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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살충동을 겪는 남성 노숙인들의 심리사회적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
서는 자살충동을 겪는 남성 노숙인 9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
다.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살충동
을 겪는 남성 노숙인들의 심리사회적 경험은 성장기에 아버지의 폭력에 의해 감당하기 버거운 고통
의 트라우마와 자신을 버리고 간 어머니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이러한 부모와 가족의 무관심으로 시
작되었다. 이들은 오랜 외로움과 낮은 자존감으로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기 비하로 인
한 수치심과 관계 단절로 인해 고립 상태가 되었다. 고립으로 인해 이들은 삶의 희망을 상실하고,
무력감과 노숙생활로 인한 우울감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수시로 반복되는 자살충동의 고통으로
죽게 되면 새로운 세상에서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으로 인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왜곡된 사고
를 갖게 됐다. 이들은 끝이 안 보이는 노숙 생활의 해결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했고, 결국 현실 도피
수단으로 자살시도까지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살 실패 후에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는 현실로 다시 돌
아왔다는 허탈함과 실망이 가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내적자원은
실 날 같은 삶의 의지와 언젠가는 노숙인의 삶을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이었다. 이로써 본 연
구의 의의는 노숙인의 성장과정 중 폭력 경험과 양육 경험의 결핍이 노숙의 삶과 자살충동으로 이
어지는 심리적 과정을 제시하고, 사회적 지지와 신앙, 그리고 상담은 이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삶의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후속연구에 대
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노숙인, 자살충동, 심리사회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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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는 알코올중독 같은 의존

서 론

장애이다. 따라서 노숙인 문제는 의식주의 해결
우리나라에서 노숙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논의
된 시점은 외환위기로 수많은 기업과 가계의 파

차원을 넘어 심리사회적인 영역까지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산으로 실직자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한 1997년

노숙인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오래된 문제

말이라 볼 수 있다. 노숙인 문제가 사회적 관심

중 하나가 자살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이 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는 문제로 남아 있다. 문제가 대두된 초기에 노

2013년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여

숙인은 부랑인으로 인식되어 보호의 목적이 아닌

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에 최

수용시설에 격리 되었다(송준헌, 1998). 이후 노숙

근까지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2015

인 수용시설은 노숙인 지원시설로 바뀌면서 종합

년 자살통계를 보면,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에 비

지원, 요양, 재활을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설립되

해 두 배 이상 높고, 연령별로는 고령으로 갈수

었고, 복지프로그램도 직업 및 알코올의존 재활,

록 높았다(보건복지부, 2017). 자살(自殺)은 스스로

의료 및 주거지원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자신을 죽인다는 뜻으로, 자살행동은 자살충동,

이로 인해 의식주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자살생각, 자살시도, 그리고 자살행위로 연결되는

노숙인의 걱정은 많이 감소되었다. 노숙인들에

연속적인 개념이다. 자살충동(suicide impulse)은 불

대한 지원과 복지프로그램은 이처럼 다양해졌지

현 듯 일어나는 자살감정으로 죽겠다는 마음보다

만, 이들의 심리내적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는 죽고 싶다는 충동적인 느낌이며, 반드시 자살

지원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노숙인은 주거지

시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시도의 징후

로써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가 될 수 있다(Van Orden et al., 2010). 자살시도

영미권에서는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표

(suicide attempt)는 자살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행

현으로 홈리스(homeless)로 불리고, 이들은 삶의

동으로 옮기는 단계로, 실제 생명의 위험을 초래

목적과 희망을 상실한 채 체념과 비관주의에 빠

하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죽음과 연결되는

져있는 경우가 많다(Patterson & Holden, 2012). 그

것은 아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자살충동을

들은 노숙인 시설 등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살펴보면, 정신역동이론은 자신 안의 내적인 표

지내면서도 관계 형성이 어려우며, 대인관계 형

상을 무의식적으로 공격하고 파괴함으로써, 자기

성의 수단으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어 알코올

안의 대상을 죽이고 싶다는 의미로 본다(김항아,

중독과 관련된 문제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

2016). 또한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자살충동은 개

가고 있는 실정이다(최강현 외, 2016). 이처럼 노

인이 살면서 지속되었던 강화의 자극 양상이 변

숙인 문제는 단순히 주거나 실업, 질병의 문제만

하여 심한 좌절을 느낄 때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

이 아니라 우울이나 무기력, 사회적응 능력의 결

했는데, 연구가 진행되면서 인지왜곡이나 이분법

여 등 심리적․사회적 손상을 포함한 복합적이며

적인 사고 같은 역기능적 인지구조로 보는 인지

총체적인 생활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황라일,

적인 접근으로 바뀌었다(Berman et al., 2006). 신

윤지원, 2011). 노숙인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정

경생리학에서는 자살충동을 신경전달물질인 세로

신질환은 주요우울장애와 더불어 충동적 행동과

토닌(Serotonin)시스템의 이상과 연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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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고, 유전학에서는 가족의 유전적 요소가 자

인해 노숙인으로 전락하고 많은 수가 자살한다는

살행동과 연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이홍식 외,

것을 보고한 연구결과(Benda, 2003; Briana, 2014)

2008). 반면, 사회적 관점에서는 심리적, 생물학적

가 있다. 노숙인의 자살과 관련한 국내 연구에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삶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노숙인의 아동기 신체적 외상경험과 자살행동의

사고나 실직, 파산 같은 경제적 어려움과 업무나

관계(홍진아, 2015)를 검증한 양적 연구논문이 있

대인관계 등에서 누적된 스트레스가 자살충동의

으며, 질적 연구논문으로는 김진주, 박은영, 현명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선(2017)이 노숙인의 삶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115명을 대상

연구를 통해 노숙인들은 막다른 상황에서 외부세

으로 한 성격 평가 질문지(PAI)검사 결과에서는

계와 고립되어 힘들지만 노숙에서 벗어나고픈 열

우울과 자살관념, 비(非)지지 등 세 가지 척도의

망이 있음을 조명한 바 있다. 질적연구에서 연구

T점수 평균 수치가 각각 63.6, 63.9, 66.9로 나왔

자들은 실제로 연구참여자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

다(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2014). 이 수치는 모두

하면서 그들이 처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복합적

잠재 위험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울감과 자살충

인 정보를 수집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

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친밀한 관계의 형성이 곤

은 해당 주제에 대한 복합적 관점과 심층적인 내

란하거나 대인관계에서 피상적이고 불만이 많음

면의 역동을 드러내게 되어 연구자들은 연구하고

을 의미한다. 노숙인들은 이처럼 자살 위험에 많

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들이 경험하는 과정과

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자살 통계조차도 발견할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이유, 맥락 등에 대해 복

수 없으며, 그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경험을 심층

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규명할 수 있게 된

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하는 노력은 많이 부족한

다(Creswell, 2013). 해외에서는 노숙인의 자살과

상태이다. 노숙인의 자살과 관련한 해외 연구는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일반인과 노숙인의 자살을 비교 분석(Christensen,

노숙인의 자살과 관련된 심층적인 연구가 아직

2014)한 연구부터, 남녀 노숙인의 아동기 학대와

미미한 상태로 노숙인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

현재 자살 위험의 연관성(Torchalla et al., 2012),

하는 자살충동에 대한 복합적인 내면을 연구하기

노숙 이전의 개인 문제가 자살 생각과 시도에 미

위한 질적연구의 접근이 중요하다.

치는 영향(Walsh, 2011), 성격장애나 정신병 노

본 연구는 자살 충동을 겪는 노숙인의 심리사

숙인의 자살시도 분석(Gonzalez et al., 2016;

회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이며, 심층면담을 통

Prigerson et al., 2003)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

해 참여자들의 성장기 부모경험과 심리사회적 경

도에서 이루어졌으나 주로 양적 논문들이었다.

