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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모든 자살은 하나의 불행이다.� 80만 명 이상이 자살로 사망

하고,� 각� 사망마다 여러 번의 자살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

정된다.� 가족,� 친구,� 및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은 파괴적이고

멀리 미치며,� 오랜 뒤에도 그들에게 소중한 개인들은 자신들

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불행히도 자살이 중요한 공공보건의 문제로 우선시되지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자살과 그 방지에 관한 연구와 지

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둘러싼 금기와 근거없

는 믿음은 난무하고 있으며,� 종종 개인들은 어떠한 도움도

요청하지 않거나 홀로 남겨져 있기도 하다.� 심지어 이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보건시스템과 서비스가 적시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훌륭한 일이 이미 진행 중인 곳에서는 이를 계속하고,�

어느 국가의 자살률과 자살예방 활동이 현재 어떠하든 관계없이,� 자살예방을 의제의 높은 위치에 놓도록 장

려하고 있다.� 적시의 효과적인 증거기반 중재,� 치료,� 및 지원을 이용하면,� 자살과 자살시도를 모두 예방할

수 있다.� 자살의 부담은 보건분야에서 단독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와 사회 전체에 다

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살예방을 향해서 성공적인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각� 환경에 가장 적절한

분야와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국가가 다중분야 접근법을 채용해서 종합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다루어야 한다.�

WHO� 정신건강 실행계획 2013-2020(WHO� Mental� Health� Action� Plan� 2013-2020)에 의하면,� WHO�

회원국은 2020년까지 회원국의 자살률을 10%� 줄이기로 한 세계적 목표를 향해서 일하기로 한 바 있다.�

WHO의 정신건강 격차 해소 프로그램(Mental� Health� Gap� Action� Programme)은 2008년에 시작되었는

데,� 자살이 우선적 상태 중 하나로 포함되었으며,� 국가에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증거기반 기술지

침이 마련되어있다.

내가 기꺼이 ‘자살예방:� 세계적 의무’를 제시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전의 작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두 개의 핵심요소에 기여한다.� 정부,� 정책입안자,� 및 관련 이해당

사자들을 안내할 수 있는 자살과 자살시도에 대한 세계적 지식과 국가의 자원과 환경에 근거한 실행 가능

한 조치가 그 두 개의 핵심요소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 다중분

야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자원을 보여준다.

자살로 잃은 모든 삶이 너무 많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함께 행동하는 것이며,� 이제 행동할 때가 되었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자살예방을 하나의 의무로 여기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Dr.� Margaret� Chan

Director-General�

World� Healt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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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도 세계의 어딘가에서 40초마다 한 사람이 자살로 사망하고,� 자살시도는 이보

다 더 많다.� 자살은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한다.� 특히,� 세계적으로 15~29세의 젊은

개인들의 경우 자살이 사망의 두 번째 원인이다.

자살은 전 세계인구 중 대부분의 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에서 이미 지쳐버리고 차별받는 집단에 만

연되어있다.� 이는 단지 선진국의 심각한 공공보건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자살은,�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할 때가 많고,� 필요한 개인을 확인,� 처리,� 및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의

국가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맞닥뜨리는 사실과 적시에 구현되는 중재수단의 결여로 인해서,� 자살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세계적인 공공보건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그 종류에 있어서 WHO의 첫 번째 출판물로서,� 알려진 것을 간편한 형태로 묶어,� 즉각적인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자살과 자살시도의 공공보건 상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높이

고,� 세계적 공공보건 의제에서 자살예방에 높은 우선순위를 주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종

합적인 자살예방전략을,� 다중분야 공공보건 접근법을 통해서,� 국가가 개발하거나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

는 것이다.� 한� 국가 자살예방전략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도력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협력하지 않을 많은 이해당사자를 정부가 하나로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현황파악 체계를 개

발하고 강화하며 조치를 통보하는 데에 필수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배포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이 보고서에는 정부가 자원과 기존의 자살예방활동에 기초하여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조치에 대해서 제안하는

실용적 지침이 포함되어있다.� 특히,� 비록 자원이 빈약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증거기반 저비용 중재수

단이 마련되어있다.

이 자료는 전 세계의 전문가와 협력자의 심대한 기여가 없이는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중요

한 업무와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 보고서가 정책입안자와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자살예방을 하나의 의무로 만들도록 하는 자원이 되기를 바

란다.� 이것이� 국가가 적시의 효과적인 국가적 대응을 보이고,� 이에 따라 개인,�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의 자

살과 자살시도로 인한 고통의 부담을 전체의 화제로 끌어올릴 수 있게 할 것이다.

� Dr.� Shekhar� Saxena�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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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Health� Organization

Dr� Etienne� Krug

Director

Department� of� Violence� and� Injury� Prevention�

and� Disability� World� Healt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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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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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3년 5월,� 제66회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는 WHO� 정신건강 실행계획(Mental�

Health� Action� Plan� of� the�World� Health� Organization)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자살예방은 이 계

획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각국에서는 2020년까지 자살률을 1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1).� 개인

이 왜 자살로 죽는지에 대해 단순히 하나로 설명될 수 없다.� 그러나 살충제와 소형화기와 같은 자살

수단에의 접근이 쉬운 환경에서는 충동적인 자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살

수단의 접근 용이성이 삶과 죽음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및 기타의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개인을 자살로 몰아갈 수 있지만,� 정신질환

과 자살에 따라다니는 낙인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도움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느낀다.� 많은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책입안자가 자살에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경우

가� 많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세계의 공공보건과 공공정책 의제에서 자살예방을 우선시하고,� 자살에

대한 인식을 하나의 공공보건의 문제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인 자문과정을

거쳐 개발되었으며,� 협력자와 이해당사자들이 제공한 자료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것을 기초로

했다.

자살과 자살시도의 세계적 역학

세계적으로 2012년에 대략 804,000명의 자살사망이 발생하였고,� 연간 세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10만 명 당 11.4명에 달한다(남성 15.0명,� 여성 8.0명).� 그러나 자살은 민감한 문제이고 일부 국가

에서는 심지어 불법이기 때문에,� 축소하여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우수한 인구동태 등록자료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경우,� 자살이 사고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잘못 분류될 수 있다.� 자살

을 등록하려면 절차가 복잡해서 몇 개의 당국과 관련되며,� 때로는 사법당국이 포함되기도 한다.� 신

뢰할 수 있는 사망등록체계가 없는 나라의 경우에는 자살이 집계되지 않고 단순 사망으로 처리된다.�

부유한 국가에서는 여성 자살자보다 남성 자살자가 세 배 많지만,�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남성-여성의 비율이 훨씬 낮아,� 여성 1명 당 남성 1.5명이 자살로 사망한다.� 세계적으로 자살이 남

성 외인사의 50%를 차지하고 여성은 71%를 차지한다.� 나이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7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이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인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살률이 젊은

연령에서 가장 높고,� 세계적으로는 자살이 15~29세 사망원인 중 두 번째를 차지한다.� 살충제 섭취,�

목매달기,� 소형화기가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자살방법이지만,� 인구집단에 따라 종종 다른 방법이 많

이 이용된다.

한 명이 자살로 사망할 때,�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살시도를 한다.� 중요한 것은 일반인의 경우 과

거 한 번의 자살시도력이 가장 중요한 자살의 위험요인이라는 것이다.� 효과적인 자살방지를 위해서

는 자살과 자살시도 모두에서 인구동태 등록자료,� 병원 기반 시스템,� 조사 등을 통한 자료의 가용성

과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 �

치명적 수단에 대한 접근제한이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수단 제한 정책



PREVENTING� SUICIDE:� A� GLOBAL� IMPERATIVE

12� 2019� WHO� 자살예방 문헌집

(살충제나 소형화기에 대한 접근제한이나 다리에 장애물 설치 등)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집단이

선호하는 수단이 파악되어야 하며,� 여러 분야 사이의 협력과 협동이 필요하다.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 그리고 관련 중재방안

몇몇 위험요인들이 누적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취약점을 자살행위로 확대시킨다.

보건시스템 및 사회와 연결된 위험요인에는 대체로 보건시스템에 접속하고 필요한 관리를 받는 데의

어려움,� 자살수단의 접근 가능성,� 자살을 선정적으로 표현하여 보도하고 ‘모방 자살’의 위험을 증가

시키는 부적절한 언론,� 자살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약물 남용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에 대한

낙인이 포함된다.

지역사회 및 대인관계와 관련된 위험요인에는 전쟁과 재해,� 문화 적응의 스트레스(예를 들면,� 원주

민이나 난민),� 차별,� 소외감,� 학대,� 폭력,� 및 대립적 관계가 포함된다.� 또한,� 개인 차원의 위험요인으

로는 과거의 자살시도,� 정신질환,� 알코올의 해로운 사용,� 재정적 손해,� 만성 통증,� 자살의 가족력이

포함된다.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항하는 전략에는 세 종류가 있다.� ‘보편적’� 예방전략은 집단전체에 영향을 미치

도록 설계되는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정신건강 증진,� 알코올 남용 감소,� 자살수단 접근

제한,� 책임 있는 언론 보도 장려 등이 있다.� ‘선택적’� 예방전략은 외상이나 학대로 고통받는 개인들,�

분쟁이나 재해의 영향을 받은 개인들,� 난민,� 이민자,� 그리고 자살유족 등,� 자살에 취약한 계층을 대

상으로 ‘게이트키퍼’의 전화 상담서비스와 같은 지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집중적’� 전략은 사

회지원을 받는 특정 취약한 개인들과 건강관리시설을 떠나는 개인들을 위한 후속 조치,� 담당자를 위

한 교육훈련,� 그리고 정신 및 물질사용장애의 확인과 관리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살예방

은 강력한 인간관계,� 개인적 신뢰 시스템 및 긍정적 대응전략과 같은 보호 요인을 증진하는 것을 통

해서도 강화될 수 있다.

자살예방의 현재 상황

자살행위에 관한 지식이 최근 수십 년 동안 많이 증가했다.� 예를 들면,� 자살행위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요인들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연구에서 밝혀

진 바 있다.� 동시에 역학연구는 일반집단과 취약계층 모두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자살의 위험증가와 자살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문화로 인

해 자살위험에 대한 문화적 다양성도 명백해졌다.

현재 28개국이 국가 자살예방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자살예방협회(Internat

ional� Association� for� Suicide� Prevention)에서 제정한 세계 자살예방의 날(World� Suicide� Preve

ntion� Day)을 매년 9월 10일에 전 세계적으로 지키고 있다.� 또한,� 많은 자살연구단체가 설립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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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살 및 그 방지에 초점을 맞춘 학술적 과정이 존재한다.� 실용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자살행위

의 평가와 관리를 개선하는 데에 종합 건강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유족의 자조모임이 여러 곳에서 조

직되었으며,�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이 온라인 및 전화 상담을 도와주고 있다.

지난 반세기에 자살을 비범죄화하여 자살행위를 하는 개인들이 훨씬 쉽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오고

있다.

자살예방을 위한 포괄적 대응업무

자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체계적인 방법은 국가 자살예방전략을 만드는 것이

다.� 국가의 전략은 자살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부의 명확한 약속을 의미한다.� 전형적인 국가전략은

건강 관련 종사자,� 교육자,� 경찰 및 게이트키퍼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뿐만 아니라,� 감시,� 수단 제한,�

언론 지침,� 낙인 줄이기 및 대중의 인식 재고 등,� 일정 범위의 예방전략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여기

에는 통상 위기 중재 서비스와 사후중재가 포함된다.

국가 자살예방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예방을 여러 분야의 상위로 만들어 건강 분야뿐 아

니라,� 교육,� 취업,� 사회복지,� 사법제도 및 기타의 것에 관여하는 것이다.� 포괄적 접근을 위한 전략은

우수사례들과 근거기반 중재방안을 만들어 각국의 문화 사회적 상황에 맞추어야 한다.� 단/중기 및

장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을 할당해야 하고,� 계획을 효과적으로 세워야 하며,� 전략을 정기

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해야 한다.

