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lationship Betwee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the Risk of Lifetime Suicide Attempts

Korean J Child Stud 2020;41(2):27-39 
https://doi.org/10.5723/kjcs.2020.41.2.27 
pISSN: 1226-1688  eISSN: 2234-408X

Research Article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rresponding Author: Sumin Son, Associate Counsel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Center, 100, Cheongpa-ro 47-gil, 
Yongsan-gu, Seoul, Korea    
E-mail: thwtnals@naver.com

Ph. D. Student, 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in Social Welfare Polic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1

Associate Counsel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Center, Seoul, Korea2

Joonbeom Kim1, Sumin Son2

아동기 역경경험과 생애 자살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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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hereafter ACE) 
on the risk of lifetime suicide attempts. 
Methods: Cross-sectional data of a sample of 1,396 individuals aged 18-64 years were obtained from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in 2012. Frequency, chi-square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were conducted, utilizing both the SPSS 25.0 and Stata 16. Additionally,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s (hereafter PAF) were calculated to determine the proportion of lifetime suicide 
attempts attributable to ACE.
Results: First, parental divorce or separation, witness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exual 
victimization, each increased the risk of lifetime suicide attempts by three times. Compared with those 
without ACE, the cumulative risk odds of lifetime suicide attempts increased more than five times among 
those with four or more ACE. Additionally, the estimated PAF for lifetime suicide attempts to cumulative 
ACE scores ranged from 8% to 14% among the participants. A substantial proportion of suicide attempts 
was attributabl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ACE.  
Conclusion: The risk of experiencing lifetime suicide attempts increased with increasing ACE scores. 
ACE prevention actions should carefully consider how ACE may exacerbate the risk of lifetime suicide 
attem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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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우리 사회에서 자살은 오래된 문제가 되었다. 2018년 인구 

100,000명당 자살률은 26.6명으로 전년도(24.3명)에 비해 약 

9.5% 증가하였으며(Korean Suicide Prevention Center, 2019), 자

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6.5조원에 이르고 있어(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2016). 자살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

향력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살시도는 자살사망

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 중 하나이므로, 성인기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탐색은 자살예방전략 수

립에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간과되어온 자살 예측요인 중 하

나는 바로 아동기 역경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이다. 이는 만 18세 이전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 및 정서학대, 방임, 그리고 잠재적으로 트라우마의 기

제가 되는 강도 높은 부정적 생애사건을 일컫는다(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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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Organization [WHO], 2018). 아동기 역경경험에 관

한 최초의 연구는 1990년대 미국의 질병통제센터 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와 Kaiser Permanente’s San Diego Health 

Appraisal Clinic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Felitti et al., 1998; A. 

Park & Chung, 2018). 당시 발간된 Felitti 등(1998)의 연구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수집된 17,000명의 성인 데이터를 이

용하여 아동기 역경경험이 성인기 신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그 이후 현재까지도 아동기 역

경경험에 관한 다양한 실증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근

거로 정책적, 임상적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Felitti, 2002; 

Frampton, Poole, Dobson, & Pusch, 2018).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CE 척도는 Felitti 등(1998)이 제시한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Questionnaire (ACE-Q)이다. 척

도는 주로 가정 내 보호자(부모)로 부터의 학대 피해, 가구원

내 부정적 사건 등 가정 역기능에 따라 발생할 공산이 높은 10

가지 유형의 역경(아동기 역경경험으로서 가정 내 신체적 학

대, 가정 내 정서적 학대, 가정 내 물리적 방임, 가정 내 정서

적 방임, 성학대, 부모의 이혼 혹은 별거, 가구원의 약물남용, 

가정폭력 목격, 가구원의 수감, 그리고 가구원의 정신질환)경

험여부를 측정하여 합산한 후 역경 점수(ACE score)를 산출

한다. 한편, 2018년 WHO에서는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43개 

문항으로 구성된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International 

Questionnaire (ACE-IQ)를 제시하기도 하였는데(WHO, 2018), 

이는 아동기 발생한 역경이 생애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아동기 역경경험에 대한 다

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역경 점수가 높을수록 조기사망 가능성

이 높다고 보고하는데, 이에 대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

로 자살시도이다(Clements-Nolle et al., 2018; Doi & Fujiwara, 

2019; Dudeck et al., 2016).