험 그리고 내적 자원을 탐구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해외 논문들은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가 노

자살충동을 겪는 참여자들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숙인의 자살 충동이나 시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충분히 탐색하고, 그 경험의 공통적 특성과 본질

보았고, 노숙 이전의 개인 문제가 노숙을 하면서

적 의미를 범주화하기 위해 Colaizzi의 현상학적

또 다른 문제와 중첩되어 자살 충동을 더욱 증폭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핵심 연구문제는 “자살

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질적 논문으로는 재

충동을 겪는 남성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경험은

향군인이었던 노숙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제대 후

무엇인가?”이다. 자살충동은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많은 재향 군인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자기 내면의 부정적 표상에 대한 공격성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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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 것이므로 이들의 성장과정에서의 양육

연구 참여자

경험과 그 영향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Creswell,
2013). 그럼에도 이들이 자살충동을 항상 실현화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시도

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게 내적인 자원이 있다는

경험이 있는 남성 노숙인 아홉 명이며, 노숙인

의미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하위 연구문

시설에 오랫동안 종사한 관계자를 통해 소개받는

제는 자살충동을 겪는 남성 노숙인의 성장기의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방법을

부모 경험과 자살충동을 겪는 남성 노숙인의 심

통해 구성되었다. 참여자들 중 일곱 명은 1차와

리사회적 경험, 그리고 남성 노숙인이 자살충동

2차 면담을 하였고, 두 명은 1차 면담 후 잠적하

에 대처하는 내적 자원은 무엇인가?이다.

여 2차 면담은 못 하고 1차 면담 자료만 사용하
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자살생각 또는 자살시
도 경험이 있는 남성노숙인들로서 PAI검사 결과

방 법

자살관념 척도(SUI)의 T점수가 70이상인 사람들
이다. PAI(성격평가질문지)검사는 미국의 심리학

표 1.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참여자

나이

학력

종교

1

35세

중졸

없음

2

30세

고졸

3

37세

4

결혼

주거

노숙

미혼

고시원

5년

없음

미혼

고시원

1년

대중퇴

기독교

미혼

고시원

1년

32세

중졸

기독교

미혼

고시원

4년

5

37세

초졸

기독교

미혼

6

40세

중졸

불교

미혼

7

44세

고졸

기독교

이혼

8

44세

고졸

기독교

미혼

9

47세

대졸

없음

미혼

유무

노숙인
시설
노숙인
시설
노숙인
시설
노숙인
시설
고시원

2년

자살행동

원가족

정도

관계

시도

1남1녀 중

(목맴 등)

장남

생각

1남1녀 중

(투신)

장남

생각
시도
(단식)

독자

시도

2남2녀 중
막내

생각

2남 중

(투신)

장남

시도

1남2녀 중

(투신 등)

막내

생각

2남 중

(투신)

막내

2년

1년

막내

(목맴 등)

2년

6년

1남1녀 중

시도
(음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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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자살관 우울척도 자살예방
념척도T

T점수

상담

106

99

8회기

110

79

7회기

96

95

2회기

79

85

2회기

77

64

100

83

102

76

85

70

2회기

77

76

2회기

1차면담
후 잠적
상담없이
2차면담
1차면담
후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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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Morey가 개발한 자기보고형 성격검사이며, 본

자의 신상과 진술의 비밀보장에 대해 상세히 설

연구에서는 김영환 외(2001)가 표준화한 한국판

명을 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와 녹음 동의서에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PAI검사에서 자살관념 척

서명을 받았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기간 동안

도의 T점수가 70이상이면, 위험 또는 매우 위험

참여자들이 자살 행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명

에 속하는 수준으로 죽음이나 자살에 대해 병적

존중 서약서에 서명을 받아, 연구 참여자와 연구

으로 집착하고 유서 작성이나 구체적인 자살계획

자가 각각 한 부씩 나누어 가졌다. 면담 시간은

을 세우는 등 자살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단

1회에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추후에 2

계이다. 1차 면담 후에 일부 참여자는 심한 자살

차 면담에서 보충 질문을 하였다. 면담은 모두

충동을 호소하였고, 다른 일부는 자살행동의 징

노숙인 종합지원시설 내의 상담실에서 1대 1로

후를 나타내었다. 이에 2차 면담은 참여자들의

이루어졌으며, 자살예방 상담과는 별개로 진행되

안전을 고려하여, 참여자별로 표 1과 같이 각각

었다. 상담은 참여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전문적

2~8회기의 자살예방 상담을 거친 후에 실시하였

인 자살예방교육을 받은 본 연구자가 별도로 하

다. 참여자들 중에는 자살생각에 머문 사람이 세

였고, 일부 참여자는 정신과의사와 노숙인 시설

명이고. 자살시도로 이어진 참여자는 여섯 명이

담당 간호사의 협조를 얻어 복약을 하며 진행하

었다. 참여자들의 자살시도 방법은 농약이나 다

였다. 그리고 상담은 모든 연구면담을 마친 후에

량의 수면제 복용 같은 음독자살과 투신, 목맴,

도 여섯 명의 참여자가 하길 원해 각각 2~14개

손목자해로 인한 과다 출혈, 그리고 번개탄을 이

월 동안 지속하였다.

용한 질식 등 이었다.

본 연구는 자살과 노숙인에 대한 문헌을 충분
히 고찰한 후에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작성하였
고, 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

자료 수집과 연구 윤리

야기할 수 있도록 라포형성을 한 후에 실시하였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는 2016년

다. 면담에서 반구조화된 질문의 내용은 어린 시

8월 5일에 연구 참여자 한 명에게 예비면담을 실

절에 부모와의 경험, 성장환경, 노숙의 경유, 노

시하여 본 연구의 주제 중심으로 심층적이고 다

숙인 삶에서 경험하는 감정, 처음 자살 충동을

양한 질문을 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의미 있는

경험할 당시 상황, 자살 충동 당시 감정, 노숙 생

진술들이 추가로 발견되어, 이를 참조하여 반구

활과 자살 충동의 연관성, 자살행동 중단의 심리

조화 질문을 보충하였다. 이후 연구면담은 2016

적 요인, 현재 자살에 대한 감정 등이다. 질문의

년 8월 23일부터 2016년 12월 28일까지 열한 명

내용은 자살충동과 노숙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숙

을 대상으로 1차 면담을 실시하여, 진술 내용이

지하고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연구의 가치에 적합하지 않는 두 명을 제외한 아
홉 명의 연구 참여자 진술에서 자료를 수집하였

분석 절차

다. 2017년 3월 8일에 마지막 2차 면담을 끝으로
자료 수집은 마무리 되었다. 연구자는 1차 면담

본 연구는 자살충동을 겪는 남성 노숙인의

에 앞서 참여자에게 PAI검사를 실시하였고, 부합

심리사회적 경험이 어떠한지를 연구하기 위해

되는 참여자에게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절차를 적용하여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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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분석절차는 먼저,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된

하였다. 기술된 의미요약은 본질이 비슷한 내용

녹음 자료를 직접 필사하고, 내용을 반복하여 숙

끼리 묶어 구성 의미로 재진술하였고, 이 과정을

지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거쳐 126개의 구성의미가 도출되었다. 구성의미

에서 연구의 취지와 부합하는 내용을 발견하는데

들은 경험적 의미가 공통된 것끼리 분류되어 34

초점을 두고 읽기와 듣기를 반복하였다. 그 다음

개의 주제로 묶여져 보다 추상화된 용어로 명명

은 필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자살충동

하였다. 34개의 주제들은 자살충동을 겪고 있는

의 심리사회적 의미가 잘 드러나는 진술문을 도

참여자들의 심리사회적 경험들과 연관된 공통의

출하여, 의미 있는 진술들에서 유사하거나 중복

주제로 분류되어 13개의 주제군들을 도출하였고,

된 의미의 진술은 하나의 의미로 통합하여 요약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구성의미와 주제, 주제군
구 성 의 미

주제

주제군

(1)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에 목숨의 위협을 느꼈음
(2) 이유도 모르고 아버지에게 맞는 것이 어이없었음
(3) 어떠한 노력을 해도 아버지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음
(4) 아버지의 퇴근 시간만 되면 사고가 생길까봐 불안함

1)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은
견디기 힘든
공포였음

(5)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 자체가 공포였음
(6)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폭행하고 세간을 부숨
(7)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로 인해 나빠진 가정형편으로 힘듬
(8) 술만 마시면 싸우는 아버지 때문에 죽고 싶었음
(9) 아버지의 폭력을 어머니가 온 몸으로 막아줌