완전히 개발된 종합적 국가전략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표적화된 자살예

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국가적 대응

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자살위험이 있는 취약한 집단을 확인하고,� 이들

에 대한 서비스와 자원 제공의 접근성을 높여준다.�

자살예방을 향한 길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은 지도력을 발휘하고 국가 내 다른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을 통합하는 역할이

있다.� 자살예방활동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나라는 이해당사자들을 찾아내고 요구가 가장 많고 자원

이 이미 있는 곳에서의 활동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현황파악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살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는 상황분석을 통해 무엇이 이미 준비되었는지,� 채워

야 할 공백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비교적 포괄적인 국가적 대응이 있는 나라는

새로운 자료를 이용해서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유효성과 효율을 강조하여 평가와 개선에 초점을 맞추

어야 한다.

앞으로 나아갈 때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자료수집과 자살예방활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둘째,� 아직 국가 예방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더라도 국가적 대응에 관해서 이해당사

자들과 논의하는 과정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변화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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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응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낙인에 관한 대중의 인식이 개선되고,�

취약한 계층이 확인되고,� 연구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대중과 언론의 인식이 증가하게 된다.

전략의 진척을 측정하는 지표에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다.

Ÿ 자살률의 감소

Ÿ 성공적으로 시행된 자살예방 중재방안의 수

Ÿ 입원환자의 자살시도 감소 수

WHO� 정신건강 실행계획 2013-2020(WHO� Mental� Health� Action� Plan� 2013-2020)에 따라 자

살예방을 시행하는 국가들은 자살률 10%� 감소를 목표로 할 수 있다.� 자살률을 더 줄이고 싶은 국

가들이 많을 것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자살의 위험을 줄이는 것은 자살률 감소를 향

한 길 일부일 뿐이라는 점이다.� 보호 요인을 장려하면 미래를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미

래에는 지역사회 단체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의뢰를 제공하고,� 가족과 사회

체계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회복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으로 중재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 더는 금기 사항이 아닌 대중의 대화가 장려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주요 메시지

자살은 큰 대가를 초래한다.� 매년 80만 명 이상의 개인들이 자살로 사망하고,� 이는 15~29세의 사

망원인 중 두 번째를 차지한다.� 자살로 사망하는 성인 한 명당,� 20회 이상의 다른 자살시도가 있었

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 국가적 대응이 효과를 내려면,� 여러 분야의 포괄적인 자살예방전략이 필요

하다.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제한이 효과가 있다.� 자살과 자살시도 예방에 효과적인 전략이란,� 가장 흔한

수단,� 즉 살충제,� 소형화기 및 일부 약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다.

자살예방이 하나의 핵심요소로 보건의료서비스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정신질환과 알코

올의 해로운 사용이 많은 자살에 일조하고 있다.� 이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굴과 효과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자살예방에는 지역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가 취약계층에게 사회지원을 제공하고,� 후속

관리에 참여하며,� 낙인에 대항하고,� 자살 유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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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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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어느 개인의 삶을 조기에 빼앗고 파급효과를 남기며,� 가족과 친구 및 지역사회의 삶에 갑작

스러운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비극이다.� 매년 80만 명의 개인들이 자살로 사망하며,� 이는 40초마다

한 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것과 같다.� 자살은 지역사회와 지자체,� 그리고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공공보건의 문제이다.

자살이 15~29세의 사망원인 중 두 번째 높은 원인으로,� 젊은 개인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 숫자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세계적인 자살의 부담 중 대부분이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발

생하여,� 전체 자살 중 약 75%가�이들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3년 5월,� 제66회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는 WHO� 정신건강 실행계획(Mental�

Health� Action� Pla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을 처음으로 정식 채택했다.� 실행계획에

서는 모든 WHO� 회원국이 구체적 목표를 수립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책임을 늘리도록 요청하고 있

다.� 자살예방 부분에서는 각국에서 2020년까지 자살률을 10%�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정신건강 실행계획의 필수적인 요소이다(1).

무엇이 자살을 초래하는가?� 왜 매년 많은 사람이 조기에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가?� 빈곤 때문인가?�

실업?� 인간관계의 붕괴?� 아니면 우울증이나 기타 중증 정신질환 때문인가?� 자살이 충동적인 행동의

결과인가,� 아니면 알코올이나 약물의 탈억제(disinhibition)� 효과 때문인가?� 이러한 질문이 많이 있

지만 간단한 대답이 없다.� 어느 단일 요인도 개인이 자살로 죽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

다:� 자살행위는 복합적인 현상으로서 몇 개의 상호작용하는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여기에는 개인적,�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생물학적,� 환경적인 것들이 포함된다.

자살과 정신질환의 연관성은 확실히 확인되어 있지만,� 이 위험요인을 폭넓게 일반화하는 것은 역효과

를 낳는다.� 자살의 위험을 파악하는데 그 상황이 중요하다는 증거가 많이 있다.� 많은 자살이 위기의

순간에 충동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살충제나 소형화기 같은 자살수단에 대한 쉬운

접근이 개인의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 자살의 다른 위험요인으로 재정 문제 등 일상 속에서 겪는 급

성 또는 만성 스트레스를 다루는 능력의 붕괴도 포함된다.� 또한,� 성적 폭력과 아동학대도 자살행위와

크게 관련된다.� 자살률은 국가 내에서도 다양하며,�소수자나 차별 경험자의 자살률이 더 높다.

정신질환과 자살에 대한 낙인은 사람들이 도움 요청을 잘 하지 못하게 한다.�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

하는 국가들은 지역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금기를 깨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런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며,� 우리가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충분한 지식기반이 있다.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에는 다양한 공공과 민간 사회 분야의 협조와 협동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교

육,� 노동,� 농업,� 상업,� 사법,� 법률,� 국방,� 정치,� 언론 등 보건과 비보건 분야가 포함된다.� 이러한 노력

은 포괄적이고,� 통합적이고,� 협력적이어야 하며,� 그 이유는 자살처럼 복잡한 문제는 단일 접근법 단

독으로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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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평가와 관리는 그 효과가 확인된 자살예방전략으로,� WHO의 정신건강 격차 해소 프로

그램(Mental� Health� Gap� Action� Programme;� mhGAP)에 설명된 바와 같이 자살시도 경험이 있

는 사람들을 위한 평가와 관리를 포함하여 근거기반 개인 수준의 개입을 시행한다.�

집단 수준에서 mhGAP은,�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을 줄이고,� 일정 범위의 정책적 옵션을 통해서 알

코올의 해로운 사용을 줄이는 정책을 개발하고,� 언론이 자살에 관해서 책임 있는 보도 관행을 따르

도록 권장한다.

또한,� 자살시도력이 있는 개인을 포함해서 취약집단을 위한 예방적 중재수단을 우선시하는 것도 도

움이 된다.� 결국,� ‘사후중재’가� 자살예방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살로

사망한 자의 가족과 친구도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자살을 예방하려면 전망,� 계획,� 일련의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정보는 자료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에서 작동될 수 있는 보편적 전략은 없더라도,� 문화적 특이성을 가지는

방식으로 지침이 되는 하나의 개념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자살예방의 목표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한결같은 지도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개의 요인이 중요하게 필요하다:� 지식(과학적인 것과 실천 결

과가 반영된 것),� 공공지원(정치적 의지),� 자살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 등의 사회전략.

보고서의 목적

때로는 적은 비용의 중재수단을 통해 많은 자살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부와 정책입안자들은 자살에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세계의 공공보

건과 공공정책 의제에서 자살예방을 우선시하고,� 자살에 대한 인식을 하나의 정당한 공중보건의 문

제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WHO는 이 보고서를 통해 자살감소를 위한 근거기반의 증거를 제시

하고 있으며,� 협력자들이 예방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모든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세계적인 자살 및 자살시도의 상태와 결과를 설명함으로

써 문제의 중요성에 주목하도록 해준다.� 공공보건의 접근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이 포함되어있으므

로,� 일부 국가는 자살예방을 위해 이러한 조언을 채택할 수 있다.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 자료가 하나의 핵심 자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보건을 담당하는 주요부서,� 계획자나 정책입안자,� 그리고 NGO,� 연구자,� 보건 및 지역사회 담당자,�

언론 및 일반 대중이 여기에 포함된다.

방법

이 보고서는 세계적인 자문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WHO� 내외부의 다양한 협력자와 이해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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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공한 정보들을 포함,� 기존 자료들의 체계적 검토를 기초로 했다.� 선도적인 자살예방 전문가들

이 분야를 개념화하고 그 초안을 마련했으며,� 자살에 관한 세계적인 그림을 그리고 자살예방을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데에 총체적인 노하우를 쏟아부었다.

용어

이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각� 정의와 최종적 합의,� 그리고 아래의 용어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 진행 중인 용어의 지속적인 발전과 충분히 입증된 용

어의 활용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살행위의 용어와 정의에 관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

는 것은 이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내에서 자살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에서 자살시도는 모든 비치명적 자살행위을 의미한다.� 치명성이나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의

도적으로 자초한 중독,� 부상,� 또는 자해를 일컫는다.

자해를 자살시도 정의 안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복잡한 문제들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자살

의도가 없는 비치명적 자해도 자살시도 정의 안에 포함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들에 대한 개입을 달

리해야 할 가능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살 의도는 양면성을 지니거나 심지어는 숨겨질

수 있어 그 평가가 매우 어렵다.

자살의도가 없는 자해의 결과로 초래되었거나,� 처음에는 자살의도가 있었으나 중도에 죽기를 바라지

않게 되었지만 사망하게 된 자살시도로 인한 사망도 자살사망 자료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기에 어느 사례가 자살의도가 있는 자해인지,� 자살의도가 없는 자해인지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살행위는,� 자살에 대해 생각하는 것(또는 자살관념),� 자살계획을 세우는 것,� 자살을 시도하는 것,�

그리고 자살 자체를 포함하는 일정 범위와 관련된다.� 자살관념을 자살행위에 포함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로,� 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자살관념을 자살행위에 포함하기로 한 이유

는 이 보고서에 포함된 연구의 출처가 다양하여 자살관념에 대한 견해가 서로 일관되지 않아 이를

단순화하고자 함이었다.

보고서의 내용

이 보고서는 WHO의 첫 번째 출판물로,� 자살과 자살시도,� 자살예방에 대한 전 세계적 노력의 종합

적인 개요를 담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자살예방 정책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

한 근거기반 접근법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자살예방을 위한 공중보건 모델을 반영하고 있다(그림

1).� 이 단계 다음에는 자살예방 문제를 정의하고 이해하며,�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을 확인(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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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방안 포함)하여 실행을 완료하게 된다.� 여기에는 중재방안의 평가와 확대가 포함되고,� 재논의와

후속 단계로 이어진다.� 비전,� 정치적 의지,� 리더십,� 이해당사자들의 동의,� 그리고 자살예방을 위한

자금지원 유지와 더불어,� 이후의 개발,� 실행 및 평가 단계를 이끌기 위해 중요한 개념적 틀과 포괄

적 국가전략이 문화-특징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반영되어야 한다.

1.� 감시

무엇이 문제인가?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자살행위의 문제를 정의한다.

2.�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확인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가?

자살행위가 발생하는 이유와 그 영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확인한다.

3.� 중재방안의 개발과 평가�

어떤 중재방안이 누구에게

효과적인가?

무엇이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중재방안을 설계,� 실행,� 평가한다.

4.� 수행

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 확대

효과적이고 가능성 있는 중재를 확대하고

그 영향과 효과를 평가한다.

그림 1.� 자살예방의 공중보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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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과 자살시도의 세계적 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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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믿음:

자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죽을 생각이 없을 것이다.

사실:

자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도움이나 지원을 구하려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자살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불안, 우울, 절망을 경험하며, 

다른 선택이 없다고 느낄 수 있다.