아동기 역경경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하

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첫째는 아

동기에 역경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점과 둘째는 한 가지 유

형에 노출될 시, 다른 유형의 역경에 중첩적으로 노출될 가능

성을 높인다는 점이다(A. Park & Chung, 2018). 2016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Health (NSCH)에 따르면 45%에 달하는 

미국의 아동들이 역경경험 중 한 가지 이상에 노출되며, 이 중 

약 10%는 세 가지 이상의 역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cks & Murphey, 2018). 역경의 연쇄적 발생은 누적적 불이익

론(Cumulative Advantage/Disadvantage Theory [CAD])으로 설명

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위험요인에의 노출은 연쇄적

으로 다른 위험 및 촉발요인(trigger factors)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각 요인들은 또다시 상호작용하고 누적되

며 불이익을 증폭시킨다(Boardman, 2011). 누적적 불이익론은 

한 개인이 생애과정 초기에 노출된 환경적 요건을 강조하는 가

운데, 당시의 영향이 이후의 생애과정에까지도 지속적으로 미

칠 수 있다고 가정한다(Bryan, 2019;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19). 그리하여 아동기 역경의 여파는 

발생 이후의 미완된 발달이 취약성을 높이고, 이는 생애주기에 

따라 누적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역경의 누적은 각 개별 위

험요인의 단순 합보다 더 큰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여 불이익을 

가중시키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초래하게 된다(Rutter, 

1979; Trentacosta et al., 2008). 가장 큰 불이익은 누적된 불이익

인 가운데(Boardman, 2011), 역경 노출에 따른 만성적 스트레

스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자살시도

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조기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CDC, 

2019; Janiri et al., 2018; Willson, Shuey, & Elder, 2007).

둘째는 역경의 누적은 더욱 큰 부정적 파급력을 형성하며, 

이는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경험한 역경 유형의 개수가 누적될수록, 즉 역경점수가 높을

수록 그 여파가 더욱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Dube et al., 2001; Perez, Jennings, Piquero, & Baglivio, 2016). 실

제로 여섯 가지의 ACE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

다 약 20년 이상 먼저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Bryan, 2019), 주요한 요인은 바로 자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아동기 역경경험에 관한 다수의 실증연구에서

는 역경경험과 성인기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를 포괄하는 자

살경향성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일관되게 보고한다(Afifi et al., 

2008; Brodsky & Biggs, 2012; Clements-Nolle et al., 2018; Fuller-

Thomson, Baird, dhrodia, & Brennenstuhl, 2016; Merrick et al., 

2017; Perez et al., 2016). 이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로서, 최초의 

ACE 연구에 따르면, 역경경험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보다 1가

지 유형에 노출된 사람의 자살시도 위험은 1.4배 높았으며, 유

경험 유형이 1가지 늘어날 때마다 위험비는 약 60% 증가하여, 

7가지 유형에 노출된 사람은 시도 위험이 최대 50.7배까지 높

아진다고 보고했다(Dube et al., 2001; Zarse et al., 2019).

이는 신경생물학적 관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Brodsky & 

Biggs (2012)는 의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회로도 모델(schematic 

model)을 제시하였다. 모델에서는 아동기 역경 노출은 신경생

물학적으로 변이를 가져와 페노타입(phenotype: 표현형) 뿐만 

아니라 제노타입(genotype: 유전자형)의 변이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기질적 차원의 변이를 초래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역경에 따른 신경생물학적 변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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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토닌, 옥시토신의 분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연쇄적으

로 감정조절 이상, 충동성, 그리고 자살경향성을 높인다는 것

이다. 일례로 직접적인 폭력피해 노출은 세로토닌 감소와 밀

접한 연관을 보이는데, 이는 성인의 충동성, 공격적 행동 뿐

만 아니라 자기파괴적 성향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Brodsky & Biggs, 2012). 특히 삶의 초기에 경험한 역경일수록 

HPA축, 세로토닌 등 감정 조절과 관련된 신경조절계에 지속

적으로 영향을 주는데(Spinelli et al., 2007), 이를 통해 회로도 

모델이 타당함을 뒷받침한다.

현재까지 아동기 역경경험과 유사한 맥락으로 각 유형을 

다루어온 국내의 연구 경향성은 주로 직접적 학대피해에 초

점을 맞춘 경향성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아동학대 

중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중 특정 유형에 초점을 맞추거나

(Hong & Lee, 2013; Jang & Song, 2011; E. Kim & Lee, 2018; J. 

Kim & Kim, 2013; S. H. Lee, Kim, Kim, & Kim, 2012), 학교폭

력(S. Kim, 2018; S. Lee & Park, 2017), 성피해(S. Kim, 2014; Seo 

& Kim, 2019) 등에 따른 외상과 같이 개별적인 유형에 초점을 

맞추거나, ② 신체학대, 정서학대 및 방임, 가정폭력 목격경험 

등의 중복, 혹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이상의 특정 유형을 범주

화하여 분석한 연구가 존재한다(H. Kim, Choi, & Han, 2018; 

K.-B. Lee, Ju, & Hyun, 2015; T.-Y. Lee & Sim, 2011; E. A. Park, 

Cho., & Lee, 2016; Song, 2019). 하지만 아동기 역경에 따른 성

인기의 여파를 다루더라도 비교적 성장기와 근접한 시기의 대

학생 등을 다룬 연구(H. Kim et al., 2018; S. Kim, 2014; S. Kim, 

2018)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아동기 학대와 외상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

를 가진다. 하지만 아동기 역경경험이라는 포괄적 관점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역경의 다양한 스펙트럼 중 특정 부분만을 

