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 므：신론 
and Welfare 

세계보건기구게재 

중앙심리부검센터 번역 

츠아시리닌7�세E 000 T□L i
Korea Psychological Autopsy Center 



자살 시도 사례의 등록을 위한 지침

PREVENTING� SUICIDE:

A� RESOURCE� FOR� NON-FATAL� SUICIDAL�

BEHAVIOUR� CASE� REGISTRATION

중앙심리부검센터 번역 제공



PREVENTING� SUICIDE:� A� RESOURCE� FOR�NON-FATAL� SUICIDAL� BEHAVIOUR�CASE� REGISTRATION

88�자살 예방 문헌집

Publish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2014 
under the title preventing suicide: a resource for non-fatal suicidal behaviour case registration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granted a translation and publication permission for an edition 
in Korean to the Korea Psychological Autopsy Center, which is solely responsible for the quality 
and faithfulness of the Korean translation.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e English 
and the Korean editions, the original English edition shall be the binding and authentic edition.

 
자살 시도 사례의 등록을 위한자를 위한 지침

© Korea Psychological Autopsy Center 2019

세계보건기구는 본 문서의 한국어 번역 및 출판 권한이 중앙심리부검센터에 귀속되는 데 동의하며, 한국어 번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중앙심리부검센터에 있음을 명시함. 원문과 번역본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문 원본이 기준이 
됨.



자살 시도 사례의 등록을 위한 지침

자살 예방 문헌집� 89

CONTENTS
� � � � � � � � � �

� � � 머리말 Foreword ·························································································································· 90

1.� 감사의 글 Acknowledgements ······································································································ 91

2.� 서문 Introduction ···························································································································· 92

3.� 자살 시도자의 사례관리를 위해 기재해야 하는 정보

� � �What� information� to� record� in� non-fatal� suicidal� behaviour� registries ···································· 92

4.� 이중 집계의 문제 How� to� avoid� double� counting ···································································· 93

5.� 자살 시도의 등록 사례� Example� of� non-fatal� suicidal� behaviour� registers ···························· 94

6.� 자살 시도자의 사례관리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활용

� � � Use� of� data� collected� from� non-fatal� suicidal� behaviour� registries ·········································· 95

7.� 자살 의도의 평가� Assessment� of� suicide� intention ···································································· 96

8.� 관련 용어들 Terminologies ············································································································ 96

9.� 참고문헌 References ······················································································································· 99

부록 A:� 비치명적 자살행위 및 자살 시도의 등록을 위한 예시

Appendix� A:� Example� registration� form� for� non-fatal� suicidal� behaviour/attempted� suicide ··· 101

부록 B:� ICD-10� ‘의도적 자해’� 코드

Appendix� B:� ICD-10� codes� for� intentional� self-harm ····································································· 102

부록 C:� 요점 정리

Appendix� C:� Summary� of� key� points ······························································································ 104



PREVENTING� SUICIDE:� A� RESOURCE� FOR�NON-FATAL� SUICIDAL� BEHAVIOUR�CASE� REGISTRATION

90�자살 예방 문헌집

머 리 말

자살은 수 세기에 걸쳐 많은 철학자,� 신학자,� 의사,� 사회학자 및 예술가들의 관심을 받아온 복잡한 현상이

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뮈(Albert� Camus)는 그의 저서,� 시지프스의 신화(The� Myth� of� Sisyphus)에

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 있어 참으로 위대한 철학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자살이다.� 인생이 괴

롭더라도 살아볼 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철학이 제시하는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

문이다.”

자살이라는 사회문제는 국민 건강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요구되며,� 그 관리와 예방

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닌 것이 사실이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살 예방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잘

길러내는 환경 조성에서부터 시작해,�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치료,� 자살 위험요인에 대한 수단 관

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과 활동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살 예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다양한 분야에 적절한 정보가 보급되는 것은 물론,� 일반인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모든 활동에서 문화

적,� 연령 및 성별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하겠다.