2) 술 취해 집안을
풍비박산 내는

1. 아버지의

아버지로 인해

폭력이 만든

고달팠음

트라우마

3) 혼자 아버지의

(10) 폭력을 막아줄 어머니도 가출해 막막함

폭력을 감당하기

(11) 폭력이 무서워 아버지 앞에서는 저항할 생각을 못함

버거웠음

(12) 아버지가 무서워 항상 긴장했던 것이 기억남

4) 폭력적인 아버지

(13) 아버지에게 당한 고통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함

를 생각하면

(14)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불안증상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됨

지금도 두려움

(15) 아버지의 폭력보다 어머니의 버림이 더 충격이었음

5) 나를 버리고 간

(16)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 받을 때 더 원망스러움

어머니가 원망스

(17) 혼자 살려고 자식을 버리고 나간 어머니가 원망스러움

러움

(18) 죽어도 상관없다는 아버지의 말에 살 가치가 없다고 느낌

6) 죽으라는 부모의

(19) 그냥 죽어버리지 그랬냐는 어머니의 말이 상처가 됨

폭언이 마음에 깊

(20)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부모의 말에 무작정 집을 나옴

은 상처로 각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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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봄 없이
성장한
자식의
비통(悲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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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성의미와 주제, 주제군

(계속 1)

구 성 의 미

주제

주제군

(21) 무관심한 부모로 인해 학창시절에 더욱 외톨이였음
(22) 자주 왕따 당해도 무관심한 부모 때문에 더 외로움
(23) 외톨이 신세가 된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 생각함

7) 부모의 무관심으
로 외톨이
신세가 됨

(24) 무책임하게 나를 방치한 부모에 대한 배신감이 큼

시작된 소외

(25) 가족에게 당한 굴욕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이 불편함
8) 가족에게 외면당

(26) 가족들의 따돌림으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림
(27) 친자식이 아니라고 차별대우 당함이 처량하고 서러움

3. 가족에게서
경험

하는 내 모습이
처량함

(28) 자살을 해도 가족들은 신경 안 쓸 것이라 생각하니 서글픔
(29)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선생님도 차별 대우 한다고 느낌
(30) 친구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는 것이 상처가 됨
(31) 거리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 속상함

9) 차별과 무시당함
이 괴로움

(32) 성인이 돼서도 선배는 물론 후배에게도 무시를 당함
(33) 무능하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싶음
(34) 무엇을 해도 못할 것 같이 항상 자신감이 없음
(35)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 못난 자신이 한심함

10) 무능하고 못난

4. 자기 비하의

자신이 한심함

낮은 자존감

(36) 못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죽고 싶은 생각을 갖게 함
(37) 내 잘못으로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아 자책함

11) 가족들의 고통이

(38) 가족들의 힘들다는 말이 나 때문인 것 같아 죽고 싶었음

나 때문이라는

(39) 살아있는 것이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함

자책감에

(40)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나 때문인 것 같아 너무 힘듬

시달림

(41) 은둔형 외톨이로 혼자 있는 것이 편하지만 외로움
(42)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소외감에 무기력함
(43) 얘기할 사람도 없고 혼자 있는 것이 너무 괴로움

12) 대화 상대가 없
이 혼자된
처지가 외로움

(44) 내가 죽어도 슬퍼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더욱 외로움
(45)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다보니 어울리는 것이 힘듬

단절로 인한
13) 오랫동안 관계

(46) 오랫동안 교류관계가 없다보니 삶의 의미를 상실함

교류가

(47) 죽을 생각에 사람 만남이 의미 없어 교류를 단절함

없다보니 감정

(48) 남들처럼 행복하거나 슬픈 감정을 경험하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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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랜 관계

교감이 서투름

고립(孤立)

상담학연구

표 2. 구성의미와 주제, 주제군

(계속 2)

구 성 의 미

주제

(49) 하루 종일 고생해도 노숙을 못 벗어나는 신세가 허무함
(50) 노숙하면서 편히 잠잘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불안함
(51) 오랜 노숙생활로 사회 적응을 못 할 것 같아 걱정됨
(52) 노숙인들 사이에서 배식 받아야 하는 처지가 우울함
(53) 노숙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어 우울함
(54)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노숙생활은 항상 우울함
(55) 꿈꾸던 행복과 거리가 먼 나의 현실에 자괴감을 느낌
(56) 희망도 없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내 모습에 무기력함
(57)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한 내 모습이 시체 같음

주제군

14) 고단한 노숙
생활이 불안함

15) 노숙인으로 사는
것이 우울함

6. 희망을
상실한
노숙인의
무력감

16) 희망 없는
노숙인의 삶이
무기력함

(58) 거듭된 실패로 인해 폐인의 상태로 노숙을 시작함
(59) 기분과 상관없이 갑자기 차도에 뛰어 들고픈 충동이 생김
(60) 지하철을 기다리다 갑자기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생김
(61) 높은 곳에 일하다가 문득 떨어지고 싶은 충동이 생김

17) 갑자기 죽고
싶은 충동이
수시로 발생함

(62) 잠깐이라도 거의 매일 자살 충동에 시달림
(63) 죽고 싶은 마음에 어디 가서 어떻게 죽을까만 생각함

18) 고통 없이

(64)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편하게 죽을까를 늘 궁리함

편하게 죽을

(65) 힘들 때마다 죽으면 꿈에서처럼 편안할 것이라 생각함

궁리를 함

(66) 자살 시도 전에 유서 쓰고 미련이 안 남게 정리함

반복되는
자살충동

19) 조용한 곳에서

(67)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조용히 죽고 싶었음

아무도 모르게

(68) 혼자 조용히 있다 보면 서글픔에 자살충동이 생김

죽고 싶음

(69) 왜곡된 사후 환상이 죽음의 두려움도 잊게 함

7. 수시로

20) 사후 환상이

(70) 다시 태어나면 지금보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함

죽음의

(71) 고인이 된 어머니가 꿈에서 행복해 보여 만나고 싶음

두려움을

(72) 죽게 되면 고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벗어나게 함

(72) 자살을 컴퓨터의 리셋버튼처럼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라 생각함

21) 자살을 리셋버튼

(74) 자살을 다시 태어나면 좋고 사라져도 되는 도박이라 생각함

누르듯

간단하

(75) 자살은 모든 고통을 깨끗하게 끝내는 것이라 생각함

게 생각함

(76) 교도소 안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음
(77) 희망 없이 벼랑 끝 궁지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78) 지옥 가서 고통 받더라도 죽음으로 현실을 벗어나고 싶음
(79) 다른 방법이 없어 자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생각함
(80) 나아지는 것은 없고 하루하루가 힘들다보니 죽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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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벼랑 끝 생활의
해결 방법을
자살이라
생각함

8. 자살에 대한
왜곡된
사고(思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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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성의미와 주제, 주제군

(계속 3)

구 성 의 미

주제

주제군

(81)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살기 싫어 자살 시도함
(82) 계획 없이 갑자기 죽고 싶은 충동에 자살 시도함
(83) 이쯤에서 죽어도 되겠다는 결심에 자살 시도함

23) 갑자기 살기
싫은 충동에
자살을 감행함

(84) 방송에서 자살 장면을 보고 따라서 자살 시도함

수단인

(85)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자살 밖에 없어 시도함
(86) 원치 않는 삶을 사는 자신이 서글퍼 자살을 시도함

9. 현실 도피
자살시도

24) 현실의 막막함에
자살을 선택함

(87)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못해 자살을 시도함
(88)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자살을 시도함
(89) 자살하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실패함

25) 여러 방법의

(90) 농약과 다량의 수면제로 자살 시도를 했지만 실패함

자살시도가

(91) 자살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신했지만 모두 실패함

모두 실패하여

(92) 약물로 자살시도를 했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음

허탈함

에 대한

(93) 죽었어야 하는데 살아나서 어머니에게 미안함
(94) 살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보다는 실패한 것이 실망스러움
(95) 자살 실패 후 살기위한 노력에도 변함없는 현실에 낙심함

10. 자살 실패

26) 자살 실패 후

실의(失意)

살았다는 것에
실망함

(96) 죽고 나면 소용없을 것 같아 없애버린 것들이 후회됨
(97) 흐르는 피에 두려움을 느껴 자살시도를 중단함
(98) 다리 난간 위에서 보이지 않는 공포심에 자살을 포기함