다루어 전체적인 맥락을 간과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럴 경우 

특정 유형의 영향을 과잉추정될 수 있고( J. Lyu, Lee, Song, Lee, 

& Lee, 2016), 아동기 역경경험이라는 다양성이 과소추정되어 

전체적인 그림(fuller-image)을 포괄하지 못하였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수반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아동기 역경경험이라는 개

념적 정의에 근거하여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A. Park & Chung, 2018; Sohn, Kim, & Kim, 

2018), 특히 자살시도와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앞선 논의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각 10가지 유형의 아동기 역경경험은 성인의 평생 자살시도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아동기 역경경험의 누적은 성인의 평생 자살시도 경험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실시

한 2012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를 활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종합사회조사

는 매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인

구비례확률에 따라 층화된 지역별 집락표본을 추출하는 방식

인 다단계지역확률표집(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이후 면접원이 대상자 가구를 직

접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S. W. Kim, 

2012). 조사는 해마다 타 국가들과 공동으로 조사하는 연차적 

주제모듈이 다른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한 척도인 아동

기 역경경험과 관련된 항목은 2012년 조사에서만 포함된 ‘가

족과 성역할의 변화 IV ’ 영역에서 조사된 아동기 역경경험 문

항을 위주로 활용하였다. 이에 해당연도 기준 만 18세에서 64

세 성인 총 1,396명의 응답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도구

독립변수: 아동기 역경경험

아동기 역경경험의 측정을 위해 본 연구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동기 역경경험을 연구한 A. Park과 Chung (2018)

의 연구를 참조하여 조작적 정의하였다. 2012년 KGSS에서는 

Bremner, Vermettem과 Mazure (2000)가 개발한 아동기 트라우마 

척도( The Early Trauma Inventory Self Report-Short Form [ETISR-

SF]) 척도를 사용하여 아동기 경험할 수 있는 가족 역기능을 측

정하였다. 그리하여 ETISR-SF에서는 “부모 혹은 돌보아 주던 

분의 사망 또는 질병.”,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상해.”, “가족원 중 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가정폭

력).”, “가족원의 정신질환.”, “부모 혹은 돌보아 주던 분의 알코

올이나 약물중독.”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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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으로 얼굴을 맞음, 징벌로 던진 물건에 맞음.”, “징벌로 심하

게 밀리거나 밀쳐짐.”, “징벌로 뜨거운 물, 담배 등에 화상, 주먹

으로 맞거나 발에 차임.”이라는 문항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한 경

우는 ⑦ 신체학대로 사용하였다. 다음은 “멸시나 비웃음, 무시

를 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함.”, “쓸모없다는 말을 들음.”에 대한 

문항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한 경우 ⑧ 정서학대로 조작적 정의하

였다. 그리고 “무관심하게 방치되거나 사랑받지 못함, 부모님이 

내가 필요로 하는 바를 이해 못함.”은 ⑨ 방임, “성적으로 불쾌한 

육체적 접촉경험.”을 ⑩ 성폭력 경험으로 사용하였다. 모든 변수

는 경험 여부에 따라 무경험(0), 유경험(1)로 조작하여 총 10가지

의 아동기 역경경험 유형으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 생애 자살시도 경험

생애 자살시도 경험은 생애 자살시도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 

“평생 동안 자살 시도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를 활용하

였다. 응답범주는 이분형으로서 아니다(0), 그렇다(1)로 재코

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아동기 역경경험을 다룬 선행연구(Afifi et al., 2008)

를 근거로 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별, 연령, 혼인상태, 최

종학력, 취업여부와 함께 절대빈곤여부를 투입하였다. 성별은 
남자(0), 여자(1)로 환산하여 사용하였고 연령은 20대(1)부터 60
대(5)로 환산하여 연속변수화 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혼인

상태는 기혼(0), 미혼(1), 그리고 사별, 이혼, 별거 등을 (2)로 변환

하여 범주형으로 사용하였다. 최종학력은 초졸 이하(0), 중졸(1), 

고졸(2), 전문대졸(3), 대졸 이상(4), 그리고 서당, 한학은 (5)로 하

여 범주화하였다. 직업여부의 경우 조사시점 당시 직장이 있을 
경우에는 (1), 구직중이나 없다는 (0)으로 조작하였다. 마지막으

로 절대빈곤은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사업체 및 농장자산, 그

리고 기타 총 자산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 가구 총소득이 정부 

고시 최저생계비 보다 적은 경우(1인 가구 553,354원, 2인 가구 

942,197원, 3인 가구 1,218,873, 4인 가구 1,495,550원 등)로 조작

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2011). 2015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맞이

하여 빈곤선을 가구균등화소득을 기준으로 50%미만의 가구를 

정책적 빈곤선으로 규정하는 상대빈곤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연구의 분석 대상년도가 2012년임을 감안하여 당시의 빈곤선의 

기준이 된 절대빈곤의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절차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아동기 역경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카이제곱검증을 실시

하였다. 다음으로 아동기 역경경험이 생애 자살시도 경험 여

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각 유형별, 그리고 역경

점수에 해당하는 누적 개수에 따른 위험 승산비 산출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기 역경경험이 생

애 자살시도를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실질적 위험 분율을 

수치화하기 위해 인구집단 기여위험도(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s [PAF])를 산출하였다.