<자살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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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연령-표준화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성별 전체,� 2012

자살행위의 유병률,� 특성 및 방법은 지역사회,� 인구통계적 집단 및 시기에 따라 크게 다르다.� 따라서

국가와 지역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자살과 자살행위에 대한 최근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살은 많은 나라에서 낙인(또는 불법)으로 취급된다.� 결국,� 자살행위에 대한 질 좋고 유용한 자료를

얻기는 힘들고,� 이는 우수한 인구동태 등록시스템(자살사망에 대한 기록)이나 병원 서비스 제공에 관

한 자료수집시스템(의학적으로 치료받은 자살시도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 특히 그

러하다.� 어느 지역사회나 국가가 적절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려면 자료의 한계를 이

해하고,� 특정 개입의 효과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자살사망률

본 장의 주요 자료 출처는 WHO� 세계보건추정치(WHO� Global� Health� Estimate)이다.� 이 추정치

는 주로 WHO� 사망률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것이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회원국들이 WHO에 제공

하는 인구동태 및 사망원인 등록부에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2).� 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해 많은 통계

모델링 기법이 사용된다.� 추정치를 산출하는 방법은 WHO� 보건통계 및 정보시스템부(WHO�

Department� of� Health� Statistics� and� Information� Systems)의 기술문서에 설명되어있다 (3).� 본

장에는 전 세계와 지역별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대부분은 보고된 비율을 WHO� 세계표준인구(WHO�

World� Standard� Population)의 연령분포에 맞추어 연령-표준화하여 지역과 시기에 따른 비교를 더

쉽게 했다.�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172개 회원국에 대한 2012� 자살률의 국가-특징적 추산이 지도

1과 부록 1� 및 2에 제시되어있다(더 작은 인구를 가진 국가의 비율은 불안정하다).

전 세계 및 지역별 자살률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2012년에 약 804,000명의 자살사망이 발생하였다.� 이는 연

간 세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10만 명당 11.4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남성 15.0,� 여성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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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세계인구

중 %

자살자 수

(천 명)�

세계

자살자 중

%

연령-표준화*�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자살률

남녀 비율남성+여성 여성 남성

전 세계** 100.0% 804 100.0% 11.4 8.0 15.0 1.9

모든 고소득

회원국
17.9% 192 23.9% 12.7 5.7 19.9 3.5

모든 중·저소득

회원국
81.7% 607 75.5% 11.2 8.7 13.7 1.6

아프리카의

중·저소득 국가
12.6% 61 7.6% 10.0 5.8 14.4 2.5

아메리카의

중·저소득 국가
8.2% 35 4.3% 6.1 2.7 9.8 3.6

지중해 동부의

중·저소득 국가
8.0% 30 3.7% 6.4 5.2 7.5 1.4

유럽의 중·저소득

국가
3.8% 35 4.3% 12.0 4.9 20.0 4.1

동남아시아의

중·저소득 국가
25.9% 314 39.1% 17.7 13.9 21.6 1.6

서태평양의

중·저소득 국가
23.1% 131 16.3% 7.5 7.9 7.2 0.9

세계은행 지역**

고소득 18.3% 197 24.5% 12.7 5.7 19.9 3.5

중상 소득 34.3% 192 23.8% 7.5 6.5 8.7 1.3

중하 소득 35.4% 333 41.4% 14.1 10.4 18.0 1.7

저소득 12.0% 82 10.2% 13.4 10.0 17.0 1.7

중간소득 및 저소득 국가(LMICs)� =� 중·저소득 국가(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 연령구조 차이의 조정을 통해 지역 및 시간 경과에 따른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비율을

WHO�세계표준인구(WHO�World� Standard� Population)에 맞추어 표준화하였다.

**�WHO� 회원국이 아닌 세 지역의 자료가 포함되어있다.

표 1.� 전 세계와 지역의 자살자 수와 비율 추정치,� 2012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중간소득 및 저소득 국가에 비해 고소득 국가가 다소 높다(인구 10만 명당

12.7명 대 11.2명).� 그러나 전 세계에서 훨씬 많은 인구가 중간소득 및 저소득 국가에 거주하는 것

을 생각하면,� 전 세계 자살 중 75.5%가�중·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그림 2).

WHO� 지역 중 6개의 중간소득 및 저소득 국가 중에는 연령-표준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미주

지역 6.1명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17.7명까지 거의 3배에 이른다.� WHO� 지역 내 자살률 차이의 한

가지 결과는 2012년 동남아시아 지역 인구가 세계의 약 26%를 차지하는 것에 반해,� 자살은 전 세

계의 39%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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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령 및 국가 소득수준 별 전 세계 자살사망 수,� 2012�

이런 비율의 차이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인구 30만 명 이상인 172

개국에서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10만 명당 0.4에서 44.2명으로 110배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들의

크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안정되어왔다.� 2000년에는 172개국의 연령-표준화 자살률 범위는

10만 명당 0.5에서 52.7까지(105배 차이)였다.

이러한 자살사망률 자료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다.� 추산한

WHO의 172개 회원국 중 60개국(지도 2� 및 부록 1� 및 2)만 자살률 추산에 사용될 수 있는 우수

한 인구동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전 세계 자살의 약 71%를 차지하는 다른 112� 회원국의 자살 추

정률은 반드시 반드시 모델링 방법에 기초한다.�

예상한 바와 같이,� 고소득 국가는 유

용한 우수한 품질의 인구동태 등록시

스템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우

수한 인구동태 등록자료를 가지고 있

는 39개 고소득 국가는 전체 고소득

국가 내 자살 추정치의 95%를 차지

하지만,� 우수한 인구동태 등록자료를

가지고 있는 중·저소득 국가는 전체

중·저소득 국가 내 자살 추정치의 8%

만을 차지한다.

그림 3.� 전 세계 자살의 지역 분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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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 자살사망률 자료의 품질,� 2012

사망률 자료의 열악한 품질 문제는 자살에만 독특하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자살의 민감성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 자살행위가 불법인 것을 감안하면,� 축소보고와 분류오류는 다른 사망원인에 비해 자

살에서 더 큰 문제이다.� 자살을 신고하는 것은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의학

적 및 법적 문제가 포함되고 국가마다 다를 수 있는 몇 개의 담당 당국과 관련된다.� 제10차 개정

국제질병분류(10th�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Related� Health�

Conditions:� ICD-10)에 따르면,� 자살은 흔히 ‘의도 미확인 사망(ICD-10� codes� Y10-Y34)’,� ‘사고(c

odes� V01-X59)’,� ‘살인(codes� X85-Y09)’� 및 ‘원인 불명(codes� R95-R99)’으로 잘못 분류된다(4,5,

6).�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 보고된 추정 자살률의 매우 넓은 범위는 각기 다른 보고 및 실무 기록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우수한 인구동태 등록시스템을 가진 60개국에서는 2012년의 국가 연령-보

정 자살률이 32배 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다(10만 명당 0.89~28.85).� 국가별 사망률 자료의 정확성

개선을 위한 수십 년 동안의 작업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차이는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관찰된 차이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실상 실제 차이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질문이 뒤따른다:� 1)� 자살행위 모니터링을 국가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

는가?� 2)� 지역에 걸쳐 그리고 국가 사이에 이렇게 큰 자살률의 차이를 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3)�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중에서 어느 요인이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 변경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본 장과 이어지는 장에서 답변하도록 노력했다.

성별 자살률

자살률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지도 3� 및 그림 4).� 오랫동안 세계적으로 남성의 자살사망이 여성 자

살사망의 3배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남녀 자살사망 비율은 주로

2012년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이 3.5배인 고소득 국가의 현상이다.� 중간소득 및 저소득 국가에서는

남녀 비율이 훨씬 낮은 1.6배이며,� 이는 여성보다 남성의 자살률이 57%(300%가� 아닌)�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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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3.� 연령-표준화 자살률의 남녀 비율,� 2012

그림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나이에 따른 성비도 차이가 있다.� 남녀 자살률이 다른 데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잠재적 이유가 있다:� 성 평등 문제,� 성별에 따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스트레스 및 갈등

에 대한 대응 방식의 차이,� 자살수단의 가용성 및 선호,� 알코올 사용의 가용성 및 양상,� 남녀의 정

신질환에 대한 도움 요청 비율의 차이 등이 해당한다.� 자살에 대한 성비의 범위가 매우 크다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이유의 상대적 중요성이 국가 및 지역별로 크게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4.� 세계 각�지역의 연령-표준화 자살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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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가 소득수준별 자살률의 연령별 남녀 비율,� 2012

연령별 자살률

15세에서 70세 사이 연령별 자살률의 양상이 지역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서 남녀 자살률은 15세 미만에서 가장 낮고 70대 이상에서 가장 높다.� 어떤 지역에서는 젊은 연령

대의 자살률이 최고치를 보이고 중년의 경우 낮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 어떤 지역에서는 연령에 따

라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남성과 여성 자살의 연령별 양상이 비슷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현저하게 다르다.

고소득 국가와 중·저소득 국가 사이의 주요 차이는,� 중·저소득 국가의 젊은 성인과 노년층의 자살률

이 고소득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고,� 고소득 국가의 중년 남성의 자살률은 중·저소득 국가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자살률이 그렇듯이,� 연령별 자살률의 국가별 차이는 지역별

차이보다 한층 더 크다.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서 자살의 상대적 중요성

2012년에는 자살이 전 세계 사망의 1.4%를 차지하여 사망의 15번째 원인이 되었다.� 젊은 성인과

중년의 성인에게 발생하는 이런 예기치 않은 죽음은,� 가족,� 지역사회,� 및 국가에 커다란 경제적,� 사

회적,� 심리학적 부담을 준다.� 자살은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와 모든 지역사회에 주요한 공중보건의

문제이다.

고소득 국가는 자살(1.7%)로 인한 사망의 비율이 중간소득 및 저소득 국가(1.4%)에 비해 높다.� 이

는 고소득 국가에 비해서 중간소득 및 저소득 국가는 감염성 질환이나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많기 때문이다.� 서태평양 지역의 중간소득 및 저소득 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 사망

원인 중 자살의 비율이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높으며,� 자살로 인한 사망의 순위가 여성보다 남성 사

이에서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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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로 인한 사망이 차지하는 비율과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자살의 순위는 연령에 따라 크게 달라진

다.� 세계적으로 15세에서 29세 사이 젊은이의 자살이 전체 사망의 8.5%를 차지하며,� 사망원인 중

(교통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주요 원인에 해당한다.� 30세에서 49세 사이의 성인 중에서는 자살사

망이 전체 사망자의 4.1%를 차지하며 사망원인 5위로 꼽히고 있다.� 놀랍게도,� 고소득 국가와 동남

아지역의 중·저소득 국가에서 자살은 15~29세 사이에서 각각� 17.6%와 16.6%를 차지하고,� 남녀

모두에서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공중보건 문제에 미치는 자살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다른 방법은,� 대인 폭력,� 무력 분쟁,� 그리고 자

살(즉,� 변사)을 포함하는 모든 의도적 사망에 대한 자살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림

6에는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자살로 인한 외인사의 비율이 제시되어있다.� 세계적으로 자살이 모든

외인사의 56%를 차지한다(남성 50%,� 여성 71%).� 고소득 국가에서는 자살이 남녀 외인사의

81%를 차지하는 반면,� 중간소득 및 저소득 국가에서는 자살로 인한 외인사가 남성은 44%,� 여성

은 70%에 해당한다.

그림 6.� 전 세계 각�지역에서 변사 중 자살로 판명된 비율,� 2012

2002년에서 2012년까지 자살률의 변화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세계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의 절대적 수치는 883,000건

에서 804,000건으로 약 9%� 감소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양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총 자살

건수의 변화는 아프리카 지역 중·저소득 국가가 38%� 증가한 것에서 서태평양 지역 중·저소득 국가

는 47%�감소한 것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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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시간에 따라 인구의 크기와 연령구조 차이에 따른 조정)은 2000년에

서 2012년까지 12년 동안 26%� 감소했다(남성 23%,� 여성 32%).� 연령-표준화 비율이 아프리카

지역의 중간소득 및 저소득 국가와 지중해 동부 중간소득 및 저소득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이 전 세계 및 지역별 분석은 자살률의 국가별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172개 회원국 중(부록 1� 및 2� 참조),� 2000-2012� 사이에 연령-표준화 자살률의 변화는 69%� 감소

에서 270%�증가까지 다양했다.

