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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Objectives: To determine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among hemodialysis patients in 

Ch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Methods- 41 hemodialysis patients were evaluated from April 2004 to January 2005. 

Sociodemographic questionnaire included age, sex, religion,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monthly income, subjective sense of socioeconomic status, pre-and post diagnosis 

occupation, hospital expense responsibility, illness duration, etc. Questionnaire for health 

habit included subjective sense of health status, smoking, drinking, suicidal ideation, and 

suicidal attempt etc. K-BDI was used to evaluate depression, and STAI for anxiety, 

self-esteem scale, and family and hospital staff supports scale was evaluated. We defined 

dependent variable as having suicidal ideation and coded positive suicidal ideation as 'r no 

suicidal ideation as 'O'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find corre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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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uicidal ideation using variables that have been found to be risk factors of suicidal 

ideation.

Result- Poor subjective sense of socioeconomic status(OR=9.688 95% CI 1.161-80.846) and 

education level under 12 years(OR=22.507 95% CI 1.049-483.005) were found to be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Conclusions: Socioeconomical support from government and firm and constant support 

from medical staff and family is crucial for them not to have suicidal ideation.

Key words- Suicidal ideation, socioeconomic status, hemodi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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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말기신부전 환자에 있어서 혈액투석은 정 

상적인 생활양식의 붕괴와 함께 새로운 심리 

적, 사회적 적응을 요구하며 점차적으로 사회 

적 활동의 제한，위기, 개인적 상실을 가져오 

게 되며 이러한 반복적인 만성적 스트레스는 

이들 환자에게서 우울증의 심도를 상승시키 

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전체 투석 

환자의 약 9%가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장애로 

입원해 있으며，혈액투석환자가 복막투석환자 

보다 정신질환，우울，알코올 또는 다른 약물 

사용이 많으며，다른 만성질환자보다 투석을 

하는 환자가 다른 만성 질환 환자에 비해 정 

신장애를 가질 위험성이 1.5-3배 정도가 된다 

고 알려져 있다(2). 신장질환자의 주된 정신 

병리는 불안(있，우울(4)，과도한 스트레스, 높 

은 자살률，정신증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 

한 정신병리는 만성 신장 질환 자체의 경과 

나 합병증의 발병에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 

져 있다(5). 이러한 정신병리를 예방하여 치 

료의 순응도를 높이고，예후를 좋게 하기 위 

해서는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의료진으로부터 

의 지지 등이 결정적이다(6,7). 최근 한국에서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Abram 등(8) 

은 혈액투석 환자들의 자살률이 정상인보다 

400배가 높고 5%에서 자살행동이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자살은 개인과 가정 및 사회에 큰 

부담을 지우는 정신과적 증상의 하나이며，그 

파급효과는 사회경제적으로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살사고의 관 

련요인을 조사하여 자살 가능성을 낮추기 위 

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본 예비 연구를 시 

행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 기간 및 조사 대상의 선정

2004. 4. 1.부터 2005년 1월까지 약 10개월 

에 걸쳐 제주대학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투석 

하고 있는 환자 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조사 방법

1인의 조사원이 인공신장실을 방문하는 투 

석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설명하고 의문 

이 있는 경우, 설문 실시 중에 수시로 질문하 

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만약 자가 기재가 힘 

든 경우 조사원이 면접으로 조사를 실시였다.

3) 측정도구

(1) 사회인구학적 및 보건의식 행태에 관 

한 설문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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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구학적인 정보에 대한 측정에는 본 

연구에서 작성된 설문을 사용하기로 한다. 성 

별, 나이，종교，결혼상태, 교육정도，월평균 

수입，사회경제적 수준，발병전후 직업， 치료 

비 부담，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은 기간, 진 

단받은 이후 투석을 시작한 시기，등이 포함 

되었으며 보건의식 형태에 대한 설문에는 건 

강의식조사，흡연습관，음주습관(CAGE), 운동 

및 식습관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2) 우울증의 평가

우울증의 평가는 BDI 척도(9)를 바탕으로 

개발한 K-BDI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증상의 유무와 심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 

한 자기기입형 척도로서 우울증의 인지적, 정 

서적，동기적，신체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민규 등(10，11)의 

K-BDI 에 대한 신뢰도 및 요인 분석 연구와 

타당도 연구에 따르면，신뢰도 계수가 남녀 

각각 0.86, 0.84였고，T-점수 분포에서 평균으 

로부터 +1.5 SD에 해당하는 점수를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절단점으로 제시하였는데 여기 

에 해당하는 T-점수는 남자의 경우 65점이고 

여자의 경우는 64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민규 등의 연구에 제시된 성별，연령별, 절단 

점을 선정하였다. 남자의 평균 절단점은 23점 

여자의 평균 절단점은 24점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는 0.901 이었다.