자료분석

모든 자료분석은 SPSS 25.0 (IBM Co., Armonk, NY), STATA 

16.0 (ContentSta LP., College City, WI)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실시하였다. 우선, 아동기 역경경험을 구성하고 있는 10가

지의 각 유형이 생애 자살시도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

기 위해 통제변수를 포함한 상태에서 각 유형의 무경험 집단

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개별적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여기서 

각 유형별로 변수를 개별적으로 투입하여 각 결과를 산출하여 

한 표에 정리를 하였고, 다음으로는 모든 역경경험 유형을 동

시에 투입하였다. 통계학적으로 엄밀하게 두 분석 모두 다중분

석(multiple analysis) 범주에 포함되나, 구분을 위해 Ports, Ford

와 Merrick (2016)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전자는 ‘Bivariate’, 후자

는 ‘Multivariate’이라 칭하였다. 다음으로 아동기 역경경험의 누

적이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무경험 집단

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각 개수별(1-4개 이상) 위험 승산비를 검

증하였다. 누적 개수의 경우 상한의 경우 Hughes et al. (2017)이 

아동기 역경경험의 누적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37개 연

구에 포함된 총 253,719명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결과 최소 4개 이상 경험한 대상자들의 자살경향성 등의 위험

이 확연히 증가함을 검증하였다(Hughes et al., 2017). 이에 본 연

구에서도 역경의 누적 상한을 4개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여

위험도는 결과물(생애 자살시도)의 특정 원인이 되는 요인들의 

노출이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정도 혹은 분율을 산출하기 

위해 역학자들에 의해 고안된 개념이며(Y. Park & Lim, 2014) 아

동기 역경경험과 자살경향성에서 인구집단 기여위험도를 산출

한 선행연구(Afifi et al., 2008)에 의거한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

다(P = 아동기 역경 유경험자의 분율, OR = 아동기 역경경험에 

따른 생애 자살시도 위험 승산비). 



31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Lifetime Suicide Attempts

P (OR-1)/1+P (OR-1)

이러한 기여위험도는 공공보건상의 개입에 있어 중요한 근

거가 되는 개념으로서, 위험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이론적인 최소 위험 집단,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

해 기여위험도를 산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애 자

살시도에 있어 아동기 역경경험이 차지하고 있는 분율을 산출

하였다.

Results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아동기 역경경험 
세부 실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아동기 역경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적으로 역경경험 

여부에 따른 인구사회적 특성의 차이는 성별(χ2 = 6.171,  p < 

.05), 연령(χ2 = 12.338,  p < .05), 그리고 혼인상태(χ2 = 11.086,  p 

< .05)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세부적으로, 성별의 경

우 남자 46.9%(n = 396), 여자 53.1%(n = 449)로서 여성의 역경

경험 비중이 더욱 높았다. 연령의 경우는 60대 이상이 전체의 

34.3%(n = 4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아동기 

역경 유경험자의 경우 20, 30대보다 40대 이상의 비중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혼인상태는 역경 유경험자일수록 

이혼, 별거, 사별 등을 포괄하는 사별 외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최종학력은 전체적으로 

고졸이 29.0%(n = 4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직업

은 있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4.2%(n = 756)인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절대빈곤 여부의 경우 아동기 역경경험

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다음으로 아동기 역경경험의 유형별 실태 및 각 누적 개수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Comparison of Variables by ACE

Total
ACE

χ2

Never Yes
N (%) n (%) n (%)

Gender Male 617 (44.2) 221 (40.1) 396 (46.9) 6.171*
Female 779 (55.8) 330 (59.9) 449 (53.1)

Age 20-29 220 (15.7) 99 (18.0) 121 (14.3) 12.338*
30-39 188 (13.4) 70 (12.7) 118 (14.0)
40-49 264 (18.9) 86 (15.6) 178 (21.1)
50-59 244 (17.4) 111 (20.1) 133 (15.7)
60- 480 (34.3) 185 (33.6) 295 (34.9)

Marriage Married 831 (59.5) 336 (61.0) 495 (58.6) 11.086*
Single 283 (20.7) 118 (21.4) 165 (19.5)
Divorced, others 282 (19.8) 97 (17.6) 185 (21.9)

Educational Elementary school 333 (23.9) 132 (24.0) 201 (23.8) 3.637
Attainment Middle school 138 (  9.9) 47 (  8.5) 91 (10.8)

High school 405 (29.0) 163 (29.6) 242 (28.6)
College 133 (  9.5) 48 (  8.7) 85 (10.1)
University 383 (27.4) 160 (29.0) 223 (26.4)
Others 4 (  0.3) 1 (  0.2) 3 (  0.4)