지난 12년 동안 이 172개국 중 85개국(49.4%)은 연령-표준화 자살률이 10%� 이상 감소했고,� 29

개국(16.9%)은 10%� 이상 증가했으며,� 58개국(33.7%)은 연령-표준화 자살률의 변화가 상대적으

로 적었다(-10%에서 +10%).

자살률이 왜 이렇게 급변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가능한 부분적 설명 중 하나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모든 원인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세계적으로 18%� 감소하는 등 세계의 보건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자살률 감소가 전체 사망률 감소보다 빨랐지만(26%�대 18%)� 차이

가� 단지 8%에 그쳤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2013-2020� WHO� 정신건강실행계획(2013−
2020� WHO� Mental� Health� Action� Plan)(1)에 명시된 목표,� 즉 자살률을 2020년까지 10%�감소

한다는 것이 달성될 가능성이 있다.

자살방법

자살행위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행위를 하는 그 당시에는 죽고 싶은 것에 대해 양가적이고,�

일부 자살행위는 급성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 대한 충동적 반응들이다.� 수단의 제한(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제한)이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수단에 대한 접근제한은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더 나아가 자살위기를 넘길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적절한 수단 제한 정책(예를 들면,� 살충제나 소형화기에 대한 접근 금지,� 지하철과 다리

및 대표적 건물에 장애물 설치,� 의약품 포장에 관한 규정 변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사용

되는 자살방법과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주로 사용되는 자살방법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

� �

그러나 자살방법에 관한 국가 수준의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ICD-10에는 자살방법과 함께 자살의

외부적 원인이 기록된 X-코드가 포함되어있지만,� 많은 국가가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

2005년과 2011년 사이에 194개의 WHO� 회원국 중 76개국만이 WHO� 사망률 데이터베이스에 자

살방법에 관한 자료를 보고했다.� 이 국가들은 전 세계 자살의 약 28%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 세계

자살 중 72%에 이용된 방법은 확실치 않다.� 예상하는 바와 같이,� 보고 범위가 중간소득 및 저소득

국가보다 고소득 국가에서 훨씬 좋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목맴이 자살의 50%를 차지하고,� 소형화

기가 18%로 두 번째를 차지한다.� 고소득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형화기 자

살은 주로 아메리카의 고소득 국가에서 발생하는데,� 아메리카에서는 소형화기로 인한 자살이 전체

자살의 46%를 차지하는 반면,� 다른 고소득 국가에서는 4.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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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사망률 데이터베이스에 중간소득 및 저소득 국가의 자살방법에 관한 국가 수준의 자료가 없

는 것을 감안할때,� 연구자들은 과학 문헌 자료에 의존하여 이들 지역에서 이용된 자살방법의 양상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7).� 중간소득 및 저소득 국가,� 특히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많은 국가

의 경우 주요 자살방법 중 하나는 바로 살충제 중독이다.� 1990~2007년의 전 세계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8),� 전체 자살 중 약 30%(가능한 범위 27~37%)가� 살충제 중독으로 추산

되었으며,� 대부분 중간소득 및 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추정에 근거하면,� 살충제 음독이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자살방법이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자살예방에 주는 영향이 클 것인데,�

살충제를 제한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더라도 목맴으로 인한 자살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실행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각� 지역사회에서 가장 흔한 자살방법은 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고,� 시간 경과

에 따라 빠르게 변할 수 있으며,� 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지역사회로 전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SAR)� 및 싱가포르와 같이 도시화가 많이 된 지역은 대부분의 개인이 고

층 아파트에서 살고,�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흔한 자살방법이다.� 바비큐 숯으로 독성이 높

은 일산화탄소를 생성하는 자살수단의 유행이 중국과 홍콩 특별행정구(SAR)에서 1998년에 시작되

어 대만과 중국에 퍼졌으며,� 8년 이내에 이곳에서 가장 흔한 자살방법이 되었다(9).� 일부 지역에서

최근 유행하는 다른 방법으로,� 화학약품을 혼합해서 황화수소를 생성하는 방법(예를 들면,� 일본)과

헬륨가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자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자살과 자살시도에 이용되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는 자살

수단의 제한과 지역사회의 교육적 노력과 관련한다.� 그러나 현재 ICD-10� 외부원인 코드로는 새로

등장한 자살방법 중 다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서,� 지방 공무원들이 특정 방법을 반영하는

ICD-10� 하위 코드 사용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러한 방법이 사망률 등록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박스 1� 참조).

자살에 대한 지역 또는 국가별 자료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경고는,� 이러한 데이터

는 자살률,� 인구통계학적 양상 및 자살방법에 대한 국가 내 변동성에 상당히 둔감하기 때문에,� 표적

화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이러한 자료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느 국가 내

의 다른 지역 간,� 예를 들면,� 중국의 도시와 농촌 사이(12)� 및 인도의 주 사이(13)에,� 자살의 비율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크게 다르다는 증거는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데이터는 개입의 우

선순위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인구집단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양한 방법에 따른 모든 자살의 비율에 대한 국가추정치는 국가적 수단 제한 노력에 초점이 맞춰

지지만,� 이러한 노력은 종종 각� 나라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농약을

사용한 자살은 주로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농약 자살의 비율이 높은 국가라

하더라도 도시지역에서는 농약 제한조치가 자살예방의 일차적인 초점이 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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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1.

미국 국가 외인사 보고시스템

(The� National� Violent� Death� Reporting� System)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자살을 포함한 외인사에 대한 상

세 정보를 수집하는 추적 시스템인 국가 외인사 보고시스템(National� Violent� Death� Reporting� System:�

NVDRS)을 갖추고 있다(10,� 11).� NVDRS는 자료 저장소의 역할을 하여,� 법률 집행,� 검시관,� 의학적 검사,� 또

는 죽음현장 조사자로부터 얻는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독성 및 검시보고서,� 그리고 다양한 수사보고서를 포함

하여,� 다양한 출처로부터 받은 각� 사건의 관련 정보를 연결한다.� NVDRS는 사망한 사람,� 사망과 관련한 장치/

무기,� 기타 사건의 특성(예를 들어,� 사망 장소와 시간),� 사망 현장 조사 결과,� 목격자 증언,� 사망에 기여한 것으

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건강 및 생활 스트레스 관련 사항.� 기타 물적 증거(예를 들어,� 유서)와 같은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NVDRS는 미국 50개 주 중 18개 주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주 건강부서 또는 검시관 사무

실에서 자료수집을 관리하며,� 훈련된 자료 추출가가 자료를 취합하여 코드화한다.� CDC는 자금조달이 가능할

경우 NVDRS를 미국의 모든 주로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자살시도

자살시도는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보건서비스의 이용,� 주변인에게 미치는 심리사회적 영향,� 그리고

때로는 손상으로 인한 장기간의 장애로 인해 지역사회에 상당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더 중

요한 것은,� 일반집단에서는 과거의 자살시도가 자살사망의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라는 점이다.� 과거

에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살사망의 위험이 훨씬 높다.� 이처럼

높은 위험성을 지닌 사람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후속관리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포괄적 자살예방

전략 중 하나의 핵심요소이다.

지역사회에서 자살시도 시 이용된 방법과 인구통계학적 양상을 감시하는 것을 통해 자살예방전략의

개발과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살사망과 관련된 정보와 자살시도

의 비율 및 방법에 관한 데이터를 결합하며,� 자살행위의 사망률(즉,� 사망에 이르는 모든 자살행위)을

성별,� 연령별,� 방법별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심리사회적 개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지

역사회의 고위험 집단과 수단 제한 개입 대상이 되어야 하는 치명적 방법을 확인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국가 또는 지역의 자살시도 비율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에는 두 종류의 주요 방법이 있다.� 지역주민

의 대표적 표본집단을 통해 자살행위에 관한 자가보고 결과를 받는 방법과 지역사회 보건진료시설

(통상 병원)을 대표하는 표본기관에서 자해 치료에 관한 의무기록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다.� WHO는 통상적으로 자살시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지는 않더라도,� 자살시도에 관한 정보를 수

집하는 WHO� 세계정신건강조사(WHO�World� Mental� Health� Surveys)(14)의 활동을 지원한다.� 더

나아가,� 만성질환 위험요인 추적(STEPS)에 대한 WHO� STEPwise� 방식은 자살시도 데이터를 수집하

기 위한 질문을 포함한다(15).� 또한,� WHO는 자살 사례 등록자료(16)에 더하여,� 자살시도 후 치료

받은 자에 대한 병원 기반 사례등록부(17)� 제작에 관한 자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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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보고를 통한 자살행위 조사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많은 지역사회 조사에는 자살행위에 관한 자기보고식 질문이 포함되어있다.�

같은 집단에 동일한 조사를 시간을 두고 실시하면,� 자기보고 내용이 변화하는 경향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그 한 예가 격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청년 위험 행동 감시시스템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System:� YRBSS)� 이다(18).�

그러나 다른 조사 도구가 적용되었거나,� 동일한 조사를 다른 집단에 실시한 경우에는(예를 들면,� 다

른 언어 사용)�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지역사회 조사와 관련된 표준 방법론적 문

제를 넘어(조사 샘플이 표적 집단의 정확한 대표가 되도록 보장하는 것 등)� 자기보고 자살사고 및

자살행위 비율에 영향을 미쳐 혼란을 줄 수 있는 여러 잠재적 요인들이 있다.

이러한 요인에 해당 집단의 독해력 수준,� 질문에 사용된 특정 문구,� 설문지의 길이,� 현지 언어로 된

문구의 해석(즉,� 정확한 의미 및 함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자가 정보를 밝히고자 하는

범위가 포함된다.

과거의 자살행위를 자진해서 보고하는 것은 나이,� 성별,� 종교,� 민족성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인구통계학적 또는 문화집단에서 자기보고를 통해 자살행위 비율을 비교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자살사고는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시시각각 변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 집단 간에서

자기보고를 통해 자살사고의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현재의 자살위험을 평가하

는데에도 한계를 지니는 자기보고를 통해 자살사고와 자살시도의 평생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응답자

의 연령과 오래된 사건을 기억해낼 때 나타나는 회상 편향(recall� bias)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수 있

다.� 따라서 지역사회 기반 자기보고를 통해 만들어진 가장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전

년도에 발생 자살시도(어느 수준의 신체부상을 초래하는)� 이다.