27) 자살 직전의

(99) 죽고는 싶었지만 자살 직전에 두려움이 엄습해 포기함

두려움 때문에

(100) 자살 시도하려고 하다 용기가 없어 포기하고 한참 울음

시도를 포기함

턱에서 생

(101) 사후세계의 막연한 두려움이 자살시도를 멈추게 함

(生)을 선

(102) 자살을 하려 하니 이렇게 죽을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듬
(103) 증오했던 사람들의 비웃는 모습이 생각나 자살을 포기함
(104) 뭐든지 주저하는 성격이 자살 시도도 포기하게 함
(105) 자살시도 직전에 살고 싶어 하는 속마음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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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죽음의 문

택한 결심
28) 자살시도 직전
에 마음을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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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성의미와 주제, 주제군

(계속 4)

구 성 의 미

주제

주제군

(106) 자살 실패 후에 후유증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음
29) 자살 실패 후

(107) 자살 실패 후에 고통이 구역질 날 정도로 생생함
(108) 자살 시도 때 고통을 생각하면 사는 것이 낫겠다 생각함

고통이 삶의
의지를 갖게 함

(109) 저승의 문턱까지 갔다 오니 살려는 의지가 더 생김
30) 막연한 희망으

(110) 로또 복권 같은 막연한 희망으로 자살 충동을 견딤

로 자살충동을
(111) 소일꺼리를 하면서 자살충동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함

억제함

(112) 자살실패로 병신이 되어서라도 타인의 도움을 받고 싶음

향한 실 날
같은 삶의

31) 주변의 도움으로

(113) 모르는 사람의 조건 없는 도움이 자살을 멈추게 함

12. 생(生)을

의지

자살 충동이 감

(114) 기댈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자살 생각은 줄어듦

소됨

(115) 노숙인을 위한 시설에서 많은 도움을 받음
(116) 자살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참음을 달라고 기도함
(117) 자살 실패가 하나님이 쓰려고 살려 주셨다고 생각함

32) 신앙으로 자살
충동을 견딤

(118) 신앙이 자살충동을 막는데 도움이 됨
(119) 무슨 일이든 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음

33) 노숙 생활에서

(120) 치욕스러운 노숙생활에서 간절히 벗어나고 싶음

벗어나고 싶은

(121) 노숙을 벗어나기 위해 불편한 몸이지만 일을 하고 싶음

마음이 간절함
13. 무력한 노

(122) 노숙인이 된 후에 작은 돈의 소중함을 깨달음
(123) 과거의 힘들고 아팠던 기억을 잊고 새 출발 하고 싶음

숙 탈피의
34) 부정적인 과거

(124)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함

에서 벗어나길

(125)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화목한 가정을 갖고 싶음

희망함

갈망(渴望)

(126) 노숙에서 벗어난다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살고 싶음

적 연구의 이러한 목적은 자살충동을 겪는 남성

연구 과정의 평가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밝히는데 유용한 연
현상학적 연구의 목적은 개인 또는 다수의 개

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개인들에 의한 현상에서 나타나는 생생한 경험의

개인적인 선 이해나 일반적인 관념을 현상학적

의미와 구조, 그리고 본질에 대한 답을 찾는 것

판단중지(Epoche)나 괄호치기(Bracketing)를 하는 현

이다.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경험한 삶의 본질을

상학적 환원이 필요하다(김미영, 2009). 이를 위해

밝히기 위해 반영과 판단 중지와 직관 그리고 현

연구자는 그동안 노숙인 상담을 통해 접한 그들

상학적 시각 등의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현상학

의 삶과 자살에 대하여 불분명한 선 이해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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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하고, 연구에 앞서 판단중지의 노력을 하

전문가인 지도교수와 질적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였으며, 다음과 같은 질적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

상담학 박사 1인의 의견을 참조하였고, 다수의

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질적 연구 워크숍을 참석하여 현상학적 연구에

질적 연구의 진실성은 조사의 신뢰성, 전이(轉

대해 반복 학습하였다.

移) 가능성, 의존성과 일치성을 의미하므로, 연구
자들은 신뢰성과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 일관성,

결 과

그리고 중립성과 관련하여 진실성을 추구해야 한
다(Lincoln & Guba, 1985). ‘신뢰성’은 연구의 과정
과 연구의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가치를 지녔는

본 연구에서는 자살 충동을 겪고 있는 아홉

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

명의 남성 노숙인들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심층

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

면담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13개의 주제

가 연구의 주제와 참여자들의 본질적 의미를 충

군과 34개의 주제와 126개의 구성의미로 도출되

분히 반영하는지를 논하기 위해 질적 연구로 박

었다. 분석에는 자살충동을 겪는 남성 노숙인의

사학위를 받은 상담 전문가와 교차 검토하였다.

성장기 부모 경험, 심리사회적 경험, 그리고 자살

‘적용 가능성’은 연구의 결과가 다른 환경과 배

충동에 대처하는 내적자원이 포함된다.

경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
구는 아홉 명의 참여자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이

현상학적 기술

포화상태에 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참
여자 외에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다른 노숙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자살충동을 겪는 남성

두 명을 별도로 면담하여 그 면담한 내용과 비교

노숙인의 성장기의 부모 경험은 아버지의 폭력과

하여 적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일관성'은

돌봄이 없이 성장함의 슬픔, 그리고 가족에서 소

연구의 방법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의 참여자

외됨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경험은 낮은 자

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때 주제가 복제되거나 반

존감, 관계 단절로 고립, 노숙의 무력감과 반복되

복될 수 있는가의 가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관

는 자살충동, 왜곡된 자살 사고(思考), 현실 도피,

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과정,

자살 실패의 실의(失意)으로 나타났다. 자살충동

분석과정 등 연구 진행 과정 전반을 상세히 기술

에 대처하는 내적 자원은 생(生)을 선택한 결심,

하였다. '중립성'은 객관성을 높이는 과정으로, 진

삶의 욕구, 노숙 탈피의 갈망(渴望)으로 나타났다.

정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

자살충동을 겪는 노숙인의 성장기 부모 경험은

는지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연구의 과정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고통이 트라우마가 되어

과 결과에서 모든 편견을 버리려는 노력을 할 때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어린

지켜질 수 있다. 연구 과정에서는 자살충동과 노

시절에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수시로 맞았지만,

숙인의 심리에 대한 연구자의 이론적 판단과 상

반항이라도 하면 더 심한 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담 경험을 중지하고 오로지 참여자들이 의미하는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참여자들은 반복된 아버지

주관적 경험에만 집중하며,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의 폭력으로 학습된 무기력이 빠지게 되고, 대항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질적 연구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치솟는 분노를 자신 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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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재화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위기에서 온몸

모든 것을 혼자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

으로 방패막이를 해주던 어머니가 존재하는 것이

니까 그게 좀 많이 다가왔죠... 어머니가 버릴

그나마 위안이 되었지만, 어머니마저 아버지의

정도로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그래서 그냥

폭력을 견디지 못해 가출한 후에는 지옥의 고통

되는대로 살자 그렇게 됐죠. (참여자1)

을 경험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폭력 경험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의 기억으로 남

참여자들은 아버지의 폭력과 아무 돌봄이 없는

아 성인이 된 현재에도 그때의 트라우마를 고스

외로운 환경에서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참여자

란히 겪고 있다.

들은 부모의 방치로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는 생각을 하고, 자신이 죽는다 해도 신경 쓸 가

원래 처음에는 안 그러셨는데 사업을 하다

족이 없다는 생각에 더욱 서글픔을 느낀다. 참여

가 안돼서 술을 마시게 되고, 점차 양이 늘어

자들은 학창시절을 친구도 없이 집단따돌림까지

나서 완전 인사불성 될 때까지 마시고 들어

당하는 고통의 시기로 기억하고, 부모의 무관심

와서 소리 지르고, 엄마가 잔소리 하니까, 야!

으로 마치 아무 준비 없이 세상에 혼자 던져진

나가 죽일 년아 하면서 때리고... 엄마도 한

처량한 외톨이 신세를 한탄한다. 참여자들의 소

성깔하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죠... 아

외 경험은 지속적으로 자존감을 하락하게 만들

직도 그 때를 생각하면... 죽고 싶다는 생각만

고, 대인관계를 힘들게 하여 스스로를 고립시키

들고...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각인이 되는 거

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이

예요. 생각을 안하고 싶은데도 각인이 되가지

기억하는 성장기의 부모 경험은 아버지의 폭력과

고... (참여자5)

돌봄 없음과 소외경험으로 압축된다.