Job No 640 (45.8) 260 (47.2) 380 (45.0) .660
Yes 756 (54.2) 291 (52.8) 465 (55.0)

Absolute poverty No 1,089 (78.1) 435 (78.9) 654 (77.4) .468
Yes 307 (21.9) 116 (21.1) 191 (22.6)

Note. Total N = 1,396; ACE Never n = 551, Yes n = 845.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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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valence and Rates of ACE According to Lifetime Suicide Attempts

ACE 
Total 

Lifetime suicide attempts

χ2

Never Yes
N (%) n (%) n (%)

Parental death/illness 347 (24.9) 296 (24.0) 51 (31.5) 4.306*
Parental separation/divorce 108 (  7.7) 78 (  6.3) 30 (18.5) 29.849***
Sibling death/illness 140 (10.0) 114 (  9.2) 26 (16.0) 7.363**
Witness of IPV 250 (17.9) 193 (15.6) 57 (35.2) 37.210***
Household mental illness 99 (  7.1) 27 (16.7) 72 (  5.8) 25.501***
Household substance abuse 88 (  6.3) 71 (  5.8) 17 (10.5) 5.448*
Physical abuse 205 (14.7) 173 (14.0) 32 (19.8) 3.758
Emotional abuse 165 (11.8) 131 (10.6) 34 (10.6) 14.780***
Neglect 283 (20.3) 242 (19.6) 41 (25.3) 2.876
Sexual abuse 95 (  6.8) 71 (  5.8) 24 (14.8) 18.539***

Number of ACE
None 549 (39.3) 517 (41.8) 32 (19.7) 60.678***
1 type 343 (24.6) 305 (24.7) 38 (23.4)
2 types 250 (17.9) 220 (17.8) 30 (18.5)
3 types 143 (10.3) 112 (  9.1) 31 (19.1)
More than 4 types 111 (  7.9) 80 (  6.4) 31 (19.1)
Note. IPV = intimate partner violence; total N = 1,396, lifetime suicide attempts never n = 1,234, yes n = 162.
*p < .05. **p < .01. ***p < .001.

Table 3
Adjusted Bivariate and Multivariate Relationships among ACE and Lifetime Suicide Attempts

Lifetime suicide attempts
Bivariate Multivariate

ACE
AOR

(95% CI)
PAF%

(95% CI)
AOR

(95% CI)
PAF%

(95% CI)
Parental death/illness 1.32 (0.91~1.89) - 0.97 (0.65~1.43) -

Parental separation/divorce 3.84 (2.26~6.50)*** 10.5 (  5.1~15.6) 2.72 (1.54~4.81)** 8.2 (2.7~13.4)
Sibling death/illness 1.73 (1.09~2.74)* 6.4 (  0.1~12.5) 1.13 (0.69~1.87) -

Witness of IPV 3.05 (2.09~4.47)*** 20.1 (11.7~27.7) 2.01 (1.30~3.11)** 13.6 (4.2~22.1)
Household mental illness 3.50 (2.14~5.72)*** 10.6 (  5.0~15.8) 2.05 (1.17~3.60)* 6.6 (0.8~12.1)
Household substance abuse 2.07 (1.16~3.69)* 4.7 (  0.1~  9.1) 0.98 (0.50~1.90) -

Physical abuse 1.55 (1.01~2.38)* 6.3 (  0.1~12.7) 1.37 (0.87~2.16) -

Emotional abuse 2.64 (1.70~4.08)*** 11.7 (  5.1~17.8) 2.38 (1.49~3.80)*** 10.3 (3.7~16.4)
Neglect 1.37 (0.91~2.04) - 1.01 (0.66~1.55) -

Sexual abuse 3.52 (2.02~6.11)*** 8.6 (  3.6~13.4) 1.97 (1.08~3.60)* 5.1 (0.1~  9.9)

Goodness-of-fit 

Log likelihood
        χ2 L (10)   Modelnull Modelfull  

-490.8845 -447.8299        73.42***
Note. AOR = adjusted odds ratio; 95% CI = 95% confidence interval; IPV = intimate partner violence; All estimates have been adjusted for 
gender, age, marriage status, educational attainment, job and absolute poverty status; Ellipses indicate that PAF percentage was not calculated 
because the AOR was not significant.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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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역경의 유형에서, 그리고 누적 개수의 증가에 따른 자살시도자

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대상자에서 가장 많은 

대상이 경험한 역경은 부모의 사망(질병)으로서 전체의 26.9%, 

다음은 방임 19.1%, 가정폭력 목격 16.2%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체학대, 방임에 따른 생애 자살시도 경험 여부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누적 개수별 실태