WHO� 세계정신건강조사(WHO� World� Mental� Health� Surveys)(14)는 WHO� 국제진단면담도구

(WHO�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 CIDI)가� 사용되며,� 여기에는 자살시도의

발생,� 시점,� 방법,� 및 치료(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일련의 표준화된 질문이 포함되어있다.�

18세 이상 개인의 12개월간 자살시도 유병률에 대한 보고서(2001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된 연구

에서 수집)는 10개의 고소득 국가(9개국은 국가 대표 샘플 이용)� 내 52,484명,� 6개의 중간소득 국

가(4개국은 국가 대표 샘플 이용)� 내 25,666명,� 그리고 5개의 저소득 국가(1개국은 국가 대표 샘플

이용)� 내 31,227명의 자료에 기초했다.�

전년도에 1회 이상의 자살시도가 있었다고 보고한 비율이 고소득 국가의 남성과 여성은 모두

3/1000명(즉,� 0.3%),�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남성 3/1000명과 여성 6/1000명,� 그리고 저소득 국가

의 남성과 여성은 모두 4/1000명이었다.� 고소득,� 중간소득 및 저소득 국가에서의 자살시도 유병률

을 세계은행 소득계층의 모든 국가의 성인집단(즉,� 18세 이상)에 적용하면,� 자기보고를 통한 자살시

도의 세계 연간 유병률이 1000명 당 약 4명으로 추산된다.� 2012년 전 세계 18세 이상의 자살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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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당 15.4명이라는 추산치를 감안할 때,� 자살로 사망한 성인 중 1회 이상의 자살시도력이 있

었던 경우가 20명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살과 자살시도의 비율과 마찬가지로,� 시도로

사망에 이르는 비율과 사례별 치사율이 지역,� 성별,� 연령 및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자살시도자 치료 기록을 통한 병원 기반 데이터

자살시도 비율에 관한 다른 정보의 출처는 병원 응급실과 외래,� 그리고 다른 보건시설에서 자해환자

를 치료한 기록이다.� 사망 기록과는 달리,� 자살시도에 대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정보수집 방법이

없으므로,� 다양한 관할구역에 걸쳐 그 비율을 비교할 때에는 많은 방법론상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

다.� 만약 선정된 병원이 해당 지역사회의 모든 병원을 대표하지 않거나,� 자살시도자의 상당수가 지

역 보건소에서 치료받아 병원까지 가지 않았다면,� 병원 기록을 근거로 추산한 자살시도자의 치료 비

율은 부정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살시도자 치료 비율에 대한 보고 비율이 병원시설의 기록과정

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완전한 신뢰성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Ÿ 치료받은 사람의 수와 치료 수를 구별하지 못할 수 있음.

(1년 동안 여러 건의 자살시도를 한 사람들은 그 기록이 중복됨)

Ÿ 자살시도 후 병원 치료 중 사망한 사람,� 또는 집에서 사망할 수 있도록 퇴원한 사람(자살시도가

아님)이 제외되지 않을 수 있음.

Ÿ 자살 의도 없이 자해한 사람과 자살할 의도로 자해 사람을 구분하지 못할 수 있음.

Ÿ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후 정식으로 입원하지 않고 퇴원한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Ÿ 응급실로 가지 않고 바로 병동에 입원한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Ÿ 자살시도의 방법이 기록되지 않을 수 있음(방법별 사례-치사율 평가가 불가능해짐).

Ÿ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낙인,� 보험보장 제외,� 잠정적 법적 문제에 관한 우려 때문에 자살시도를 ‘사

고’로 기록함.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에 이러한 기록과정을 표준화하는 것이 자살의 현황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필요한 기본적 임무이다(박스 2�참고).

박스 2.

아일랜드의 고의적 자해 국가등록부

(The� National� Registry� of� Deliberate� Self-Harm� in� Ireland)

아일랜드의 고의적 자해 국가등록부(The� National� Registry� of� Deliberate� Self-Harm;� NRDSH)는 고의적 자

해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시스템이다.� 이 등록부는 국립 자살연구재단(National� Suicide�

Research� Foundation)� 보건아동부(Department� of� Health� and� Children)의 요청으로 만들어졌으며,� 자살예

방을 위한 보건서비스 집행부(Health� Service� Executive’s� National� Office� for� Suicide� Prevention)에서 자금

을 지원하고 있다.� 이 국가등록부의 목적은 병원 응급실에서 보고된 자해의 사례와 재발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발생률이 높은 집단과 지역을 확인하고,� 자살예방과 관련된 서비스와 실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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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살시도자만이 치료를 받을 정도의 손상을 입기 때문에,� 의학적 치료가 제공된 자살시도를 기

준으로 추정한 사례-치사률이 지역사회에서 자기보고를 통해 조사된 자살시도의 비율보다 반드시 높

을 것이다.� 극소수의 국가만이 발전된 형태의 국가적 또는 국가를 대표할 만한 자살시도자 등록시스

템을 가지고 있어서,� 병원 수준의 자료를 국가 자살률과 병합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치료받

은 자살시도자에 대해 국가적으로 대표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치사율 측정치를 계산할 수 있다.� 불

행히도 저소득 국가에는 유용한 사례가 없어,� 4개의 고소득 국가,� 즉 벨기에의 플랑드르(Flanders)�

지역(22),� 아일랜드(20),� 스웨덴(23)� 및 미국(24)에 관한 사례로 제한되어 있다.� 4개국의 ‘의학적으

로 심각한 자살행위’의 전체 치사율(의학적 치료나 사망을 초래하는 자살행위로 정의된 것)’은,� 아일

랜드 4.2%에서 벨기에 플랑드르 17.8%에 이르기까지 4배의 범위를 가진다.� 4개국은 성별 및 연

령별 사례-치사율에 대한 동일한 패턴을 보였는데,� 의학적으로 심각한 자살행위는 여성보다 남성에

서 사망 가능성이 더 컸으며,� 이러한 자살행위의 치사율은 연령 증가와 함께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학적으로 심각한 자살행위의 치사율에 관한 이전의 전국적인 보

고와 일치한다.

일부 저소득 국가의 특정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유용한 또 다른 척도는 병원 내에서

특정 자살수단의 사례 치사율이다(즉,� 병원 내에서 특정 자살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를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시도하여 치료받은 사람의 수로 나눈 값).� 원내 자살방법별 치사율 확인을 통해 자살

수단 제한을 위한 지역사회의 예방적 노력과 자해 행동치료를 개선하기 위한 병원의 노력이 초점이

되는 매우 치명적인 자살수단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살충제 음독 자살시도에 대한

의학적 관리가 때로는 기술적으로 어려워 많은 중간소득 및 저소득 국가의 지역 병원에서 첨단 장

비의 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지방 의료인에게 교육과 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자

살예방의 필수적 요소이다(27).� 다양한 살충제의 원내 치사율에 관한 자료는 그 범위가 0-42%인

데,� 이 정보는 가장 필요한 교육과 설비의 종류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하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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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그리고 중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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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믿음:

대부분의 자살은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한다. 

사실:

대부분의 자살은 대개 언어나 행동으로 사전에 

경고신호가 주어진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경고신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살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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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에 있어 모든 효과적인 대응의 기초는,� 맥락과 관련된 자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개

입을 시행함으로써 상황을 완화하는 것이다.� 자살행위는 복잡하다.� 자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되는

요인과 인과관계 경로,� 그리고 예방에 대한 다양한 선택사항이 있다.� 일반적으로,� 단일의 원인 또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자살을 설명하기 어렵다.� 흔히 몇 개의 위험요인이 점진적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취약성을 자살행위로 확대한다.� 동시에,� 위험요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살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정신질환이 있는 모든 사람이 자살로 사망하는 것은 아니다.� 효과적인 중재방안

은 확인된 위험요인을 경감시킬 수 있으므로 필수적이다.� 보호 요인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회복력

을 향상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보호 요인을 향상시키는 것도 모든 포괄적인 자살예방

대응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위험요인

광범위한 위험요인들이 알려졌고,�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림 7에 설명되어있다.� 이 도표에는 광

범위한 요인들이 포함되어있고,� 시스템,� 사회,� 공동체,� 관계(직계가족 및 친구와의 사회적 연결)� 및

생태학적 모델을 반영하는 개별 위험요인에 따라 영역별로 분류되어 있다.

우선,� 열거된 위험요인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열거된 위험요인 외에도

많은 위험요인이 존재하며 이 요인들이 달리 분류될 수 있다.� 각� 위험요인의 중요도와 그 분류방법

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자살행위에 직접 일조할 수 있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개인의 민감성에 영향을 미쳐 자살행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확인된 영역 사이

에 명확한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 각각의 위험요인이 다른 것들과 서로 관계되기 때문에 이 영역

들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영역들이 전체 시스템에서 개개인으로 이동한다고 보면 유용하다.� 특정 위험요인은 실제로

둘 이상의 영역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직이나 재정지원의 중단이 개인에게 개별적

으로 영향을 주고 가까운 관계의 악화를 초래하지만,� 전체 시스템 수준에서는 경기침체와 연결될 수

도 있다.� 분류된 그룹들은 존재하는 포괄적인 위험요인을 단순화하고,� 관련 중재수단을 더 쉽게 찾

도록 도움을 준다.

중재방안

자살예방을 위한 근거기반 중재수단이 보편적,� 선택적 및 집중적 중재수단을 구분하는 이론적 틀로

마련되었다(29,� 30).� 그림 7에는 이러한 중재수단이 해당 위험요인과 연결되어있다.� 이 연결은 고정

된 것이 아니며,�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중재수단에는 세 종류가 있다.

1.� 보편적 예방전략은,�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설계되며,� 건강의 극대화와 자살위험의 극소화를 목표

로 한다.�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장애물을 없애고,� 도움을 향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사회지원과 물

리적 환경 변화 등을 통해 보호 과정을 강화한다.

2.� 선택적 예방전략은,� 연령,� 성별,� 취업상태,� 가족력과 같은 특성에 근거하여,� 집단 내의 취약계층

을 표적으로 한다.� 현재는 자살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생리적,� 심리적,� 또는 사회경제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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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증가한 상태에서는 자살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3.� 집중적 예방전략은,� 집단 내 특정 취약계층을 표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자살 가능성

에 대한 조기 징후를 보이는 사람이나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개입할 수

있다.

관련된 요인이 다수이고 자살행위로 이끄는 경로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에

는 평생 다양한 인구,� 위험 집단 및 상황을 다룰 폭넓은 다각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림 7.�관련 개입과 연계된 자살의 주요 위험요인들

(선들은 위험요인 영역별 각기 다른 수준 개입의 상대적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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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스템 및 사회적 위험요인

금기,� 낙인,� 수치 및 죄책감은 자살행위를 보이지 않도록 만든다.�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다룸으

로써,� 지지적인 보건시스템과 사회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시스템 및 사회 영역과 관

련된 주요 위험요인 중 일부를 아래에 제시했다.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자살위험은 공병이 있을 때 현저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자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기적절하

고 효과적인 건강관리 접근이 필수적이다(37).� 그러나,� 많은 국가의 보건시스템은 복잡하거나 자원

이 제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보건에 관한,� 특히 정신건강에 관한 이해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이

러한 시스템을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38).� 자살시도 및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도움을 구하

는 행동과 관련한 편견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부적절한 접

근과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성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성은 자살의 주요 위험요인이다.� 자살수단(살충제,� 소형화기,� 높은 곳,� 철로,� 독

성물질,� 의약품,� 자동차 배기물이나 숯과 같은 일산화탄소 발생원,� 그리고 기타 저산소 및 독성가스

포함)에 대한 직접 접근이나 근접성이 자살위험을 증가시킨다.� 특정 자살수단의 가용성과 선호 역시

지리적 및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39).

부적절한 언론 보도와 소셜미디어의 사용

부적절한 언론 보도의 관행은 자살을 과장하고 미화하며,� 취약계층의 ‘모방’� 자살(자살 흉내 내기)�

위험을 증가시킨다.� 유명인의 자살을 필요 이상으로 취재하거나,� 자살 또는 연쇄 자살의 특이한 자

살방법을 보도하거나,� 이용된 수단의 사진이나 정보를 공개하거나,� 자살을 위기나 역경에 대하여 허

용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보도하는 관행은 부적절하다.

자살수단에 대한 노출이 취약계층의 자살행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1,� 32,� 33).� 인터넷

과 사회 언론이 자살에 관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인터넷은

자살에 관한 정보의 대표적 출처가 되었으며,� 자살을 부적절하게 묘사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다.�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미디어는 자살행위를 자극하고 촉진하는 데 관여해왔다.� 일반인도

검열되지 않은 자살행위과 정보를 쉽게 방송할 수 있으며,� 이는 위 두 매체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도움요청 행위와 관련된 낙인

자살행위,� 정신건강문제,� 또는 물질남용이나 기타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

한 낙인이 많은 사회에 계속 존재하며,� 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낙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친구나 가족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

공하거나 이들이 처한 상황을 인정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을 수 있다.� 낙인은 자살예방 대응의 변화

와 실행에 큰 방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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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스템 및 사회적 위험요인과 관련된 중재수단

1.� 정신건강정책

2013년,� WHO는 포괄적인 정신건강실행계획(Mental� Health� Action� Plan� 2013−2020)을 내

놓았다(1).� 이 계획에서는 국가들이 4개의 핵심이 되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일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1.� 정신건강을 위해 효과적인 지도력과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2.�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며,� 반응적인 정신건강 및 사회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3.� 정신건강 촉진과 예방에 관한 전략을 실행한다.