어린 시절의 돌봄 없는 성장은 성인이 된 참여

내가 죽어도 가족들은 신경도 안 쓰고 행복

자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참여자들은 아버

할거라 생각하니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의 폭력보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냥 길거리 가다가 술 두병을 사서

더 큰 고통으로 기억한다. 일부 참여자들은 “너

○○역으로 갔어요. 안 먹던 술도 먹고 내가

하나쯤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부모의 말에 살 가

죽으면 깔끔할 텐데... 기차 들어오면 그냥 뛰

치가 없다고 느낀 나머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

어내릴까, 그 당시에 스크린도어가 없었거든

구하고 자살을 시도한다. 결국 어린 시절 부모의

요. 뛰어내리면 말끔히 끝날 텐데 하는 생각

폭언과 돌봄 없음이 참여자들에게 자살충동을 느

을 했죠. (참여자7)

끼게 하고 노숙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참여자들 중 절반은 학창시절에 왕따 경험이
아버지가 때리는 것보다는 솔직히 친엄마가

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차

버리고 간 다음에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

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괴로움을 겪게 된다.

에 충격이 더 컸어요. 세상에 고립된 느낌...

참여자들은 부당한 대우에도 의사표현을 못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가 저를 더 신경 써주

소심하고 못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죽고

시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니까

싶은 심정으로 확대된다. 참여자들은 돌봄 받지

- 230 -

강덕상․한재희 / 자살충동을 겪는 남성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경험 연구

못한 피해자이지만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오히려

은 마음 편히 잠잘 집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무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고통 받는다는 죄책감까지

력감을 더욱 증대 시킨다. 또한 참여자들은 희망

갖게 된다. 참여자들의 부정적인 내적 신념체계

없이 죽지 못해 사는 것에 우울함을 느끼고, 무

는 반복되는 자살충동과 노숙생활에서 벗어나지

기력하게 누워 있는 자신이 흡사 관 속에 누워있

못하게 하는 심리적 배경이 된다.

는 송장처럼 느껴진다. 또한 참여자들은 항상 스
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보니 늘 크고 작은

일반적인 가정의 친구들이랑 할머니 밑에

질병을 가지고 있어 항상 약에 의존하며 산다.

자란 그런 비교 아닌 비교, 주변의 시선에 학
교생활도 평탄치는 않았어요. 선생님들도 보

잠 잘 곳이 없다는 것이 불안하죠. 센터에

는 눈이 틀리더라고요. 부모도 있고 그런 애

서 싸우기도 많이 했고, 다치기도 많이 다쳤

들은 제 눈에 보기에는 조금 어떻게든 해주려

고 그러고 이제... 잠자리가 불안하니까 시끄

고 하는 반면 약간 불손가정이나 이런 출신들

럽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바에는 나 혼자 방

은 물에 물탄 듯 이런 식으로... (참여자6)

을 어떻게 해서든 이어가야 하는데, 퇴실 하
면은 있을 곳이 없잖아요. (참여자4)

오랜 관계 단절로 인한 고립으로 참여자들은
항상 외로운 시간을 보낸다. 일부 참여자는 은둔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낮은 자존감과 고립, 무

형 외톨이로 혼자 있는 것이 편하면서 늘 외로워

기력 등으로 힘들어하며, 상황이나 장소에 상관

하고, 때로는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소외

없이 수시로 일어나는 자살 충동으로 인해 고통

감으로 무기력에 빠지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무

스러워한다. 일부 참여자는 기분 좋게 길을 가다

기력에 타인과의 접촉을 힘들어 하고, 낮은 자존

가 갑자기 달리는 차에 뛰어 들고 싶은 충동도

감으로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사람들

일어나고, 지하철을 기다리다 갑자기 선로로 뛰

과 교류를 점점 회피하게 된다. 결국 대인관계는

어들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다른 참여자는 공

단절되고 고립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사장에서 일할 때 높은 곳에 있으면 문득 떨어지
고 싶은 생각을 한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수시로

저는 혼자 있는 것이 별로 힘들어 본 적

자살생각을 하면서 인터넷에서 자살 명소를 검색

없었어요. 물론 외롭기는 했죠. 저 같이 은둔

해 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편하게

형 외톨이들의 들어가는 (인터넷)카페가 있거

죽을까를 궁리하기도 한다.

든요. 카페에서 사람들하고 채팅도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런 게 다 였어요. 그

할 줄 아는게 노가다 뿐이 없다 보니 높은

게 제 거의 인간관계의 유일한 통로... 그런

곳에서 용접도 하고... 자주 일해요. 물론 위험

거였죠. (참여자3)

은 해요. 이러다 떨어지면 죽겠다 생각하지만
그냥 해요. 같이 일하는 사람도 미쳤다 말 하

희망을 상실한 채 노숙인으로 사는 참여자들은

는데... … 그 상황에서도 문득문득 생각은 나

자신의 삶에 무력감을 느낀다. 노숙 생활은 고단

요. 떨어질까 그냥 떨어져 버릴까... 별로 무서

하고 불안함의 연속인데, 그중에 가장 불안한 것

움이 없어요. (참여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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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자살을 현실에서 겪는 고통의 해결

결심하게 된다.

책으로 인식하지만, 자살은 불안을 희석시키기
위해 만든 죽음에 대한 환상일 뿐이다. 이러한

그냥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보이는데 내

환상이 반복되면서 참여자들은 자살에 대한 왜곡

가 저기에 소속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

된 사고를 가지게 되고, 자살에 대한 두려움보다

걸 해결하려면 이번 생은 안 된다고 생각도

는 죽은 이후에 행복한 삶이 있을 것이란 환상을

되고...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엔

꿈꾸게 된다. 한편 참여자들은 자살을 컴퓨터의

자살로 이르고 그걸 결심하고 시도를 했죠.

리셋버튼처럼 살짝 누르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

(참여자4)

생각하고, 그것을 눌러 자신의 삶을 되돌리고 싶
어 한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살을 벼랑 끝 생활

참여자들은 자살을 실패하지만 다시 돌아온 현

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사는

실은 바뀐 것이 없어, 오히려 자살의 실패가 더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지옥에 가서 고통 받더라

욱 실망스럽다. 참여자들은 농약과 다량의 수면

도 죽음으로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

제, 투신 등 여러 방법으로 자살시도를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제지 등으로 실패하고 살아난 것

죽고 나면 컴퓨터 리셋 버튼 누르듯 모든

에 허탈해 한다. 참여자들은 자살 실패가 다행이

게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으

라는 생각보다 막막한 현실로 돌아왔다는 좌절로

로 자살을 시도한 거거든요. 여기서 내가 딱

인해 실의(失意)에 빠져 또다시 자살을 생각한다.

뛰어내리기만 하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도 있다. 밑져야 본전이다 만약에 행복한 삶

다행이라고 절대 생각은 안 했고요. 모든 준

이 아니라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무 생각

비가 완벽 했는데, 도대체 왜 실패를 한거지

도 안 하고 아무 존재도 없어지는 그런게 더

도대체 왜? 라고 생각을 했죠. … 지금은 자살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1)

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하고 있는데 또 이러
다가도 또 갑자기 적응을 못하고 하루 이틀

참여자들은 반복된 자살충동으로 자살시도를

만에 또 도망 나오면 그때 또 자살충동이 들

감행하게 된다. 이들의 자살시도는 그동안 누적

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6)

되어온 고통의 결과이기도 하고, 벗어나고 싶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참

자살 충동을 겪는 남성 노숙인 참여자들은 이

여자 중에 일부는 자살의 구체적인 이유도 모르

제 자살을 포기하고 노숙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

고, 계획도 없이 그냥 이쯤에서 생을 마감하자는

지와 미약하나마 살고 싶은 내적 욕구에 희망을

생각에 이기적인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또 다

둔다. 참여자들은 여러 번 자살시도에서 생사의

른 참여자는 자살을 통해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

갈림길에 서 있었고, 자의(自意)던 타의(他意)던

려 하기도 하고, 환경 변화의 부적응과 현실에서

사는 것을 선택한다. 일부 참여자들은 자살 직전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무력감에 자살을 시도