1999년에 WHO는 자살예방을 위한 범세계적 계획인 SUPRE(Suicide� Prevention)에 착수하였다.� 본 책자

는 SUPRE의 일환으로 작성된 일련의 자료 중 하나이며,� 특히 자살 예방과 관련이 있는 사회단체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는 이 보고서가 의료종사자,� 교육가,� 사회기관,� 정부,� 입법자,� 사회활동가,� 법 집행

자,� 가족과 지역사회 등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자살 예방이라는 큰 틀로 연결하는 고리(link)가�되어주기를 기

대한다.

자살사례 등록 책자의 출판 이후,� 본 책자는 특히 병원응급실,� 기타 응급의료시설의 직원 및 자해한 사람

을 돌보는 다양한 보건의료전문가 또한 등록을 책임지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본 자료는 널리 보급되고 있는 중이며,� 그 효과를 얻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현지 여건에 적합하게

번역되길 바란다.� 본 자료에 관한 의견 제시와 번역 및 수정 허가 요청은 언제라도 환영한다.

A� Fleischmann� 박사,� 과학자

정신질환,� 뇌장애에 대한 증거,� 연구,� 행동 전문

정신건강 및 물질남용국

(Department� of�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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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문

자살 예방에 대하여 연구자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의 깊이는 자살에 의한 사망 자체에 대한 정보와

자살시도(사망에 이르지 않은 비치명적 시도)와 관련한 데이터의 질적 수준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

이 아니다.� 많은 국가에는 자살 사망 등록에 대한 정보를 기록,� 수집,� 처리하는 국가시스템이 있지만

자살시도 후 생존자와 같은 자살 고위험군을 전담하는 시스템(질병 상태 등록으로 언급되기 함)이 있

는 국가는 매우 적다.

자살시도 후 생존자에 대한 기록이 저조한 것은,� 이들의 사례 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살 위험

집단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초래한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살 과거력은 가장

강력한 자살 예측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에서 자살 시도자들의 사례관리를 위한 국

가적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

본 책자의 목적은 자살시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여 자살시도를 충분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흔히 자살시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들이 단순히 시도자가 죽음으로 인해 그와 함께 잊혀지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자살 시도자 등록시스템을 정립한 후 적절히 활용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자살시도가 궁극적으로는 자살로 이어지게 만드는 위험요인이면서 또한,� 이에 따른 사람,� 가족,�

지역사회에 주는 고통을 감안하면 보건 및 자살 예방 노력의 기획,� 구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관심을

받아야 할 것이다.� 비치명적 자살행위사례의 등록은 쉽지 않은 복잡한 과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

요한 노력을 다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3.� 자살 시도자의 사례관리를 위해 기재해야 하는 정보

자살 시도자를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보건기관에 등록하는 것이다.� 자살시도를 한 대부분

의 사람들이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흔치 않기에 이러한 문제의 일부만이 드러날 수 있다.� 보건기

관의 기록은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되며,� 본 책자가 일차적으로 병원응급실 직원,� 기타 응급의료시설

의 직원,� 자해한 사람을 보살피는 다양한 보건의료전문가 및 등록을 담당하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

는 이유가 된다.

근본적으로 모든 보건기관은 방문자의 고유 식별번호를 기록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자살 시도를

한번 한 사람과 반복적으로 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고,� 거주지가 변동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살 시도 과거력 및 자살 사망 자료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다.� 각�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한 식별

번호는 자살 시도의 유병률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부록 A에는 기록해야 할 항

목들을 나타내고 있다.

1)� 많은 사람들이 “자살시도(attempted� suicide)”� 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음으로,� 관련되는 복합성은 아래 항목에서

설명하면서,�본 문서에서는 비치명적 자살행위라는 말과 함께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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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시도자들의 사례 등록시스템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본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Ÿ 성별

Ÿ 연령

Ÿ 자살 시도 방법(ICD-10� 코드 이용,� 부록 A� 참조)�

Ÿ 자살 시도 날짜

Ÿ 자살 시도 시간

Ÿ 거주지

Ÿ 죽으려는 의도(또는 다른 의도)를 암시하는 발언

Ÿ 방법의 치명성

Ÿ 자살 시도 과거력

상기와 같은 기초정보와 더불어 자살시도 전의 개인력을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추가로 조사