4.� 정신건강을 위한 정보시스템,� 근거마련 및 연구를 강화한다.

자살률은 하나의 지표로서,� 자살률을 줄이는 것이 실행계획에서 하나의 목표이다.

2.� 알코올 유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

WHO� 세계 전략(WHO’s� Global� strategy)을 통해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 옵

션과 중재방법이 발표되었다.� 이와 동시에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한 조치가 제시되었으며,� 여기

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 지도력,� 인식과 참여

2.� 보건서비스의 대응

3.� 지역사회 활동

4.� 음주운전에 관한 정책과 대책

5.� 알코올에 대한 접근성

6.� 주류마케팅

7.� 가격정책

8.� 음주와 알코올 중독에 대한 부정적 결과 감소

9.� 불법 알코올과 및 비공식 생산 알코올의 공중보건 영향 감소

10.� 모니터링과 감시

과음의 빈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일반적 언론 캠페인,� 학교 건강증진활동,� 또는 건강전문가를 통

한 취약계층을 표적으로 한 정보를 이용하여 인식 제고와 같은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36).�

알코올에 대한 전략을 선택하기 전에 특정 지역의 알코올 문화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해당 전략이

높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시스템이 기능 하도록 하는 것도 이러

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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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관리에 대한 접근

정신 및 물질사용장애에 대한 적절하고 즉각적이며,� 접근 가능한 치료가 자살 행위를 줄일 수 있

다(37)� (박스 6� 참조).� 보건시스템과 시설을 통해,� 특히 지역사회의 보건소에서 보건소양 정책과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 특히 정신건강 관리에 있어서 의료보건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중

요한 방법이다.� 이 절차에는 사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설명,� 의료진의 적절한 언어 사

용,� 그리고 환자를 위한 시스템을 통한 명확한 경로가 포함된다.� 특히,� 정신건강에 관한 소양이

보건소양 전략과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38).

4.�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제한

자살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 농약음독,� 목맴 및 투신이다(39,� 40).� 자살수

단에 대한 접근제한이 자살,� 특히 충동적인 자살예방에 효과적이며,� 그 이유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개인에게 다시 고려할 시간을 더 주기 때문이다(41).� 법률과 규정을 통해 국가 수준에서 자

살수단 제한을 실행할 수 있으며,� 지방 수준에서도 위험환경 관리와 같은 방법을 통해 실행할 수

있다(42).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감소를 위한 주요 중재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살충제에 대한 접근

살충제가 전 세계 자살수단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8).� 살충제를 의도적으로 섭취하는 자살은

주로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및 서태평양의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농촌 지역

에서 주로 발생한다.� 살충제 자살예방을 위해서 제안된 대책으로,� 위험한 화학약품과 폐기물에 관

한 국제협약을 승인하고,� 실행하고,� 집행하는 것,� 지방에서 문제가 되는 살충제를 농업 실무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 살충제 판매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 개인과 지역사회

가� 더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분하여 살충제에 대한 접근을 줄이는 것,� 그리고 살충제의 독성을 줄

이는 것이 포함된다(43,� 44).� 또한,� 살충제의 자가섭취로 자살을 시도하는 개인들의 관리를 최적

화해야 한다.� 살충제 자살예방과 관련된 세 종류의 WHO� 책자에서 특수 정보를 찾을 수 있다

(27,� 45,� 46).

•� 소형화기에 대한 접근

소형화기 자살은 매우 치명적인 방법으로서 미국 같은 일부 국가에서 자살 대부분을 차지한다

(47).� 관련 자료에 따르면,� 소형화기를 가진 가정의 비율과 소형화기 자살의 비율이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다.

소형화기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및 영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소형화기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제정된 것이었다.� 소형화기와 관련된 자살을 줄이기 위

한 법률 및 규제 조치에 민가의 소형화기 가용성에 관한 규칙과 면허 및 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권총에 대한 개인적 총기 소유권을 제한하고,� 구매 대기시간을 연장하고,� 안전보관 요건을 강화하

고,� 소형화기 구매를 위한 최소연령을 정하고,� 소형화기 구매를 위해서는 범죄 및 정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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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시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사회에서 총기가 친숙한 요소로 되어있는 국가에서는 규제에 관

한 지역사회의 교육도 필요하다(49).

•�다리,� 건물,� 및 철도

다리나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열차 전방으로 뛰어드는 자살은 쉬운 접근성의 측면에서 흔

한 자살방법이다.�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구조적 중재수단이 자살예방에 효과가 있다(50).

•�독성가스에 대한 접근성

역사적으로,� 의도적인 일산화탄소 중독이 가장 흔한 자살방법 중 하나이다.� 가정용 가스에 관한

법률 및 프로그램을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변경하여,� 이 방법으로 인한 자살을 상당히 줄였다

(51).�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일산화탄소의 치명성 감소는 전체적 자살률 감소에 직

접 영향을 미친다.

숯 연소 중독은 독성가스를 이용하는 최근의 자살방법으로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빠르게 흔한

방법이 되었다(9).� 중국과 홍콩 SAR에서 대형 염가판매점의 숯 꾸러미를 열린 선반에서 통제된

지역으로 옮겨 숯 관련 자살사망을 현저하게 줄였다(52).

•�의약품에 대한 접근

유럽국가 대부분에서는 의약품 자가중독이 둘째 또는 셋째로 흔한 자살 및 자살시도 방법이다

(53).� 자살에 흔히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과 가용성을 제한하는 것이 하나의 효과적인 예

방조치인 것으로 밝혀졌다(54).� 의료진이 조제되는 의약품의 양을 제한하고,� 환자와 그 가족에게

약물치료의 위험에 관해서 알려주며,� 처방된 용량을 지키고 남은 약을 처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림 8.� 제안된 중재수단에 의한 자살사망 예방으로 미국에서 2010년에

자살사망이 20%가량 감소된 것으로 추산됨(55).

자살위험이 있는 개인을

소형화기 접근에서 격리

자살위험이 있는 개인을

일산화탄소 엔진

차량으로부터 격리

응급진료에서

심리치료 제공

그림 8은 세 가지 접근의 조합을 보여주며,� 만약 이 세 가지 접근이 완전히 실행된다면,� 1년에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그림은 단지 몇 자기 접근법의 최적 실행을 위한 모

델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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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임 있는 언론 보도

언론에서 책임 있는 자살 보도가 자살률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40).� 책임 있는 보도의 중요

한 측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자살행동의 상세한 설명을 피하기,� 선정주의 및 미화 피하기,�

책임 있는 언어 사용하기,� 자살 보도의 특필 피하기,� 과도한 단순화 피하기,� 자살과 유용한 치료

에 관해서 대중을 교육하기,� 그리고 도움 요청에 관한 정보 제공하기(56).� 또한,� 책임 있는 보도

실천의 개발,� 보급,� 및 교육을 위해 언론이 협동하고 참여하는 것은 자살 보도를 성공적으로 개

선하고 자살 모방을 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57).� 언론 지침의 보급에 언론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후 호주와 오스트리아에서 개선이 나타났다(58).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자살예방전략으로서 잠재적 역할을 가

지고 있다.� 정신건강을 장려하는 일부 웹사이트가 도움 요청 행위를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결과

를 이미 보여주고 있지만,� 자살예방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거의 없다(59).� 온라인 자

살예방전략의 최고의 사례는 자살 충동이 있는 개인들을 위한 전문가와의 온라인 채팅,� 자조

프로그램 및 온라인치료이다(60).� 영국의 어느 웹사이트에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자살시도 경험

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영상이 있다.� 이는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이 공감대를 느낄 수 있

도록 해준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대체수단으로 문자메시지와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휴대폰의 소셜미

디어 서비스를 통한 개별적 지원과 치료가 있다.

6.� 정신건강,� 물질사용장애 및 자살에 관한 인식 재고

정신질환과 도움요청에 관한 낙인과 부정적인 태도가 대중 사이를 둘러싸고 있다.� 인식 캠페인

(박스 3� 참조)은,� 정신질환 및 도움요청과 관련된 낙인을 줄이고 진료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식 캠페인이 자살감소와 연결된다는 증거는 거의 없지만,� 이러한 캠페인이

지역사회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대중이 담화하는 기회를 증가시

켰다.� 효과적인 정신건강 인식 프로그램은,� 메시지를 적절히 적용하고,� 몇 개의 전략을 조합하고,�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하여 지방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노출(예를 들면,� TV,� 인쇄 매체,� 인터넷,� 소셜미디어,� 및 포스터)을 이용하여 한두 개의

장애에 초점을 맞춘다(6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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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3.

유럽의 젊은이들을 위한 생명 구하기와 힘 실어주기

(Living� and� Empowering� Young� Lives� in� Europe:� SEYLE)

‘유럽의 젊은이들을 위한 생명 구하기와 힘 실어주기(Saving� and� Empowering� Young� Lives� in� Europe:�

SEYLE)� 프로젝트에서 젊은 개인들을 위한 다중요소 정신건강 인식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험되었다.�

SEYLE은 하나의 예방 프로그램으로서,� 11개의 유럽국가에서 시험되었으며,� 유럽 학교의 학교기반 청소년

의 정신건강 향상이 그 목표이다.� 각국은 세 종류의 적극적 중재수단과 한 종류의 최소 중재수단(대조군으

로 사용)으로 구성된,� 무작위 대조시험을 수행했다.�

적극적 중재수단은 게이트키퍼 훈련,� 정신건강 인식 프로그램 및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 선별

로 구성되었다(65)

최소 중재수단과 비교하여 정신건강 인식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심각한 자살관념/계획과 및 자살시

도가 12개월 추적검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을 가장 바람직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치가,� 학교,� 교사,�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의 도

움과 지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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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및 대인관계 위험요인

개인이 살고있는 지역사회는 자살위험 요인과 중요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

화적,� 신앙적,� 법률적,� 역사적 요인이 자살에 대한 상황과 이해를 형성하며,� 자살위험에 영향을 주는

폭넓은 지역사회의 요인을 확인하도록 해준다.� 어느 개인이 가진 가족,� 가까운 친구,� 중요한 다른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도 자살행위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영역과 관련된 일부 주요 요인이 아래

에 설명되어있다.

재해,� 전쟁,� 및 분쟁

자연재해,� 전쟁,� 내전의 경험은 그들의 사회적 행복,� 건강,� 주거,� 고용 및 재정안정에 파괴적인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자살위험을 높일 수 있다.� 역설적으로,� 자살률이 재해나 분쟁 동안 그리고 그 직

후에 감소할 수 있지만,� 다양한 개인 집단에 따라 다르다.� 자살률의 즉각적인 감소는 강력한 사회적

유대가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연구가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자연

재해 이후에 자살사망률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67).

문화접변(acculturation)� 및 혼란(dislocation)의 스트레스

문화접변(acculturation)� 및 혼란(dislocation)의 스트레스는 현저한 자살위험을 보여주며,� 토착민,�

망명 신청자,� 난민,� 수용소에 있는 사람,� 내부적으로 퇴거된 사람,� 그리고 새로 도착한 이민자를 포

함하여 다수의 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친다.�

자살은 토착민과 미국의 토착 인디언,� 캐나다의 원주민(First� Nations)과 이뉴잇족(Inuit),� 호주의 원

주민(aboriginal),� 뉴질랜드의 토착 마오리에 만연되어있어,� 이들은 모두 다른 집단보다 자살률이 월

등히 높다(68,� 69).� 이는 젊은 층과 젊은 남성에서 특히 그러한데,� 젊은 남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70).� 변화가 진행 중인 토속 및 원주민 지역사회에서도 자살행

동이 증가했다(71).� 토착민 집단에서는 지역적,� 정치적,� 경제적 자치권이 종종 침해되고,� 토착 문화

와 언어가 무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우울증,� 소외감,� 차별받는 느낌을 갖게 하고,� 주와 관련되는

사회 및 의료보건서비스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뒤따르는데,� 이러한 서비스가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

식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특히 그러하다.