의 두려움 때문에 자살을 포기하기도 하고, 피의

하기도 한다. 결국 이들은 노숙 생활을 벗어날

두려움에 중단하기도 하고, 투신하려고 올라간

수 없다는 좌절감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다리에서 공포심에 자살을 포기하기도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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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살 직전의 엄습한 두려움에 자살을 포기하

는데, 희망이 이 사람한테 온 거예요. 이 사람

고 주저앉아 한참 울기도 한다. 자살을 시도하려

을 아예 몰랐거나 도움을 안 줬으면 저는 이

고 하다 이렇게 죽을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참여자2) 당시 교회

하고, 주저하는 성격 덕분에 자살을 포기하기도

다녔거든요. … 자살 충동이 여기까지 올라오

한다. 결국 참여자들은 자살시도 직전에 마음을

면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가끔... 하나님 저는

바꿈으로 살아나게 된다.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물어봐요 맨날 물어
봐요. (참여자5)

완전히 죽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
요. 그냥 먹긴 먹었는데 진짜 죽고 싶었다면

참여자들은 무력한 노숙 생활에서 벗어나길 간

소주 좀 먹으면 바로 가는건데, 그걸 제가 모

절히 소망(渴望)한다. 참여자들이 겪는 현재의 자

르는 부분도 아닌데 그냥 먹었기 때문에 백퍼

살충동은 노숙 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들은

센트 죽고 싶다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치욕스럽고 불편한 노숙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요... 그냥 이런거 있잖아요, 그냥 죽었으면 좋

아픈 몸이지만 일을 하기 원하고, 과거의 무분별

겠다 눈 뜨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먹었

한 생활과 아팠던 기억도 잊으려고 노력한다. 또

는데 실상은 마음속에 이 정도는 그래도 안

한 이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죽을 수도 있잖아 이런게 있었던 것 같아요.

희망하며 자신처럼 어려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참여자9)

한다. 참여자들은 자살충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
노숙을 위한 일자리와 거주 공간 그리고 삶의 변

이젠 참여자들은 자살을 포기하고 살기 위해

화에 대한 동기를 필요로 한다.

막연하고도 실 날 같은 희망을 붙들고 살 궁리를
한다. 역설적으로 일부 참여자들은 자살 시도 때

센터에서 자활하면서 밖으로 일당도 뛰면서

경험한 엄청난 고통의 기억이 살고 싶은 욕구를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힘든 과거만 생각하

가지게 한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로또 복권

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 그리고 다시 기회

같은 막연한 희망이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인데,

가 된다면 잘해보고 싶은 생각은 물론 있지만

이때 주변의 작은 도움은 큰 힘이 된다. 참여자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생각

들은 옆에 기댈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삶의 희

은 없어요. 지금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씩 하

망을 얻기도 하고, 신앙으로 자살충동을 견뎌낸

나씩 풀어나가고 싶을 뿐이에요. (참여자8)

다. 자살충동을 겪는 노숙인들은 낮은 자존감에
항상 눈치를 보며 주눅이 들어 있는데, 이들은

논 의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이야기
를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는다.

본 연구 결과, 자살충동을 겪는 남성 노숙인의
모르는 사람인데...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심리사회적 경험은 아버지의 폭력 트라우마, 돌봄

데 그냥 빌려 주는 거예요. … 너무 고마웠던

없는 성장의 비통함, 가족에게서 소외됨, 자기 비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 희망이 아예 없었

하의 낮은 자존감, 오랜 관계 단절로 인한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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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의 무력감, 반복되는 자살충동, 왜곡된 자살

이는 자살자의 심리적 특성에서도 나타나는데,

사고(思考), 현실 도피, 자살 실패의 실망, 생사의

Freud(1917)는 정신역동 관점에서 자살을 무의식

갈림길에서 생(生)을 선택, 실 날 같은 삶의 의지,

속에 내재된 대상을 파괴하는 행위로 이해했으며,

노숙 탈피의 갈망(渴望) 등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전치된 살해 충동의 결과로

첫째, 성장기 부모 경험은 아버지의 폭력과 돌

봤다. 즉, 참여자들은 자신 안에 내재된 아버지의

봄 없는 성장, 가족에게서 시작된 소외경험으로

이미지를 파괴하고 싶은 대상으로 간주하고, 그것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아버지

을 파괴할 목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라 이해

의 폭력으로 인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성장기에

기억하고 있었고, 그 고통의 기억은 현재 노숙의

부모의 돌봄 없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삶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성장기에 가족에게서

자들 중 일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가출을 가

당한 학대나 폭력, 방임 같은 불행한 경험은 노숙

장 큰 충격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어머니에 대한

의 원인이 되는데, 노숙인의 절반 이상이 성장기

원망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되어 여성에 대한

에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네 명 중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Bowlby(1988)는

한명은 부모의 방임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

엄마와 아기의 애착관계는 인간 사회를 이루는 최

다(Padgett et al., 2016).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 아

초의 기본단위로서 유아기에 엄마와 적절한 애착

홉 명 중에 다섯 명은 성장기에 아버지에게 신체

을 경험한 아이는 평생을 걸쳐 건강한 대인관계를

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방임은

유지한다고 했다. 국내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성장

참여자의 대다수인 여덟 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

기의 애착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친밀한 사

났다. 가정폭력에서 생존한 성인들은 강제적이고

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억압된 통제 하에서 장기간 지냈을 때 복잡한 외

되었다(정옥분 외, 2008). 부모의 무관심과 가족의

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된다(Herbers et

외면으로 인해 이들은 소외감을 경험하였는데, 이

al., 2014). 노숙의 원인 중 하나인 성장기의 학대

를 마치 아무 준비 없이 세상에 혼자 던져진 처량

나 폭력 경험은 개인의 삶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

한 외톨이 신세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

적으로 심각하고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다. Seeman(1959)은 소외의 심리현상을 다섯 가지

외상(Trauma)으로 남게 된다(구인회, 김소영, 2012).

로 요약하면서 소외를 당한 사람은 무력감으로 자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아버지의 폭력 경험으

신의 운명을 외부의 힘에 의존한다고 했다. 또한

로 인한 불안증상이 성인이 된 현재도 트라우마로

노숙인들은 일방적인 의존적 성향이 있다는 연구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한 참여자

결과(김유경, 2005)도 있듯이, 참여자들이 자기 주

는 방임이나 학대보다는 오히려 홀어머니의 과잉

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외부에 의존하여 노숙생활

간섭으로 인하여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

을 하게 하는데 성장기의 소외경험이 많은 영향을

고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경우였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그는 의존하는 동시에 마찰로 인한 갈등을 겪

둘째, 자살충동을 겪는 남성 노숙인의 심리사회

었고, 두 번의 자살 시도와 실패 후 가출하여 노

적 경험은 자기 비하의 낮은 자존감과 관계단절로

숙인이 되었는데, 이는 자녀에 대한 과잉간섭

고립, 노숙의 무력감, 그리고 수시로 반복되는 자

역시 자살충동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살충동의 고통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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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드러나는 심리사회적 현상중의 하나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자살시도자들은 기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대와 현실에서 괴리가 생길 때, 괴리의 원인을 자

것이다. 이는 Coopersmith(1967)가 자존감이 낮은

신에게로 돌려 부정적 자기평가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능력에 확신이 없어 타인에

는 인지적 몰락의 상태를 만든다는 것이다. 참여

게 굴종하려는 경향과 타인의 눈치를 자주 보는

자들은 노숙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경향이 있다고 한 연구 결과와 부합되며, 또한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자살충동을

들은 성장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가족 경

느낀다. 노숙인들은 노숙생활 초기에는 기본적인

험이 반복되어왔다는 연구 결과(Sowislo & Orth,

숙식 해결에 치중하지만, 점차 자존감의 손상과

2013)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낮

우울, 좌절과 고립 과정을 거쳐 노숙이 만성화된

은 자존감으로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곤란을 겪다

다(남기철, 2013)고 했듯이, 참여자들은 무력감과

보니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결국 관계 단절을 초

우울감을 호소하면서 줄을 서서 배식 받는 것, 잠

래하여 스스로 고립된 상태였다. 이들은 항상 외

자리가 불안한 것 등 노숙생활 자체에 대한 우울

로움에 시달렸고,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교감과 의

감을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자 중 일부는 노

사소통 능력도 저하됐다. 일반적으로 노숙인들은

숙생활 초기에는 노숙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

노숙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기존의 사회

력을 하지만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관계망의 단절이다. 사회관계망의 단절은 노숙으

늪 같은 것이라 표현하기도 하였다.