(3) 불안의 평가

불안 척도는 Spielberger(12)의 STAI를 김 

정택(1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 

는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점수는 

20-80점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수준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김정택 

(13)의 연구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증명되었 

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는 상태불 

안은 0.900, 특성불안은 0.858 전체 불안은 

0.937이었다.

(4) 자아존중감의 평가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4)가 개발 

한 검사를 전병세(15)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 

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 

아존중감 5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 

어있으며 최저 10점에서 50점의 범위이며，점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기존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는 

0.79(16)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는 0.664였다.

(5) 가족지지 및 의료진의 지지도의 평가

가족지지 측정도구는 최영희(17)가 Cobb(6) 

의 도구를 바탕으로 작성한 가족지지측정도 

구를 사용하였다. 강현숙(18)의 연구에서 신 

뢰도는 0.803이었다. 모두 11문항으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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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점，최고 55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의 cronbach alpha는 0.850이었다.

의료인의 지지 측정도고는 이소우 등(19)이 

Traux의 relationship questionnaire를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강현숙(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0.81 이었다. 모두 11문항으 

로 최저 11점, 최고 55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 

을수록 지지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는 0.875였다.

(6) 통계 분석

① 종속변수

대상자의 자살사고가 있는 경우를 ‘1’ 없는 

경우를 ‘0’으로 부호화 하였다.

② 분석방법

각 변수수준에 따른 자살사고의 위험도를 구 

하였고，단변량분석에서 유의하다고 판단되 

고，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자살사고와 

관련이 깊다고 알려진 변수를 포함하여 다변 

량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 

계분석은 SPSS 10.0을 이용하며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3. 결과

전체 대상자는 남자 20명(48.8%), 여자 21 

명(51.2%)이었다. 전체 평균 연령은 52.7세(표 

준편차 11.1)였으며，남자 51.4(표준편차 11.8), 

여자 54.1(표준편차 10.5)로 남녀 간 연령 차 

이는 없었다. 50세 이상인 경우가 24명으로 

전체의 40%였다. 고등학교 교육 수준 이상이 

26명으로 63.4%였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나쁘 

다고 한 경우가 72.5%였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16명으로 43.2%에 달했다. 월 평균 수 

입이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19명으로 59.4% 

였으며，치료비용을 본인이 낸다고 한 경우는 

11명으로 31.4%에 불과했다. 투석을 받은지 5 

년 이하가 24명으로 68.6%였으며, 5년 이상 

되는 경우가 11명으로 31.4%였다(Table 1).

2) 연구대상자의 변수 수준별 자살사고의 

교차비

성별 연령을 보정한 후，사회경제적 수준이 

나쁘다는 경우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서 자살사고를 가질 위험도가 5.974배(95% 

CI 1.044-34.167)높았으며，식이요법 순응도가 

좋은 경우에 비해 나쁜 경우가 6.574배(95% 

CI 1.047-41.290) 높았다. 성별 연령，결혼상 

태，종교유무，교육수준, 월수입，치료 기간 및 

투석 기간 등에 따른 위험도의 차이는 없었 

다. 가족지지 (OR=0.894 95% CI 0.797- 1.003) 

와 의료진의 지지 점수(OR=0.900 95% CI 

0.807-1.005) 및 특성불안(OR=1.089 95% CI 

0.988-1.201)의 경우는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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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자살사고의 경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 하였다(Table 2).

3)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성별，연령，교육수준 등 일반적으로 우울 

및 자살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변수와 

앞선 단순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주관적 

경제수준 등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살 

사고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변량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나쁜 사회경제적 

수준(OR=9.688 95% CI 1.161-80.846)과 고등 

학교 이하의 교육 수준(OR=22.507 95% CI 

1.049-483.005) 이 자살사고의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3).

4. 고찰 및 결론

급증하고 있는 자살률은 최근 한국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살은 개인과 

가정 및 사회에 큰 부담을 지우며，사회경제 

적 손실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만성 

질환자의 경우 우울증의 빈도가 높으며，자살 

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8).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나쁘다고 

생각할수록 자살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우울증과 자살사고 

의 관련요인 연구(20)들과 일치하는 연구결과 

이다. 기존 알려져 있는 자살의 위험요인은，

45세 이후，남자，무배우자，실직상태，대인관 

계의 갈등，가정불화，정서불안정 및 사회적 

고립과 가족의 무관심，만성질환，우울증，정 

신질환 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20).

만성질환으로 인한 실직과, 과도한 의료비 

및 생산 활동에 참가할 시간의 부족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수준의 저하는 만성 신장질 

환자 특히 투석을 해야만 하는 환자들에게 

더욱 큰 부담을 지우게 하며，만성신부전-우 

울-가난-우울-증상의 악화 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어려운 사회경 

제적 상태는 우울장애의 위험요인이기도 하 

므로 신장장애 환자들의 경우 더더욱 우울장 

애도 많이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러 

연구들(21-23)은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우울증 

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50%에 육박하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우울증상은 

치료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부정적 

치료 결과는 환자들의 우울증을 악화시키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거나 절망감을 느끼게 하고 

자살사고，자살충동，자살행동에까지 이르게 

된다(4,24-25).