의 경우, 역경 무경험자 및 1개 유형 경험자에서는 자살시도 무

경험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역경 2개 유형 경험자부터는 자살

시도 유경험자가 더 높아졌다. 특히 4개 유형 이상 경험자 중에

서는 자살시도 무경험자의 비중은 6.4%(n = 80)인 반면 유경험

자는 19.1%(n = 31)로서 약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아동기 역경경험이 생애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조사대상자의 아동기 역경경험 실태와 이에 따른 생애 자살시

도 여부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아동기 역경경험이 

생애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각 유형별

로 성별, 연령, 혼인상태, 최종학력, 취업여부, 그리고 절대빈곤

여부를 통제한 후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분석을 실시

하고, 2차적으로는 모든 아동기 역경경험을 투입하여 다중분

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성 판정을 위해 우도비 검정 

결과, 독립변수군이 투입되지 않은 모형(Modelnull)보다 투입

된 모형(Modelfull)의 로그우도가 작았으며, -2로그우도(-2LL)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모

형에서 설정한 예측변인군이 종속변수에 대한 적절한 설명력

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순분석 및 다중분석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모의 이혼 및 별거(AOR = 

2.72,  p > .01, PAF = 8.2%), 정서학대(AOR = 2.64,  p > .001, PAF 

= 11.7%), 가정폭력 목격(AOR = 2.01,  p > .01, PAF = 13.6%), 가

구원의 정신질환(AOR = 2.05,  p > .05, PAF = 6.6%), 그리고 성

폭력(AOR = 1.97,  p > .05, PAF = 5.1%)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역경경험의 누적이 생애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다음으로 아동기 역경경험의 누적, 즉 역경 점수에 따른 생애 

자살시도 위험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구모형

의 적합성 판정을 위해 우도비 검정 결과, 독립변수군이 투입

되지 않은 모형(Modelnull)보다 투입된 모형(Modelfull)의 로그

우도가 작았으며, -2로그우도(-2LL)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예측변인

군이 종속변수에 대한 적절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

한다. 전반적으로 아동기 역경경험의 누적에 따라 유경험자의 

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지만, 생애 자살시도 유경험자의 

비중 및 위험 승산비, 그리고 PAF는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

다. 우선 승산비를 살펴보면, 무경험자에 비해 1개 경험한 집

단은 생애 자살시도 위험이 1.71배(AOR = 1.71,  p > .05, PAF = 

8.7%)에서 4개 경험 이상 집단은 5.84배(AOR = 5.84,  p > .001, 

PAF = 13.8%)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PAF의 경우 

역경경험 노출의 생애 자살시도 기여도가 1개 경험 집단 8.7%

Table 4
Number of ACE Exposure and Lifetime Suicide Attempts

Lifetime suicide attempts

Number of ACE AOR (95% CI) PAF% (95% CI)

 None (ref.)                               1.00

 1 type 1.71 (1.04~  2.82)* 8.7 (0.1~16.5)

 2 types 2.11 (1.25~  3.55)** 9.4 (2.1~16.1)

 3 types 4.44 (2.59~  7.61)*** 14.2 (7.9~20.1)

 More than 4 types 5.84 (3.32~10.25)*** 13.8 (8.1~19.2)

Goodness-of-fit 

Log likelihood

  χ2 L (4)Modelnull Modelfull

-490.8845 -459.1897   50.70***
Note. AOR = Adjusted odds ratio; 95% CI = 95% confidence interval; All estimates have been adjusted for gender, age, marriage status, 
educational attainment, job and absolute poverty status.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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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4개 이상 집단은 13.8%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 이는 역경경험이 누적되며 생애 자살시도를 설명하는 분

율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도식한 것은 Figure 1과 같다.

Discussion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 역경경험이 생애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아동기 역경에 대한 조기개입의 단초를 제공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주요 분석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적·실

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역경경험 10가지 유형 중 부모의 사망(질병)

을 제외한 모든 유형은 생애 자살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아동기 역경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의 자살생각 뿐만 아니라 자살시도에도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다수의 선행연구(Clements-Nolle et 

al., 2018; Fuller-Thomson et al., 2016; Merrick et al., 2017; Perez 

et al., 201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 중 특히 모든 역경 유형

을 동시에 투입하여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

과, 일부 세부유형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결과를 보였으나 부

모의 이혼 및 별거는 2.72배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정서학

대 2.37배, 가정폭력 목격 2.01배, 가구원의 정신질환 2.05배 성

폭력이 1.97배로 검증되었다. 또한 인구집단 기여위험비에 있

어서는 역경 및 자살시도 유경험 비율에 따라 값이 달리 산출

되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 및 별거의 분율은 8.2%인 반면, 전체

적인 유경험 인원이 더 많은 가정폭력 목격은 13.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역경경험을 직접적인 폭력피해 경

험(아동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피해 등)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