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외상 중의 하나라 할 수

참여자들은 불시에 반복적으로 느끼는 자살충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더욱

동으로 불안감이 높았으며 삶이 더욱 피폐해지는

어렵게 만든다(Toro, 2007). 참여자들은 노숙인으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차에

살면서 희망을 상실한 채 무력감을 경험하는 것으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끼거나, 식당에서 옆 자

로 나타났다. 노숙인들은 희망을 상실하고, 무력감

리의 행복해 보이는 가족을 볼 때 자살충동이 일

과 절망감으로 인해 비관주의에 빠지고 자기 효능

어나기도 하였다. 자살충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감도 손상되기 쉬운데(Patterson & Holden, 2012),

일어나는데,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대인관

참여자들은 대체로 노숙이라는 고단한 생활로 인

계에서 소외를 경험하면, 자신이 타인에게 부담을

해 불안을 경험하고, 삶 자체가 우울하다고 하였

주는 존재라 인식하여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

다. 참여자들 중에는 막일을 하며 살아보려고 노

아지게 된다(Stellrecht et al., 2006). 또한 이홍식 외

력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은 하루 종일 노

(2008)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관점에서 우리라는 공

동을 해도 노숙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동체에서 소외될 때 자살을 생각한다고 했다. 결

무력감에 좌절해야 했다. 이러한 좌절은 반복되어

국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자살 충동의 요인 중 하

결국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했다. 노숙인들은

나는 소외라 할 수 있는데, 소외는 노숙인들이 가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

장 많이 경험하는 감정으로, 사회와 고립된 환경

으려는 부동화(immobilization)상태가 되고, 이러한

이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이들의 반복된 자

상태는 오래 지속된다. 참여자들은 무력감과 좌절

살충동은 자살에 대한 왜곡된 사고로 이어지는 경

속에서 탈출할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가 많았다. 자살은 이들에게 현 삶에서의 고통

이는 Baumeister(1990)가 주장한 자기로부터 도피

에 대한 해결책이자 도피처이고 고인이 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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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의 만남을 기대할 수 있는 통로로 여겨지게

도 했는데, 이는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살고자 하

되었다. 황순찬(2014)은 자살시도자들의 시간은 과

는 본능이 죽음의 본능을 누른 것이라 해석된다.

거, 현재, 미래의 경계를 초월한다고 하였다. 즉,

또한 참여자들이 자살을 포기하고 생을 선택하는

자살시도자들은 현재의 고통을 과거의 고통과 연

과정에서 보여주는 심리적 현상은 Linehan et al.,

결된 것으로, 미래에도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는

(1983)가 제시한 자살에 대한 두려움이 자살을 억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참

제하는 내적요인이라는 것으로 설명된다.

여자들은 자살을 과거로 되돌리는 방법이라 생각

셋째, 자살충동에 대처하는 남성 노숙인의 내적

하기도 하고, 또한 자살을 행복한 미래로 가는 것

자원은 실 날 같은 삶의 의지와 탈 노숙의 갈망

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참여자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삶의 의지에는 역설

들은 현재의 노숙생활을 고통의 시간으로 인식하

적이게도 자살 실패 후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이

고 있으며, 고통에 대해 극복하려하기 보다는 자

삶의 의지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실의 삶

살이라는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김

에서 겪는 고통은 자살 실패 후의 고통에 비하면

헌경(2010)은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다

참을 만 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내적자원이

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25~40%라고 보고하

라 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참여자들의 암울

였는데, 참여자들도 자살 실패를 다행으로 여기기

한 현실을 반영하면 이 조차도 내적 자원이라 할

보다는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현실이 개선되지 않

수 있다. 강준혁, 이근무(2015)는 죽지 못하는 것

는다면 자살을 재시도 할 것 같다고 하였다. 이는

자체가 한 인간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조차

반복적인 자살 시도의 요인이 환경으로 인한 스트

인간의 본성이며 자원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레스와 좌절감, 무기력 등 복합적인 심리적 부담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족의 지지를 통해

감과 연관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는

내적 긴장을 해소하며 안정감을 이루려하지만, 참

자살의 실패로 인한 고통이 오히려 살고자 하는

여자들 같은 노숙인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의지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는 자살시도가 현실도

가족의 지지를 기대할 수 없고, 혼자 모든 것을

피의 의미도 있지만 반드시 죽기위한 의도가 아님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극단적으로

을 의미하는데, 자살을 고통의 외침으로 보고, 자

자살을 고려하는 것이다. 가족도 없이 사회에서

살행동을 통해 호소하려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소외되고 내적자원도 빈약한 노숙인에게는 지역사

줄 필요가 있다고 한 연구 결과(Williams & Pollock,

회와 종교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든든한

2001)가 반영된 특성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참여자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여자들은 무기

들의 자살시도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겪는 고통

력한 노숙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희망한다. 참여자

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호소하는 행동

들은 움직일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던지 하길 원

이며, 살고자하는 깊은 내면의 욕구를 행동화하는

하지만 현실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숙인들의 위험한 자살행동

어 있다. 참여자들 중 여섯 명은 노숙인 지원센터

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심리를 깊이 이해

에서 자활을 하면서 자살충동에 대처하고 있는데,

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경청을 하며, 진

자활 근로 자체가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

솔한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은

에 이들이 자살충동에서 벗어나고 탈노숙을 위해

자살 직전에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마음을 바꾸기

선 이들에게 알맞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 236 -

강덕상․한재희 / 자살충동을 겪는 남성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경험 연구

일자리와 더불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기술

부분적으로나마 확인해 볼 수 있다. 성장기의 아

훈련과 삶의 동기이다. 참여자들은 모두 대인관계

버지의 폭력이나 부모의 방임이나 가족의 무관심

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들은 원하던 일자리를

이 결국 한 사람을 노숙이라는 극단적인 환경으로

얻는다 해도 근로 중에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갈

내몰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노

등을 겪고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숙인들이 겪는 자살 충동 경험을 통해 어린 시절

따라서 노숙인들의 사회적 복귀를 위해서는 상담

의 애착경험과 대상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데

이나 관계 기술 교육 등을 통해 대인관계의 어려

의의가 있다.

움을 우선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

노숙인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첫째는

자들의 대부분은 살고자하는 동기가 낮았는데, 이

노숙 연수에 따라 자살충동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는 자신의 능력과 미래에 대한 기대, 즉, 자기효능

예상된다. 본 연구를 위해 노숙인 시설에서 노숙

감이 낮기 때문이다. 자기효능감은 노숙인의 심리

인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사회적 특성 중에 알코올중독, 우울증을 유발하고,

노숙 연수가 3년 이상 장기노숙인 일수록 자살충

근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심리적․사

동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숙이 장

회적 지지와 사회관계망의 회복은 노숙인의 자기

기화되면 노숙생활에 적응이 되어 자살충동도 줄

효능감을 높인다(이안열, 김진옥, 2012). 본 연구에

어드는 것으로 유추된다. 이에 노숙 연수와 자살

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귀

충동의 연관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숙

기울여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경험만으로도 삶에

인의 우울증 인식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를 위해

대한 긍정적 희망 가지게 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

사전에 실시한 PAI(성격평가검사) 결과를 보면 참

다. 신뢰하는 대상으로부터 받은 긍정적 수용 경

여자 9명중 8명이 우울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

험은 노숙인들의 마음에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더

고, 나머지 한 명도 잠재위험군으로 나타났다. 많

나아가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은 노숙인들은 본인이 겪고 있는 감정이 우울증인

또한 노숙인들은 고된 노숙 생활로 인하여 많은

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방을 받지 못하고

인지 왜곡이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왜곡된 인지를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울증은 자살사고로

수정하기보다는 무조건적 존중과 공감적 이해를

발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숙인들이 얼마만

통해 그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우는 것이 자

큼 우울을 인식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연

살충동을 억제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살 충동을 겪는 노숙인의 심리 형
성 과정과 그들의 처해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명

참고문헌

함으로써 자살충동을 겪는 절박한 노숙인에 대한
상담적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성장기에 부모의 역할과 돌봄

강준혁, 이근무 (2015). 자살관념 극복에 관한 연

이 한 인간에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 자살 고위험집단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

밝혀냈다. 그동안 대상관계이론가들이 어린 시절

구, 35(3), 103-134.