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Ÿ 국적

Ÿ 출생지

Ÿ 정신질환

Ÿ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

Ÿ 만성 통증,� 신체질환

Ÿ 신체 또는 정신건강 치료 이력

Ÿ 극심한 정서적 괴로움(최근의 상실경험,� 가정불화,� 실직,� 재정적 어려움 등 역경에 처함)

Ÿ 성적 지향(동성애자,� 이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Ÿ 인종(현지에 정착한 인종의 혈통)

Ÿ 혼인 관계

Ÿ 자살 시도 당시의 취업 상태 여부

Ÿ 사회경제적 지위

Ÿ 가족의 자살

Ÿ 가족의 자살 시도

Ÿ 주변 친구의 자살 시도를 알고 있을 경우

Ÿ 인터넷이나 기타 미디어에서 자살과 관련한 자료를 접한 경험이 있을 경우

문화간 비교를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자살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문화적/경제적/사회적 상황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Fleischmann� 외,� 2005).

4.� 이중 집계의 문제

데이터 기록 담당자는 사람(person)/행위자(actor),� 에피소드(episode)/사건(event)� 간의 차이를 구

별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한 명의 사람이 같은 해에 여러 차례의 자살 시도를 반복할 수 있

다(“반복 자살행위자(repeater)”).� 때문에 수집된 데이터를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자료를 분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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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나아가 자살시도자의 수를 과대평가할 수도 있다.� 반복적인 자살 시도는

임상 장면에서 흔히 목격되는데,� 이에 자살시도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만큼이나 한 사람의 반복적인

자살 시도 횟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시에는 인구통계자료를 신중하게 보고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옮기면서 발생하는 오류로 자살 시도의 횟수가 인위적으로 이중 집계되어,� 반복적인 자살

시도자의 경과를 추적 관찰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5.� 자살 시도의 등록 사례

자살시도의 사례를 문서화 하려는 노력은 몇 번 있었다.� 90년대의 WHO/EURO� 준자살행위 다기

관 연구(WHO/EURO� Multicentre� Study� on� Parasuicide)는 여러 국가의 담당 기관(센터)에서 수집

한 자살시도와 관련한 자료를 국제적으로 연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체로 담당기관이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연구를 수행하고 자살 시도율을 산출할 수 있는 권역(catchment� area)을

제공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준자살행위(parasuicide)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의도적으로 자해를 처음 시도하거나 치료에 필요한 정량 이상의 약물을 과용하는 방식으로 실제

또는 기대하는 신체적 결과를 통해 행위자가 원하였던 변화를 실현하려는 목적의,� 자살 시도를 한 행

위”(Platt� 외,� 1992).

연구의 말미에는 본래의 근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다 단순하게 정의하려는 노력이 있었으

며 이에 따라 자살시도를 다음과 같이 다시 정의하였다.

“죽음 또는 신체적 자해를 목표를 하거나 또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개인이,� 원하는 변화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거나 수행하여 자살 시도로서 끝나는,� 반복적이지 않은 행위”(De� Leo�외,� 2004).

이 WHO� 산하의 연구단체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유럽자살모니터링(Monitoring� Suicide� in�

Europe:� MONSUE)을 통해 연구를 계속하였다.� 연구가 종결된 후에도 일부 기관에서는 자료를 계속

하여 수집하였는데,� 이탈리아 파두아(Padua)� 소재의 연구소,� 스웨덴 카톨린스카(Karolinska)의 자살

연구 및 정신건강 예방 연구소,� 영국 옥스퍼드(Oxford)의 자살 연구소 등이 해당했다.

국제연구의 다른 사례에는 2000년대 초반의 WHO� 자살 행위에 대한 다각적 개입 연구(Multisite�

Intervention� Study� on� Suicidal� Behaviours:� SUPRE-MISS)와 WHO/WPRO� 위험지역 자살동향

(Suicide� Trends� in� At-Risk� Territories:� START)� 연구가 있다.� 후자의 연구는 2007년 WHO� 서태평

양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더 많은 지역에서 수행 중이며 특히 실제적인 자살 및

자살시도 모두에 대한 등록/관찰(monitoring)�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의도적 자해에 대한 국가적 등록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아일랜드뿐이