차별

어느 집단 내에서 하위집단에 대한 차별은 지속적이고,� 지역 특유적이며,� 체계적일 수 있다.� 이는

자유의 박탈,� 거부반응,� 낙인찍기,� 폭력 등 스트레스로 가득 찬 생활의 사건을 계속 경험하게 만들

어 자살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

차별과 자살 사이의 연결 일부 사례가 아래에 제시되어있다.

Ÿ 수용됐거나 구류되었던 사람(72)

Ÿ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intersex)인 사람(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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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따돌림,� 사이버폭력,� 또는 이러한 희생으로 악영향을 받은 사람(74)

Ÿ 난민,� 망명 신청자 및 이민자(75)

외상 또는 학대

외상과 학대는 정서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이미 취약계층에 속한 개인들에게 우울증과 자살행위

를 야기할 수 있다.� 자살과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는 다양한 형태의 외상(특히 망명 신청자 및 난

민 사이의 고문 포함),� 징계적 또는 법적 위기,� 재정 문제,� 학업상 또는 업무관련 문제,� 그리고 따돌

림으로 인해 발생한다(76).� 또한,� 소아 및 가족의 역경(신체적 폭력,� 성적 또는 정서적 학대,� 무시,�

혹사,� 가정 폭력,�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 보육원 경험)을 겪은 젊은 개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 자살

위험이 훨씬 더 높다(77).� 소아기의 부정적 요인의 영향은 서로 관계되고 상관성이 있어,� 누적되어

작용하여 정신질환과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킨다(78).

소외감 및 사회지원 결여

어느 개인이 자기의 가까운 사회적 집단(동반자,� 가족,� 동료,� 친구 및 중요한 다른 타인들)으로부터

단절되어있다고 느끼면 소외감을 느낀다.� 소외감이 때로는 우울증과 외로움 및 체념 때문에 배가되

기도 한다.� 어느 개인이 부정적 생활 사건이나 기타 정신적 스트레스를 앓고 있지만 이를 가까운 다

른 사람과 공유하지 못할 때,� 소외감을 느낀다.� 이는 다른 요인과 결합되어,� 특히 혼자 사는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 자살행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소외감과 외로움이 자

살에 일조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71).

자살행위는,� 지원 제공자가 빠져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때때로 개인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

응으로 나타나며,� 복지와 유대감의 더 큰 결여를 반영할 수 있다.� 사회적 유대감은 어느 사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개인들을 결합하는 구조물이다.

개인,� 가족,� 학교,� 이웃,� 지역사회,� 문화집단 및 전체로서의 사회,� 친밀한 개인적 및 지속적 관계와

가치를 공유하는 개인은 통상적으로 목적의식,� 안전의식 및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134).

관계의 갈등,� 불화,� 또는 상실

인간관계의 갈등(예를 들면,� 별거),� 불화(예를 들면,� 자녀 양육권 불화)� 또는 상실(예를 들면,� 배우자

의 사망)이 슬픔과 상황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고,� 모두 자살위험 증가와 관련된다

(79).� 건강하지 않은 혈연관계도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성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흔히

발생하며,� 배우자나 애인이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배우자 및 애인의 폭력은 자살시도와 자살위

험의 증가와 관련된다.� 세계적으로 여성 중 35%는 배우자나 애인의 신체적 성적 폭력 또는 배우자

나 애인이 아닌 타인으로부터의 성폭력 경험이 있다(8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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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및 대인관계 위험요인과 관련된 중재방안

1.� 취약계층을 위한 중재수단

많은 취약계층(박스 4� 및 6� 참조)에서 자살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한 평가 결과는 없지

만,� 일부 표적 중재수단의 사례를 아래에 제시했다.

Ÿ 학대,� 외상,� 분쟁,� 또는 재해를 경험한 개인:� 이러한 관계에 관해 시행된 연구에서 나타난

증거에 근거했을 때,� 중재수단은 분쟁이나 심각한 자연재해 후 가장 취약해진 집단을 표

적으로 해야 한다.� 정책입안자는 악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의 기존의 사회적 유대감을 보존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82,� 83).

Ÿ 난민과 이민자:� 집단에 따라 위험요인이 다르므로,� 모든 이민자를 마치 하나인 것처럼 취

급하지 말고,� 특정 문화집단에 맞춤형으로 중재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

다(84).

Ÿ 토착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및 미국의 중재수단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중재 조치,� 게이트키퍼 훈련(다음 페이지 참조)� 및 문화적 맞춤형 교육 중재수단이 절망감

과 자살 취약성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중재

수단이 문화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지방 통제와 토착 지

역사회의 참여를 목표로 한 중재수단이었다.

Ÿ 수감자:� 호주,� 유럽,�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의 죄수들 사이의 위험요인들에 대한 검토

는 예방 개입이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 술과 약물 남용을 줄이고,� 취약한 개인들을

격리된 숙소에 배치하기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모든

사람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의 자살행위에 대해서도 검진을 받아야 한다(86).

Ÿ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LGBTI)인 사람들:� LGBTI� 간의 자살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신질환,� 약물 남용,� 오명,� 편견,� 개인 및 제도적 차별 등과 같은 위

험요인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87).

Ÿ 자살로 인한 유족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후지원:� 애도 과정을 지원하고 모방 자살의 가

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살로 인해 애도하거나 영향을 받은 개인에 대한 개입 노력을

시행한다.� 이러한 개입은 학교기반,� 가족 중심 또는 지역사회 기반 치료로 구성될 수

있다.� 자살 후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도움은 일반 지원단체와 사별 지원단체의 이용을

증가시켜 우울증,� 불안,� 절망과 같은 급성인 정서적 고통을 줄여왔다(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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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4.

군인과 퇴역군인 집단을 위한 중재방안

자살위험이 군인과 퇴역군인 집단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89).� 미국에서 실시한 군 요원

의 위험과 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한 군 연구(Army� Study� To� Assess� Risk� and� Resilience� in� Service�

members:� Army� STARRS)� 결과,� 현재 군 복무 중이거나 군 복무의 전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살

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정신병리의 진단,� 순위와 성별을 포함하여 몇 개의 요인을 확인되었다(90,�

91).

2007년,� 미국 재향군인회(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미국 퇴역군인과 그 가족을 위해

무료 비상전화상담서비스인 퇴역군인 비상전화상담서비스(Veterans� Crisis� Line)를 마련했다.� 2009년,� 이

비상전화상담서비스가 군인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연장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재향군인회와 미국 국방부는 자살위험 증가와 취약계층의 위험감소를 위해 설계된 중재

수단과 관련된 특성을 밝혀내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자살위험 증가와 관련된

요인과 위험을 인지하고 개입하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의 사례로는 사례관리 개선을 위한 전략,� 회복력 증진,� 동료지원,� 의료시설 밖의 안전성을 높

이기 위한 환자주도 계획수립이 포함된다.

현재 활동에는 미국 군대의 자원병 중에 더 만연되어있을 수 있는 자살위험 증가와 관련된 개인과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 근거기반 치료에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방법 그리고 특히 전원

(transition)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증가 기간 관리와 같은 노력이 포함된다(92).

2.� 게이트키퍼 훈련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이들이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위험요소와 행동을 드러낼 수 있다.� ‘게이트키퍼’란,� 누가 자살을 생각하는지 확인하는 위치

에 있는 모든 개인을 의미한다.� 중요한 잠재적 게이트키퍼에 다음 개인들이 포함된다(93).

Ÿ 일차,� 정신 및 응급 의료 제공자

Ÿ 교사와 기타 학교 직원

Ÿ 지역사회 리더

Ÿ 경찰관,� 소방관 및 기타 응급의료요원

Ÿ 군 장교

Ÿ 사회 복지 담당자

Ÿ 영적 및 종교적 지도자 또는 전통적 치료사

Ÿ 인적자원 담당자와 관리자

게이트키퍼 훈련프로그램은 위험에 처한 개인을 확인하고,� 위험의 정도 판단,� 및 위험에 처한 개

인들의 치료 연계를 위한 참여자의 지식,� 태도,� 및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박스 6� 참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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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내용은 문화에 맞게 변경되어야 하며,� 의료복지를 위한 접근에 관한 지방의 정보를 포함하

고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원주민 집단과 같은 특정 집단에 맞춤형으로 변경하여 적용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85).� 연구결과 상 자살행위를 보이는 여성 중 25~50%는 최근 4주 이

내에 의료진을 만났던 것으로 확인되었던 바,� 게이트키퍼 훈련에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중재수단

을 시작할 방법을 배운다.

게이트키퍼 훈련은 자살 및 자살행동 감소의 가장 최선의 방법이나,� 자살이나 자살시도의 비율

감소에 대한 결정적인 연관성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게이트 키퍼 훈련 또는 개인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박스 5를 참고할 수 있다.

박스 5.

자살을 감소시킨,� 직장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캐나다 몬트리얼의 다면적 포괄적 경찰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몬트리얼 경찰의 자살률을 79%나 감소시켰

다.� 이 프로그램은 경찰의 자살에 관한 반나절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험요인의 확인과 지원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도자와 연맹 대표들은 위험 평가와 도움 제공에 대해 종일 훈련을 받았다.� 특별

훈련을 받은 경찰이 자원봉사하여 전화 상담서비스가 마련되었으며,� 지원자원 그리고 자살예방을 위한 협

동작업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 캠페인이 진행되었다(96).

업무환경의 문화에 맞춘 포괄적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태도,� 지식,� 및 행동의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으며,�

자살률 감소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위기전화상담 서비스

위기전화상담 서비스는,� 다른 사회지원 및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선호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전화를 걸 수 있는 공공 전화센터이다.� 전화상담 서비스는 폭넓은 집단을 위해서 준

비할 수 있으며,� 특정 취약계층을 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동료지원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

는 경우에는,� 후자가 유리할 수 있다.

미국의 전화상담 서비스는,� 심각한 자살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여하고,� 통화시간 동안,� 그리

고 그 후의 몇 주 동안 자살위험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이었다(97).� 벨기에에서 수행된 전화 및

채팅 상담서비스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전략이 자살예방의 비용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98),� 전화 상담서비스가 유용하고 널리 이행되는 모범 관례라는 것은 증명이 되

었다.� 전화상담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시행된 적은 없어 자살률 감소와의 연관성은 확실히 결론

짓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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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위험요인

자살의 위험은 개인의 취약성이나 회복력으로부터 영향받는다.� 위험요인은 특정 개인에게서 자살행

위가 발전될 가능성과 관련된다.

과거의 자살시도

자살위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표는 과거 한 번 이상의 자살시도력이다(99).� 자살시도 후 심지어

1년이 지나도,� 자살 및 다른 원인으로 인한 조기 사망의 위험은 여전히 높다(100).

정신질환

고소득 국가에서 자살사망자 중 90%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101),� 명확히 진단되지 않은 자

중 10%의 정신병리 증상이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의 증상과 비슷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연구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자살사망자 중 정신질환이 덜 만연되어있는 것 같

다(약 60%).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한 접근은 다소 조심스러워야 한다.� 우울증,� 물질사용장애,� 반사회적 행동은 비

교적 흔한 것이며,� 이러한 것들로부터 고통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살행위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살로 사망하거나 자살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중대한 정신질환의 동반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자살위험은 장애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자살행위와 관련된 가장 흔한 장애는 우울증과 알

코올 사용 장애이다.� 자살의 평생 위험을 보면,� 기분장애는 4%(103),�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7%,�

양극성 장애 8%,� 조현병 5%로 추산된다(107).� 중요한 것은,� 동반 질병이 있으면 자살행위의 위험

이 증가하며,� 두 종류 이상의 정신질환을 가진 경우는 그 위험이 현저하게 높다(101).