의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는데, 본 연

구인회, 김소영 (2012). 노숙 진입의 원인과 과정.

구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로써 그것을

- 237 -

한국사회학, 46(4), 264-293.

상담학연구

김미영 (2009). 현상학적 연구방법. 한국실존통합

홍진아 (2015). 노숙인의 아동기 신체적 외상경험

심리치료연구회 상담학질적연구방법론 세미

과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PTSD와 공격성의

나 자료.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김영환, 오상우, 홍상황, 박은영 (2011). PAI의 임

황라일, 윤지원 (2011). 쉼터 노숙자의 분노표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

상적 해석. 서울: 학지사.

김유경 (2005). 상실의 관점에서 본 노숙인 문제.

22(1), 22-32.

황순찬 (2014). 자살행동에 대한 발견적 탐구. 박

아세아연구, 48(2), 151-179.

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김진주, 박은영, 현명선 (2017). 노숙인의 삶의 경
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정신간호학회,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26(1), 88-100.

Psychological Review, 97(1), 90-113.

김항아 (2016). 자살생존자의 삶의 경험. 박사학위

Benda, B. B. (2003). Discriminators of suicide

논문, 백석대학교.

thoughts and attempts among homeless veterans

김헌경 (2010). 반복 자살 시도자의 생존 경험-늪

who abuse substances.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에서 헤어나옴.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Behavior, 33(4), 430-442.

남기철 (2013). 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우리나라

Berman, A. L., Jobes, D. A., & Silverman, M. M.

노숙인복지서비스의 성격. 비판사회정책, 39,

(2006). Adolescent suicid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7-43.

Washington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2014). 다시서기 사업보
고서, 268-279.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wlby, J. (1988).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보건복지부 (2017). 자살예방백서, 81.

attachment theory. London: Routledge.

송준헌 (1998). 홈리스(Homeless)문제. 고시연구,

Briana, L. (2014). Suicide risk in homeless veterans with

25(11), 363-367.

traumatic brain injury. Ph. D. University of

이안열, 김진욱 (2012). 노숙인의 노숙 경험적 특

Pennsylvania Nursing.

성 과 심리사회적 특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

Christensen, R. C. (2014). Commentary on suicide and

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3(2012),

homelessness: What differentiates homeless persons

21-43.

who died by suicide from other suicides in

이홍식, 전우택, 한성열, 육성필, 박병철, 유영권

Australia?

등 (2008). 자살의 이해와 예방. 서울: 학지사.
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김경은, 박연정 (2008).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9(4), 591-592.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Social

San Francisco: W. H. Freeman & Co.
Creswell, J.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15(4), 67-91.

전통{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최강현, 탁장한, 이동환, 김성녕, 이영조 (2016).

among five tradition(2nd ed.)}. (조흥식, 정선욱,

노숙인들의 중독 및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김진수,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조사. 한국통계학회, 29(5), 977-985.

2013년에 출판).

- 238 -

강덕상․한재희 / 자살충동을 겪는 남성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경험 연구

Freud, S. (1917). Mourning and melancholia.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24(6), 783-791.
Sowislo, J. F., & Orth, U. (2013). Does low

of Sigmund Freud, 14, 237-258.

self-esteem predict depression and anxiety? A

Gonzalez, P. G., Ramirez, R. H., Carrion, A. C., &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Serrano, A. M. (2016). Suicide attempts related
to homelessness in patients with personality

Bulletin, 139(1), 213-240.
Stellrecht, N., Gordon, K. H., Van Orden, K. A.,

disorder. European Psychiatry, 33, 749-750.

Witte, T. K., Wingate, L. R., Cukrowicz, K. C.,

Herbers, J. E., Cutuli, J. J., Monn, A. R., Naraya, A.

Butler, M., Schmidt, N. B., Fitzpatrick, K. K., &

J., & Masten, A. S. (2014). Trauma, adversity,

Joiner, T. E. (2006). Clinical applications of the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among young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attempted

children experiencing homelessness. Journal of

and

Abnormal Child Psychology, 42(7), 1167-1174.

Psychology, 62(2), 211-222.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completed

suicide.

Journal

of

Clinical

Torchalla, I., Strehlau, V., Li, K., Schuetz, C., &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Krausz, M. (2012). The association between

Linehan, M. M., Goodstein, J. L., Nielsen, S. L., &

childhood maltreatment subtypes and current

Chiles, J. A. (1983). Reasons for staying alive

suicide risk among homeless men and women.

when you are thinking of killing yourself: The

Child Maltreatment, 17(2), 132-143.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Journal of Consulting

Toro,

and Clinical Psychology, 51(2), 276-286.

P.

A.

(2007).

Toward

an

international

understanding of homelessness. Journal of Social

Padgett, D. K., Tiderington, E., Smith, T., Derejko,

Issues, 63(3), 461-481.

K. S., & Henwood, B. F. (2016). Complex

Van Orden, K. A., Witte, T. K., Cukrowicz, K. C.,

recovery: Understanding the lives of formerly

Braithwaite, S. R., Selby, E. A., & Joiner, T. E.,

homeless adults with complex needs. Journal of

Jr. (2010).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Social Distress and the Homeless, 25(2), 60-70.

Psychological Review, 117(2), 575-600.

Patterson, A. A., & Holden, R. R. (2012). Psychache

Walsh, A. K. (2011). Suicide ideation and attempt among

and suicide ideation among men who are

a sample of previously homeless individuals. Doctoral

homeless: a test of Shneidman's model. Suicide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42(2), 147-156.

Chapel Hill Social Work.

Prigerson, H. G., Desai, R. A., Liu-Mares, W., &

Williams, G., & Pollock, L. (2001). Psychological

Rosenheck, R. A. (2003). Suicidal ideation and

aspects of the suicidal process. The Suicidal Process

suicide attempts in homeless mentally ill persons:

Approach to Research, 76-94.

age-specific risks of substance abuse.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8(4),

213-219.

원고 접수일 : 2020. 02. 20.
수정원고 접수일 : 2020. 04. 21.

Seeman, M. (1959). On the meaning of alienation.

- 239 -

게재 결정일 : 2020. 04. 22.

상담학연구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20, Vol. 21, No. 2, 219-240

A Study on the Psychosocial Experiences of
the Male Homeless in the Suicidal Impulse
Deok-Sang Kang1・ Jae-Hee Han2
1

Ph.D., Department of Christian Counseling, Baekseok University, Seoul, Korea

2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Counseling, Baekseok University, Seoul, Korea

This study is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psychosocial experiences of male homeless people who suffer suicide
impulses. In this study, nine male homeless people who have suicidal thoughts were explored in depth for their
psychosocial experiences. The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ere analyzed by Colaizz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As a result, the psychosocial experience of male homeless people suffering from suicidal thoughts
began with the trauma of the pain that was overwhelmed by the violence of their father during the growing period,
the resentment of the mother who abandoned themselves, and the indifference of those parents and families. They
became isolated due to their long loneliness and low self-esteem which made them difficult to communicat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hame and disconnection caused by self-deprecation. Because of isolation, they lost hope
of life and experienced depression due to helplessness and homelessness. Participants had a distorted mind that was not
afraid of death, because of the illusion that they would be happy in a new world if they die due to the pain of
repeated suicide impulses. They thought of suicide as a solution to the endless homeless life, and eventually attempted
suicide as a means of escape from reality. Participants were full of disappointment and disappointment that they
returned to reality rather than relief that they survived after suicide failure. Nevertheless, the inner resources that the
participants maintain life were the willingness to live and the desperate hope that someday they would escape the life
of the homeless. The study is meaningful that the psychological process leading to the homeless and suicidal impulse
because of the experiences of violence in the growing period and the lack of parenting was suggested, and revealed
that social support, faith, and counseling serve to give them stability of mind and hope of life. Based on the results,
discussions and the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were presented.
Key words : Homeless, Suicidal Impulse, Psychosocial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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