다.� 이 국가에서는 2006년 이래 자살시도 사례의 등록을 시행 중에 있으며,� 전국의 모든 일반 및 소

아과병원 응급실이 이에 해당한다(Perry�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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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시도자의 일부만이 보건기관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된 자살 시도자의 사례를 통해 이

러한 자살 고위험군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자살 행위에 따른 문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설문조사(survey)가�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자살시도와 관련한 정보가 모두 보고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보고되는 정보의 명료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문 작성자에게

자살 행위와 관련한 표준화되고 동일한 정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사는 한 지역의 전

체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특정 권역에서 수행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알아보려면

한 국가의 대표적인 인구 표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방향에서 새로운 방식은

WHO의 STEPS� 조사(감시에의 순차적 접근)에 자살 행위 모듈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동향

모니터링뿐 아니라 국가 간 비교에도 사용될 수 있다.� 한편,� 적은 양의 유용한 정보를 정기적,� 지속적

으로 수집하도록 권한다.� 이 방식이 더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어 결국 제시된 사례를 통해 각국의 자

살시도 등록시스템의 운용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6.� 자살 시도자의 사례관리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활용

자살 시도자의 사례관리 시스템은 한 국가(또는 주나 지역)에서 발생한 자살 행위(단일 및 반복적

인 시도 모두)의 사회적 비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며 일반인들뿐 아니라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살 예방 계획을 제시한다.� 등록 및 수집된 정보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관련이 있다.�

Ÿ 공무원

Ÿ 정책 입안자

Ÿ 연구원,� 학자

Ÿ 보건 전문가

Ÿ 지역사회단체

Ÿ 비정부기구

Ÿ 국제기구

연구원과 학자들은 주로 등록된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하고,�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자료 등록을 넘어

연구 결과를 임상현장에 적용하여 잠재적인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단체,� 비정부기구와

국제기구들은 정부 관료와 정책 입안자들이 자신들의 계획수립과 시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증 근거

와 지지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자살시도의 사례를 정확하게 등록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의 규모와 특징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자해하는 사람을 위한 개입과 전략을 개발 및 이행하는데 필수적이며,� 결국에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

함에 있다.� 이와 함께 동향을 분석하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평가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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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살 의도의 평가

어떤 사람이 자살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은 아주 어려울 수 있다.� 당사자는

정신병동 입원이나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결과가 두려워 자신의 의도를 고의적으로 부정하거나 은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해를 시도한 많은 사람들이 보건 시스템과 처음 대면하는 곳은 주로 응급실이

다.� 응급실은 대부분 사생활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며,� 분주한 응급실 상황에 따라 환자에게 할당된

시간이 정해진다(다른 응급상황 발생,� 충분치 못한 인력 등).� 또한,� 환자 입장에서도 응급실은 자신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확실하게 기록할 수 있는 인지적/정서적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자살 의도에 관한 질문(분노,� 도움을 구하는 외침,�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 등

여러 유형의 의도를 모두 포함)은 세심하게 이루어진 뒤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한다.� WHO/EURO� 자

살 행위에 관한 다각적 연구(Multicentre� Study� on� Suicidal� Behaviour)에서 자해 경험이 있는 5만

명 이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자살 시도에 대하여 고유의 다문학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여

기에서 열 네가지의 다른 자살 의도를 찾아내어 자살하려는 사람의 여러 동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

음을 신뢰적으로 증명하였다(Hjelmeland� 외,� 2002).

자살 의도의 심각성과 그 성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유

의해야 한다.� 이런 행동에는 아스피린,� 파라세타몰(parcetamol)� 등 보통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

을 치사량 이하(4~5알 등)로 복용하는 것과 깊지 않은 자해 시도(반복 횟수 포함)�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보통사람보다 자살로 이어질 위험이 더 높다.�

전통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만이 자살 행위를 적합하게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로 활

동하여 왔다.� 하지만,�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비전문 보건종사자들도 적절한 훈련으로 자살행위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WHO,� 2010).� 자살의 평가 및 개입에 대한 교육을 비전문가에게까지 확

