지한국자살사망률

은약1.7배증가하 고, 체사망에서자살이차지하는비율도3.3%에서

7.44%증가한 것으로 제시하 다.연령별 자살율 변화 역시 24세 이하

의 체사망원인 자살이차지하는비율은증가하여2002년31.01%에

이르 고,여성에서의자살률이남성보다더높은것으로보고하고있다.

이상의연구를통해한국과필리핀의청소년의자살문제는청소년사망

원인 매우 요한원인인것으로확인할수있으나,이연구에서는선

행연구에서자살 련요인으로확인된우울과불안 수가높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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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험성정도가낮은것으로생각해볼수있다.이는이연구가일부

필리핀지역의청소년을 상으로하고있고,필리핀청소년의자살 험

성 련 변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요인들을

포함한 포 인 탐색을 시도해 볼 것을 제언한다.

이연구 상자의우울과불안정도에따른자살 험성차이검정결

과 우울과 불안이 높을수록 자살 험성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에게우울은 자살생각을 측하는 가장강력한 변

인 에 하나이며(임인순,2004),자살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발견되

는가장일반 인특징은우울이라는연구보고와(Rainer,1984)자살충동

의가장강한 측인자들이우울증상이었다는연구결과와맥을같이한

다(Kandelletal.,1991).불안장애는 자살행 와 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있고(Sareen,Cox,Afifi,etal.,2005),Cougle,Keough,Riccardi

와 Sachs-Ericsson(2009)은 불안장애와 자살시도간의 계를 입증함으로

써자살시도의 험요인으로불안의역할을강조함으로써불안이높을수

록 자살 험성 정도가 높은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다.

자살 험성간의 상 계분석결과 자살 험성은 우울,불안과 유의한

정상 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구체 으로우울의하 역인자

기비하와높은상 계를보 고,무력감,사회 축,무능감/부 응의

순으로상 계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한자살 험성을설명하는

요인을확인하기 해상,하 25%에속하는58명을 상으로로지스틱

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우울 수가높을수록,불안 수가높을수록자살

험성이 높았고,우울이 불안보다 자살 험성과 더 한 계가 있는

것으로나타났다.상 계분석에서우울의하 역 자기비하가심할

수록자살 험성이 높은것은청소년의자아존 감이청소년의자살사고

에 향을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박 숙,구 ,&Schepp,2005)와

자아존 감이높을수록우울이낮음을확인하고개인내 보호요인 자

아존 감은자살과 련된주요 측요인이자, 표 인보호요인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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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있는연구결과(Park,Schepp,Jang,&Koo,2006)와일 된다.이

러한일련의선행연구결과와이연구결과를통해자살 험성을감소시킬

수있는 재 로그램을개발하고자할때는 불안수 을낮추고자존감

을높이며무력감을극복하는노력이필요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Page외(2006)는자살을시도한타이완,필리핀,태국청소년들의 망

감과 외로움이 높았음을 보고하 고(Pageetal.,2006),Page외(2011)의

연구에서 필리핀 학생을 상으로 자살사고 측요인으로 물질남용,신

체활동,외로움, 망/슬픔과걱정을제시하 다.공통 으로제시된

망감은 우울의 요한 구성요소이므로(Juon,Nam,&Ensminger,1994),

이연구에서우울을 측요인으로분석한결과와유사하다.자살시도횟

수가 많을수록 부정 인 정서 불안과 우울수 이 높았고(Stein,Ratzoni,

Har-Even,&Avidan,1998),이는 불안과 우울 수 이 높은 상자에게

서높은공격성은상습 인비행을발생시킬수있는 험성을증가시키

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따라서필리핀청소년의자살 방을 해서

는 불안 감소를 한 개입 뿐 아니라 험요소의 향을완충해주는 보

호요소인자아존 감강화를통한우울을감소시킬수있는방안이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5.결론 제언

이 연구는 필리핀 청소년을 상으로 자살 험성에 향하는 주요

측요인을 조사한 횡단 서술 상 계 연구이다.연구결과 필리

핀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이 높을수록 자살 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고,자살 험성과 우울,불안은 유의한 순상 계가 있었고,불안

과 우울 하 역 자기비하와 무력감이 자살 험성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종교와 문화 향으로 간과되고 있었던 필리핀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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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험성 실태를 분석하고 그 향요인을 실증 으로 확인하 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필리핀 청소년의 자살을 이해하고 그

방 책을 강구하는데 기여하리라 기 된다.

그러나일지역필리핀청소년을편의표집하여그결과를일반화하는

데제한 이있어표본의 표성 조사방법의보완을통한추후연구

가시도될필요가있으며,추후에는이연구에서확인된변수외에도

향을미칠수있는여러요인을확인하고자살을 방할수있도록돕기

한 구체 교육 로그램 개발에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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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해는미국아이오아 학교(UniversityofIowa)에서보건통계학으로석사와박사학

를 받고,동신 학교간호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Effectsoffootreflexology

onfatigue,sleepandpain:Asystematicreviewandmeta-analysis.”(2011),“성별에

따른일부 학생의건강증진행 련요인”(2011),『통계학비 공자를 한자료분

석』(1998,공 ),『보건통계분석』(2002,공 )등의논문과 서가있다.

문소 은고려 학교 학원에서간호학박사학 를받은후목포 학교간호학과

에서조교수로 일하고 있다.최근연구로는 “다문화 가정 등학생의부모에

한 애착 계가 분노와 분노표 에 미치는 향”(2012),“일 지역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부모양육태도와애착 아동의스트 스 처방식과부 응행동과의

계”(2011)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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