로 경미한 수준의 역경 혹은 간접적인 폭력피해(부모의 이혼 

및 별거, 가정폭력 목격 등) 역시도 생애 자살시도에 위험요인

이라 보고한 선행연구(Fuller-Thomson et al., 2016; Thompson, 

Kingree & Lamis, 201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Thomson 

등(2016)의 연구결과에서는 직접적인 폭력피해의 위험비가 더

욱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 피해인 정서

학대보다 부모의 이혼 및 별거에 따른 자살시도 위험비가 더

욱 높았고, 또한 성폭력 피해보다는 가정폭력 목격, 가구원의 

정신질환이 보다 위험 승산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직접적 폭

력피해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험되거나, 뚜렷하게 드러나

지 않는 역경도 이를 경험하고 있는 개인에게는 장기간에 걸

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아동기 부모와의 불화, 부정적 양육환경 노출 등은 

자살에 대한 기질적, 성격적 취약성을 높여 성인기까지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는 아동기 부모와의 부정적 역동과 같은 환경적 요인, 즉 총환

경영향(total environmental effect)이 기질과 성격에 각각 최대 

70%, 73%를 설명함을 검증하였는데( Josefsson et al., 2013), 이

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부정적 관계적 측면의 개선이 자살예

방정책에 가지는 함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아동기 역경경험의 누적에 따라 자살시도의 위험 승

산비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

면, 무경험자에 비해 1개 경험한 집단의 위험 승산비는 1.71배 

더 높았고, 2개 경험 집단은 2.11배, 3개 경험 집단은 4.44배, 

Figure 1. Number of ACE exposure and lifetime suicide attem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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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개 경험 이상 집단은 5.84배 더 높았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역경경험 점수(score)가 높아질수록 자살시도 위험의 비례적 

증가 양상을 용량반응관계(does-response relationship)로 보고한 

일련의 선행연구(Afifi et al., 2008; Brodsky & Biggs, 2012; Janiri 

et al., 201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인구집단 기여위험도

의 경우 일관된 증가 추이를 보인 위험 승산비와는 달리, 3개 

경험 집단의 분율은 14.2%에서 4개 경험 이상 집단은 13.8%

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누적 개수와 분율

의 비일관적 경향성은 동일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Afifi 등 

(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를 해당 경험 인원의 총 수가 감소함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Afifi et al., 2008). 중요한 것은, 추정된 역경경험 누적이 

생애 자살시도 위험에 기여하는 분율이다. 즉, 전체의 25.5%

를 차지하고 있는 1개 경험 집단의 생애 자살시도에서 역경이 

기여하는 비중이 8.7%인 반면, 전체의 7.4%에 불과한 4개 이

상 경험 집단에서는 역경경험의 기여 비중이 13.8%까지 증가

한다는 것이다. 이는 누적적 불이익론에 의거하여 설명이 가

능하다. 역경의 누적은 각 개별 위험요인의 단순 합보다 더욱 

큰 불이익을 가중시키는 가운데(Trentacosta et al., 2008) 누적

적 경험에 따른 만성적 스트레스가 심리사회적, 생물학적 변

이에 영향을 미쳐 자살시도 위험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Willson, Shuey, & Elder, 2007).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임

상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역경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호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아동기 역경이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또

한 성인기에까지도 부정적인 여파를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이러한 결과가 아동학적 관점에서 갖는 함의는 아동

발달을 위한 투트랙 전략 즉, ①역경을 겪고 있는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과 더불어 ②역경을 경험한 부모(보호자)에 대한 개입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전자의 경우, 생심리사

회 모델의 기본 전제인 아동에게 발생한 사건은 신체 및 심리

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이와 동시에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근거한다. 따라서 아동기 

역경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여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민감

도를 높여야 하며, 식별 시 즉각적으로 환경적 맥락에서 지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생애 부정적 여파를 줄여야한다(Larkin, 

Felitti, & Anda, 2014). 이와 동시에 부모(보호자)에 대한 개입은 

다음 세대 즉, 아동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세대간 역

경의 전이(intergenerational ACE trasmission)를 예방할 수 있다

는 측면에 그 중요성이 있다. 실제로 신경생물학적 연구를 통

해 역경경험이 인간의 형질에 까지도 영향을 미쳐 세대간 전이 

양상을 보임이 규명되었다(Almond & Currie, 2011; Brodsky & 

Biggs, 2012; Sacks & Murphey, 2018). 하지만 현재 국내의 아동

기 역경경험 관련 연구는 각 유형별(아동학대 피해, 가족 역기

능, 성폭력 피해 등)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전반

적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각 경험에 대한 연구 역시도 제

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성인과 아동 모두를 대상으

로 아동기 역경에 대한 학술적, 임상적 관심을 바탕으로 정확

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아동발달을 

도모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윤리적 이슈와 보호요인에 대한 실증적 파

악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일각에서는 연구 목

적일지라도 취약대상을 조사함에 있어 과거 역경을 상기하게 

하고, 현재의 부정적 상황에 대해 연속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

은 트라우마의 재경험(retraumatization)을 유발한다는 2차 피

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Leitch, 2017). 하지만 설

문조사 당시에 당사자가 느낄 불편한 감정이 항상 트라우마

와 중한 수준의 심리적 어려움을 수반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즉, 명백하게 관계가 있는 두 위험요인에 대하여 명확하게 응