대하는 것은,� 자살시도의 과거력이 이후의 실제적인 자살이나 반복되는 자살시도로 이어질 위험요인

이며,� 첫 자해 시도 후 1년 이내에 자살 위험성이 가장 높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Harriss� 외,�

2005).�

몇 가지 척도와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자살시도 당시의 의도를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는,� Beck의

자살사고 척도(Beck� Scale� for� Suicide� Ideation,� Beck� 외,� 1979),�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Linehan� 외,� 1983),� 자살 가능성 척도(Suicide� Probability� Scale,�

Cull� 및 Gill,� 1992),� 또는 최근의 컬럼비아 자살 심각도 척도(Columbia� Suicide� Severity� Rating�

Scale,� Posner� 외,� 2011)등이 해당되며,� 널리 사용되고 있다.�

8.� 관련 용어들

자해와 관련하여 하나의 용어만이 사용되는 것은 드물며,� 여기에서 파생된 여러 용어들이 있다.� 행

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용어로는 자해(self-injury),� 준자살행위(parasuicide),� 자살시도(attempted�

suicide)� 등이 있으며,� 자살 행위의 방식으로는 자신의 신체에 상처를 내는 자해(self-cutting),� 음독

자살(ingestion� of� caustics),� 약물 자가중독(self-poisoning� with� medications)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다.� 때에 따라 전체 용어의 앞글자로 표현된 약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suicide� attempt(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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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시도)는 SA,� overdose(과다 복용)는 OD,� self-harm(자해)은 SH로 표기하며,� 이는 특히 병원이나

응급실처럼 시간이 다급한 환경과 맞닿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혹,� 자살이 범죄 행위로 기소되거나

하나의 낙인으로서 간주 되는 국가에서는 자살시도력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려는 노력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다.�

자살행위와 관련한 용어를 단일화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표준화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었

다(Silverman� 외,� 2007a).� 이러한 이면에는 자살시도의 과거력이 이후 자살 사망의 강력한 예측요인

으로서 시사되기 때문이라는 또 다른 이유도 기저하고 있다(Hawton� 외,� 2012).� 현재나 미래의 자살

위험요인에 대한 신뢰할 만한 예측을 위해 자살 시도의 의도를 확인하고,� 이를 구분 지으려는 여러

연구가 시행되었다.� 영국과 대부분의 영연방(British� Commonwealth)� 국가에서 “의도적 자해

(deliberate� self-harm)”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임상 용어로써 사용되어왔다.� 한편,� 북미에서는 “자살

시도(suicide� attempt)”라는 용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몇몇 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두 용

어 모두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Kreitman� 등(1969)은 “자해”는 자살 의도가 있는 사람을

적절하게 나타내지 못하며 이후 실제적 자살과의 연관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살 행위의 실제적 동기를 분석하거나 자살 사망과의 연관성을 배제한 채 모

든 자살시도를 하나의 범주로서 통합하고자 “준자살행위(parasuicide)”라는 용어를 제안했으며,� 이는

추후 WHO/EURO� 준자살행위 다기관 연구(WHO/EURO� Multicentre� Study� on� Parasuicide)의 원

제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Parasuicide(준자살행위)”라는 용어로 인하여 커다란 어려움이 초래되었다.�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

로 번역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 “para”는 “유사한(similar� to)”이라는 뜻과 “~인 척하는(pretending)”�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 자살시도 행위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당

초 기대했던 것처럼 포괄적인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등록 절차에 (특히 국제적인 측면에

서)� 혼선을 주었다.� 이 용어가 종종 “자살시도(attempted� suicide)”와 함께 사용되고,� 낮은 수준의

(죽으려는 의도는 없거나,� 거의 없는)� 자살시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용어의 이런 단점을 해결하

기 위해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용어인 “치명적(fatal)”,� “비치명적(non-fatal)”� 자살행위라는 용어가

WHO/EURO� 다기관 연구의 운영위원회에 의해 소개되었다.� 이 용어들은 의도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

한 것은 아니며,� 자살행위에 항상 죽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자

살행위를 아우르고 있다.� 근본적으로 새 용어들은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순전히 현상적/서술적 기준

에 바탕을 두고,� 가치 판단(시도의 “성공”� 이나 “실패”� 또는 “자살했다(commit� suicide,� 범했다)”는 표

현 등)을 하지 않으며,� 또한 문화적으로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소개된 것이라 하겠다.