또한 낮은 교육수준이 본 연구의 결과 자 

살사고의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대개는 스트레스를 해소할만한 사 

회경제적 여유나 시간적 여유，또는 정신적 

이완을 할 만한 자아의 융통성 등이 부족하 

다. 자살사고에 이르게 되기까지 환자들이 겪 

게 되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적절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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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지 못하는 경우 경직된 자아의 경우 자 

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될 가능 

성이 많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한된 숫자의 예비연구로서 기 

존에 알려진 자살사고의 위험요인들을 밝히 

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충분한 수의 표본 

을 추출한 연구가 진행된다면，본 연구의 결 

과 나타난 낮은 교육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수 

준뿐만 아니라 기타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관련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신장질환자의 

절망감，우울，자살사고 및 스트레스 관련요 

인으로 알려진 가족지지도(26)，의료진의 지 

지도(27), 불안정도(28)，자아존중감(29) 둥은 

자살사고의 관련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얻었다. 이 

는 표본수의 제한에 따른 차이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충분한 수의 표본을 추출한 연 

구가 진행된다면 제주지역 만성 신부전 환자 

의 자살사고의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토대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혈액투석을 하는 만성 신장 질 

환자의 자살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제 

주지역 전체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경제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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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N %

Sex Male 20 48.8

Female 21 51.2

Age Under 50 16 40

50 and Over 24 60

Socioeconomic status Fair 11 27.5

Poor 29 72.5

Marital status With spouse 21 56.8

Without spouse 16 43.2

Religion Yes 27 65.9

No 14 34.1

Education (years) 12 years and over 26 63.4

under 12 years 15 36.6

Occupation (pre - Dx) Yes 3 7.7

No 36 92.3

Occupation (post-Dx) Yes 23 60.5

No 15 39.5

Monthly Income (thousands won) Under 500 19 59.4

500 and Over 13 40.6

Hospital expense responsibility Themselves 11 31.4

Others 24 68.6

Treatment period(years) 1 and under 8 22.9

1-5 16 45.7

5 and over 11 31.4

Years after diagnosis 5 and under 19 52.8

Over 5 17 47.2

Time to start dialysis after diagnosis immediately 25 73.5

6 month after 9 26.5

Dialysis years 5 and under 24 68.6

Over 5 11 31.4

Compliance- diet Good 18 47.4

Fair 9 23.7

Poor 11 28.9

No. of admission 0 12 36.4

1-5 19 57.6

Over 5 2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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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ge and sex adjusted odds ratio of suicidal ideation

* Age adjusted ** Sex adjusted 十 Odds Ratio 牛 Confidence Interval

N % ort 95% Cf

Sex* Male 10 52.6

Female 8 42.1 0.724 0.198 2.654

Age** Under 50 8 50.0

50 and Over 10 47.6 0.934 0.252 3.463

Socioeconomic status Fair 2 18.2

Poor 16 59.3 5.974 1.044 34.167

Marital status With spouse 9 47.4

Without spouse 9 60.0 2.236 0.497 10.048

Religion Yes 5 38.5

No 13 52.0 2.104 0.420 10.543

Education (years) 12 years and over 11 44.0

under 12 years 7 53.8 1.825 0.339 9.823

Occupation (pre-Dx) No 1 33.3

Yes 16 47.1 1.986 0.156 25.298

Occupation(post-Dx) Yes 11 47.8

No 7 53.8 1.041 0.254 4.278

Monthly Income 

(thousands won)
Under 500 8 42.1

500 and Over 7 63.6 1.542 0.287 8.290

Hospital expense responsibility Themselves 5 50.0

Others 11 47.8 1.350 0.270 6.764

Treatment period (years) 1 and under 5 62.5

1-5 7 43.8 0.323 0.047 2.233

5 and over 5 50.0 0.410 0.046 3.680

Years after diagnosis 5 and under 8 42.1

Over 5 10 62.5 1.928 0.450 8.260

Time to start dialysis after
diagnosis

immediately 12 50.0

6 month after 4 44.4 0.698 0.143 3.405

Dialysis years 5 and under 12 50.0

Over 5 5 50.0 0.933 0.183 4.753

Compliance； diet Good 5 27.8

Fair 5 55.6 3.446 0.599 19.811

Poor 8 72.7 6.574 1.047 41.290

State anxiety 1.060 0.979 1.148

Trait anxiety 1.089 0.988 1.201

Anxiety total 1.038 0.992 1.085

Self-esteem 0.939 0.787 1.121

Family support 0.894 0.797 1.003

Hospital staff support 0.900 0.8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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