답을 함으로써 당사자가 지불하는 비용과 얻게 될 잠재적 편

익을 고려하였을 때, 당사자의 잠재적 이득이 더욱 클 수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역경경험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것 역시

도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Becker-Blease & Freyd, 2006). 현

재 국내에서는 아동기 역경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

어지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적 관점에 입각하

여 역경경험과 함께 보호요인을 동시에 조사를 하는 것이 대

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기 역경경험에 대한 조사에 있어

서 IRB 절차 준수부터 유의미한 타자와의 긍정적 관계, 혹은 

지지 자원에 대한 파악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자

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아동기 조

기개입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아동 및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해 역경경험에 대한 

증거기반의 임상적 개입이 진행되어야 한다. 아동기 역경경험

은 만 20세 이전에 발생한 경험을 다루는 일종의 연령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아동기에 발생한 역경일수록 부정적인 

심리반응을 위시하여 각종 장애 발생과 밀접한 연관을 보이

는 것에 기인한다. 특히 20대 이후 자살시도자의 약 50% 이상

이 아동기에 이미 자살시도를 경험했다는 결과(The National 

Advisory Mental Health Council [NAMHC], 2010)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은 유의미한 자살 예방 전략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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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교육부에서는 매년 초등학교 1학

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전수를 대상

으로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 학생

수는 2015년에 비해 2018년 약 7.3% 감소(2015년 1,910,031

명→ 2018년 1,770,899명)했지만 자살위험 학생수는 무려 약 

170.8%가 증가(2015년 8,613명→ 2018년 23,324명)한 것으로 

나타났다(S. Kim & Kang, 2019). 이처럼 오늘날 점차 심각해지

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감안했을 때, 현시

점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역경 경험에 대한 개

입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개입에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 전문의, 상

담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

년을 둘러싼 부모, 또래, 교사 등 유의미한 타자들 역시도 역경 

내지는 트라우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역경경험 개입에 있어 제안되는 것

이 바로 트라우마 이해기반 케어(Trauma-informed care [TIC])

이다(Finkelhor, 2018; Larkin et al., 2014). TIC와 구분되는 개

념은 트라우마 중심 서비스(trauma-specific services)가 있다. 이

는 역경경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과적 질환에 초점을 맞

추어 이에 대한 예방, 개입, 혹은 치료 하는 개인 중심의 임상

적 개입을 의미 한다. 반면 TIC는 이를 포괄함과 동시에 체계

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도

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를 기본으로 한다(Levenson, 2017). 그리하여 개입의 표적 대상

이 당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등 모

든 환경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안전망을 공

고히 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Levenson, 2017). 이에 내

담자의 환경적 자원들을 대상으로 역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켜 당사자가 타인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도

록 긍정적인 환경 조성을 포함한다(Larkin et al., 2014; Leich, 

2017; Levenson, 2017). 따라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서 발

표한 추진전략 중 하나인 적극적 개입·관리를 통한 자살위험 

제거를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MOHW, 

2018)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 상담서비스 및 

치료중재 뿐만 아니라 TIC 관점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

다. 이에 아동 및 청소년 역경 유경험자 대상 조기개입에 있어 

학교는 매우 중요한 체계임에 따라 담임 및 상담교사, 또래 등

의 자원들이 트라우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

록 TIC 적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에서는 2012년에 조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동

기 역경경험과 생애 자살시도 여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하

지만 종속변수인 생애 자살시도는 데이터의 한계로 아동기 이

후의 자살시도만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있어 경험 

여부를 측정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그리하여 아동기 역경경험

과의 엄격한 수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후속연구에서는 아동기 이후의 자살시도 경험 여부를 묻는 문

항을 활용하여 아동기 역경경험과의 관계를 보다 엄격하게 규

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의 초기 연구로서 아동

기 역경경험과 생애 자살시도 여부의 직선적 관계만을 규명하

였다. 하지만 아동기 역경경험은 성인기의 자살시도 뿐만 아

니라 정신의학적, 심리사회적 측면 등 다분화되어 부정적으

로 발현되는 경향성이 보고되기도 한다(Kalmakis & Chandler, 

2015). 다시 말해 모든 유형의 아동기 역경경험이 트라우마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역경에 따른 정신장애 및 

심리적 어려움과 같은 내재화 문제(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성격장애, 자살생각 등)와 건강위해행위(health-risk behavior)

와 같은 외현화 문제(문제음주, 약물남용, 노숙생활, 범죄가

담 등)와 같이 역경과 자살시도를 매개하는 다양한 변인들이 

보고되기도 한다(Afifi et al., 2008; Finkelhor, 2018; Kalmakis & 

Chandler, 2015).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두 관계를 매개하는 

위험요인 혹은 조절하는 보호요인에 대한 실증적 차원의 탐색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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