“자해(self-harm)”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북미에서,� 임상 및 연구 목적으로 만족할 만

한 명명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시도는 O’Carroll� 등(1996),�

Silverman� 등(2007b)에 의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죽을 의도가 없는 반복적 자해 사례(특히

self-cutter)가� 눈에 띄게 증가하여 새로운 진단적 실재인 “비자살적 자해(non-suicidal� self-injury,�

NSSI)”� 라는 용어가 제안되었다.� 반복적인 자해와 경계선 인격장애를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필요성,� 비용 절감 그 외에도 보험금 지급,� 장애 급여와 청소년 환자들이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에 관한 자격요건 등과 같은 몇 가지 논거가 이 새로운 진단의 제안을 밑받침하기 위하여 사용되었

다.� 하지만 이런 제안도 비판을 받았다.� 특히 self-cutter의 자살 위험이 낮을 것이라는 생각은 영국의

다기관 자해자 연구의 장기적 결과로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 이들 자살자는 비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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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해 진단 기준에서 제외된 행위 범주인 약물 과다복용을 행하는 사람들보다 실제로 더 높은 자살

위험이 있음을 증명하였다(Hawton� 외,� 2012).� 이러한 연구결과로 모든 사례에서 심리사회적 분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자살 의도가 있고 없음에 대한 논란과 그 여부를 확정적으로 결

정할 수 없는 모호성이다.� 환자는 흔히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자살 의도를 다르게 말하며 환자,� 임

상의,� 가족들 사이에서 자살 의도에 대해 상당히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자살 의도는 강도/심각성

에 따라 다른 성격을 지닐 수 있으며 인간 경험의 모든 가능한 측면이 관련되는 다차원적 변수인 것

이다.� 이분법으로 축소하는 것은 꽤 많은 경우를 ‘자살 의도 없음’으로 분류하는 단순화의 오류를 범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살 문제의 역동적인 특징에 대한 충분한 임상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데 특히 우

울증을 앓는 환자들에게서의 자살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자살 의도를 파악하기 애매한 케이스라 할지라도 일단 자해행위가 있다는 자체로

자살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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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비치명적 자살행위 및 자살시도의 등록을 위한 예시

사례 등록날짜 (일 /� 월 /� 년):

(Date� of� case� registration� (Day� /� Month� /� Year):)
해당 없음 알 수 없음

Country/province/state:� �

국가/지방/주

City� or� sample� area:�

도시나 표본 지역

Case� name� (if� authorized):�

사례 명칭 (승인 시):

Case� identification� number� (assigned):�

사례 식별 번호 (할당 시):

Residential� address:� 거주지 주소:

Sex:� _Male� _Female� _Transsexual�

성별:� � � _남성 _여성 _성전환자

Date� of� � � birth� (Day� /� Month� /� Year):�

생년월일 (일 /� 월 /� 년):

Age� (in� years):�

연령 (나이):

Date� of� non-fatal� suicidal� behaviour� (Day� /� Month� /� Year):

비치명적 자살행위 날짜 (일 /� 월 /� 년):�

Day� of� the� week� of� non-fatal� suicidal� behaviour:� �

비치명적 자살행위 요일:

Time� of� non-fatal� suicidal� behaviour� (Hour� /� Minute):�

시간 (� 시 /� 분)

Location� of� non-fatal� suicidal� behaviour:�

비치명적 자살행위 장소

Time� entered� in� hospital� (Hour� /� Minute):�

입원 시간 (시 /� 분)

Non-fatal� suicide� method(s)� used� (according� to� ICD-10� codes):

사용 방법 (ICD-10� 코드에 따름)

Description� of� non-fatal� suicide� method(s)� and� its� (their)� lethality:�

사용 방법 및 치명성 서술

Statement� of� intention� to� die� (Yes� /� No):�

죽으려는 의도 언급 여부 (예 /� 아니오)

Description� of� intent:

의도 서술

History� of� non-fatal� suicidal� behaviour� (previous� suicide� attempts):�

비치명적 자살행위 이력 (과거의 자살 시도)

Time� left� hospital� (Hour� /� Minute):�

퇴원 시간 (시 /� 분)

Any� diagnosis� associated� with� the� patient:�

환자와 관련되는 모든 진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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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ICD-10� ‘의도적 자해’� 코드

X60 비아편 유사 진통제,� 해열제 및 항류머티즘약에 의한 의도적인 자가-중독 및 노출

(Intentional� self-poisoning� by� and� exposure� to� nonopioid� analgesics,� antipyretics�

and� antirheumatics)

X61 항간질제,� 진정-수면제,� 항파킨슨증 및 향정신성 약물,�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약물에 의한 자가-중독 및

노출

(Intentional� self-poisoning� by� and� exposure� to� antiepileptic,� sedative-hypnotic,�

antiparkinsonism� and� psychotropic� drugs,� not� elsewhere� classified)

X62 마취제 및 정신이상약(환각제),�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약물에 의한 자가-중독 및 노출

(Intentional� self-poisoning� by� and� exposure� to� narcotics� and� psychodysleptics� (hallucinogens),�

not� elsewhere� classified)

X63 자율 신경계에 작용하는 기타 약물에 의한 의도적인 자가-중독 및 노출

(Intentional� self-poisoning� by� and� exposure� to� other� drugs� acting� on�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X64 기타 및 불특정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의도적인 자가-중독 및 노출

(Intentional� self-poisoning� by� and� exposure� to� other� and� unspecified� drugs,� medicaments�

and� biological� substances)

X65 알코올에 의한 의도적인 자가-중독 및 노출

(Intentional� self-poisoning� by� and� exposure� to� alcohol)

X66 유기 용제 및 할로겐화 탄화수소와 그 증기에 의한 의도적인 자가-중독 및 노출

(Intentional� self-poisoning� by� and� exposure� to� organic� solvents� and� halogenated�

hydrocarbons� and� their� vapours)

X67 기타 가스 및 증기에 의한 의도적인 자가-중독 및 노출

(Intentional� self-poisoning� by� and� exposure� to� other� gases� and� vapours)

X68 농약에 의한 자가-중독 및 노출

(Intentional� self-poisoning� by� and� exposure� to� pesticides)

X69 기타 및 불특정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에 의한 의도적인 자가-중독 및 노출

(Intentional� self-poisoning� by� and� exposure� to� other� and� unspecified� chemicals� and� noxious�

substances)

X70 목맴,� 목조름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hanging,� strangulation� and� suffocation)

X71 투신 및 익수로 의한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drowning� and� submersion)

X72 권총 발사에 의한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handgun� discharge)

X73 소총,� 산탄총 및 대형 총기 발사에 의한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rifle,� shotgun� and� larger� firearm� discharge)

X74 기타 및 불특정 총기 발사에 의한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other� and� unspecified� firearm� discharge)

X75 폭발성 물질에 의한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explosiv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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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76 연기,� 화재 및 화염에 의한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smoke,� fire� and� flames)

X77 수증기,� 뜨거운 증기 및 뜨거운 물체에 의한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steam,� hot� vapours� and� hot� objects)

X78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sharp� object)

X79 둔한 물체에 의한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blunt� object)

X80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jumping� from� a� high� place)

X81 움직이는 물체 앞에 뛰어들거나 누워서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jumping� or� lying� before� moving� object)

X82 자동차와 충돌에 의한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crashing� of� motor� vehicle� )

X83 기타 특정 수단에 의한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other� specified� means)

X84 불특정 수단에 의한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unspecified�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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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요점 정리

비치명적 자살행위 사례등록 요점

요점

Ÿ 비치명적 자살행위에 대한 명확한 분석

Ÿ 의도적 자해에 대해 ICD-10� 코드를 사용,� 정확한 등록

Ÿ 표준화된 기록양식을 이용한 사례정보 수집

Ÿ 비치명적 자살행위 등록을 자살사망 등록과 연계

Ÿ 비치명적 자살행위는 자살의 주요 위험요인임

Ÿ 비치명적 자살행위 사례의 등록과 문서화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전략 수립에 아주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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