알코올 및 기타 약물의 해로운 사용

모든 물질사용장애는 자살위험을 증가시킨다(108).� 알코올과 기타 물질사용장애가 모든 연구 중

25~50%에서 나타나며,� 알코올이나 물질사용에 다른 정신질환이 동반되면 자살위험이 훨씬 증가한

다.� 자살로 인한 모든 사망 중 22%는 알코올 사용이 그 원인일 수 있으며,� 이는 알코올을 섭취하

지 않았으면 자살의 5분의 1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마초,� 헤로인,� 또는 니코

틴을 포함한 기타 약물에 대한 의존성도 자살의 위험 요인이다(110).

실직 및 재산의 손실

실직,� 주택 압류,� 재정적 불안정성은 우울증,� 불안,� 폭력,� 알코올 남용(111)� 등 다른 위험요소들과

결합하였을 때 자살위험 증가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경제 불황은 실직이나 재정적 손실을 통한

개인적 역경의 사례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는 개인의 자살위험과 연관될 수 있다(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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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감

무력감은 심리적 기능의 인지적 측면으로서 정신질환이나 이전 자살시도(113)와 결합했을 때 자살

위험의 지표로 자주 사용됐다.� 무력감의 세 가지 주요 측면은 미래에 대한 한 개인의 감정,� 동기부

여,� 기대감의 상실과 관련되어 있다.� 무력감은 “상황이 절대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또는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와 같은 생각으로 나타나며 대부분은 우울증을 동반한다(114).

만성 통증 및 질병

만성적인 통증과 질병은 자살행위에 중요한 위험요소들이다.�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만성 통증을 앓

고 있는 개인들의 자살행위가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5).� 고통,� 신체적 장애,� 신경 발달 장

애,� 고통과 관련된 모든 질병은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킨다(116).� 암,� 당뇨,� HIV/AIDS가� 이에 포함

된다.

자살의 가족력

가족이나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살은 특히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잃

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죽음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슬픔은 물론,� 스트레스,� 죄책감,� 수치

심,� 분노,� 그리고 괴로움을 줄 수 있다.� 가족의 역동이 바뀔 수 있고 일반적인 지원 근원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오명은 도움을 구하는 것에 지장을 주며 다른 개인들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저해

할 수 있다(117).� 가족 구성원이나 사랑하는 개인의 자살은 슬퍼하는 누군가(118)의 자살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자살로 영향을 받은 개인은 자살이나 정신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119).

유전적 및 생물학적 요인

많은 신경생물학적 시스템의 유전적 또는 발달 변형이 자살행위와 관련된다.� 예를 들면,� 기분장애,�

정신분열,� 인격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질 때 심각한 자살시도와 관련된다.�

자살의 가족력은,� 자살과 자살시도의 강력한 위험요인이다(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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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위험요인과 관련된 중재수단

1.� 후속 조치 및 지역사회의 지원

최근에 퇴원한 환자는 시설을 떠난 후 종종 사회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에는,� 후속 조치와 지역사회 지원이 자살사망과 시도를 줄이는 데에 효

과적이었다(121).� 반복적인 후속 조치는 실행하기가 쉬워 권장되는 저비용 중재수단으로,� 훈련된

비전문직 의료종사자를 포함한 기존의 치료 담당자가 중재수단을 실행할 수 있고,� 다른 자원이

별로 필요 없다(122).� 이 방법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특히 유용하다.� 이 중재수단에는

접촉과 지속적인 접촉을 위한 우편엽서,� 전화 통화,� 또는 간단한 직접 방문(비공식 또는 공식)이

포함된다.�

가족,� 친구,� 동료,� 긴급 전화 상담센터,� 또는 지방의 정신건강센터 같은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의

지원이 있으면 이들을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치료 이행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회복기 치료

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122).

2.� 자살행위의 평가 및 관리

자살행위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WHO의

mhGAP� 중재지침(mhGAP� Intervention� Guide)에는 자해/자살의 생각,� 계획,� 또는 행동을 보이

는 모든 개인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도록 권장되어있다.� 또한,� 이 지침에서는 기타 중요한 상태,� 만

성 통증,� 또는 급성 정서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10세 이상의 모든 개인에게,� 자해/자살과 관련된

생각,� 계획,� 또는 행동에 관해서 묻도록 권장한다.� 병원 인터뷰를 통해서 평가를 조심스럽게 수행

해야 하며,� 부가적인 정보를 통해 확증되어야 한다(125).

의료종사자의 교육/훈련은,� 응급진료 담당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필요한 개인에게 심리적 지

원이 제공되고,� 체계적인 후속 조치와 지역사회 지원이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자살행위의 개

인적 자살위험 관리를 위한 지원에 추가하여,� 자살행위의 평가와 관리는 혈연관계의 위험요인도

다룬다.

3.� 정신장애와 물질사용장애의 평가 및 관리

정신 및 물질사용장애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의료종사자를 훈련하는 것은 자살예방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다.� 자살사망자 중 많은 사람이 자살 직전의 한 달 내에 1차 의료기관과 접촉한다

(126).� 1차 의료기관의 담당자가 우울증과 기타 정신 및 물질사용장애를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자살위험을 상세하게 평가하는 것은 자살을 예방하는 데에 있어 중요하다.� 수년에 걸쳐 지속해서

또는 반복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지역 및 국가 내 대부분의 의료종사자가 포함되도록 해

야 한다.� 어느 국가나 문화에서 이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고려

하고,� 확인된 위험요인에 맞추어 훈련프로그램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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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6.

다중요소 중재수단

자살에는 다수의 요인과 경로가 있다.� 자살예방에는 하나 이상의 중재전략을 가지고 있는 중재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특히 유용하다.� 실제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중요소 프로그램 전략이 자살률의 성공적인 감소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미국 공군의 프로그램은 11개의 지역사회 및 건강관리 요소로 구성된 책임 및 프로토콜이 명시되

어 있는데,� 공군 자살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127).

독일 뉘른베르크에서는 우울장애를 대상으로 한 다중요소 프로그램이 자살과 자살시도의 비율을 현저하게 감소

시켰다(128).� 이 프로그램은 네 가지 중재수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인 대상 홍보 캠페인,� 교사,� 저널리스

트,� 경찰과 같은 지역사회의 조력자 훈련,� 일반 개업 의사 훈련,� 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이러한 다면적 중재수

단을 이제는 우울증 대응 유럽연맹(European� Alliance� against� Depression)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 연맹은

17개국의 협력자로 구성되어 있다(129).

고위험군을 위한 다중요소 중재수단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한 연구에 의하면,� 자살에 대한 성과

와 관련하여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9개 요소의 효과를 조사했는데,� 더 많은 서비스 개선을 시행한 의료기관

에서 더 많은 자살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 개의 프로그램이 자살감소와 관련되었다:� 24시간

비상 대응,� 이중 진단 방침,� 자살사망 후 다각적 검토.�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여러 중재수단을 통합하면 부가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WHO�mhGAP의 중재지침은,� 주로 비전문직 의료종사자를 훈련하기 위한 것인데,� 다음의 상태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우울증,� 정신병,� 간질/발작,� 발달 장애,� 행동 장애,� 치

매,� 알코올 사용 장애,� 물질사용장애,� 자해/자살(122).

그러나,� 진료담당자의 평가와 관리가 부족한 데에는 다수의 요인이 관련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는 정신건강에 관한 소양과 경험,� 낙인,� 정신과 의사와의 협력 결여,� 그리

고 부족한 면담 기술이 포함된다.� 따라서,� 평가와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 다루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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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믿음:

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은 

이미 죽을 결심을 한 것이다.

사실:

이와 반대로, 자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살거나 

죽는 것에 대해 양가감정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살충제를 충동적으로 음독한 어떤 사람은 

그 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수일 후에 

사망할 수도 있다. 적시에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자살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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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자살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가?

위험요인과는 반대로,� 보호요인은 자살위험으로부터 개인들을 지켜준다.� 자살예방을 위해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중재수단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회복력과 소속감을 증가시키고 자살행위로부터 지

켜주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을 고려하고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회복력은 자살위험에 대해서 완

충효과를 가진다:� 회복력이 높은 사람은,� 자살위험과 자살행위 사이의 연결성이 낮다(131).� 일부

보호 요인은 특정 위험요인에 적용되지만,� 다른 것들은 수많은 여러 자살위험 요인으로부터 개인

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건강한 대인관계

개인이 대인관계 상 갈등,� 상실,� 불화로 시달릴 경우 자살행위의 위험이 증가한다.� 이와 반대로,� 건

강하고 밀접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 회복력이 증가되고 자살위험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다.� 개인에게 가장 가까운 사회 집단,� 예를 들면 협력자,� 가족,� 동료,� 친구 및 중요한 타인들은 영향

력이 가장 크고 위기의 시기에 지원할 수 있다.� 친구와 가족은 사회적,� 정서적,� 및 재정적으로 중요

한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외부의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지

원으로부터 얻은 회복력이 소아기 외상과 관련된 자살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다(51).� 대인관계는 의

존성이 높은 청소년과 성인에게 특히 보호 효과가 높다.

종교적 또는 영적 믿음

종교적 또는 영적 믿음 역시 자살에 대한 보호 기능으로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믿음은 구조

화된 신뢰 시스템을 제공하고,�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유익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행위를 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보호요인일 수 있다(132).� 그러나,� 자살에 대한 도덕적

태도로 인해 많은 종교 및 문화적 믿음과 행동이 자살과 관련된 낙인에 일조할 수도 있다.� 사회적

응집력이 있고 지지적인 공동체에 공유된 가치관을 제공할 때 종교와 영성의 보호요인으로서의 가치

가� 발휘될 수 있다.� 많은 종교집단은 알코올 사용 같은 자살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종교의 사회적 관행은 남편을 잃은 남아시아의 부인 같은 특수 집단에,� 불을 이용한 자기희생

을 장려해왔다.� 따라서,� 종교적 및 영적 믿음이 자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호 기능을 할 수 있지

만,� 이는 특정 문화 그리고 전후 사정과 관련된 관행 및 해석에 따라 다르다.

긍정적인 대처전략과 생활방식

개인의 주관적 안녕과 효과적인 긍정적 대응전략은 자살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한다(134).� 개

인의 안녕은 부분적으로 스트레스와 외상에 대한 취약성과 회복력을 결정하는 성격적 특징에 따라

구성된다.� 정서적 안정성,� 낙관적인 태도,� 그리고 발전된 자기 정체성이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것을 도와준다.� 강한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 효과적인 문제해결 기술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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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포함하여 유년기 문제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135).

정신건강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의지는 특히 개인적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정신질환의

경험은 광범위하게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사람들(그리고 특히 남성)은 도움을 요청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은 정신건강문제를 더 악화시켜 조기개입을 통해 효과

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자살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정신적 신체적 복지를 증진하는 건강한 생활

양식을 선택하는 것은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수면과 식사,� 알코올과 물질사용 조절,� 건강한 대인관

계 및 사회적 접촉,� 스트레스의 효과적 관리를 통해 정신적 신체적 안녕을 증진시킨다(136,� 137).

생애 초기에 위험 및 보호요인을 다루는 것과 같은 ‘생애 초기 접근(upstream� approach)’의 사용은

“적응력 향상의 확률을 높일”� 잠재력이 있다.� 더 나아가서,� 초기로의 접근은,� 자살,� 약물 남용,� 폭력

및 범죄 등 폭넓은 건강과 사회활동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138)� (박스 7�참조).

박스 7.

생애 초기 접근의 이론적 타당성

유년기의 문제(예를 들면,� 학대,� 가정폭력에의 노출,� 부모의 정신질환)와 생애 조기에 나타나는 기타 위험요인

(예를 들면,� 따돌림과 비행)은 자살을 포함하여 이후의 질병 및 사망률과 관련된다.� 이와 유사하게,� 유년기에

획득한 보호요인(예를 들면,� 유대감)은 나중의 자살위험을 줄일 수 있다.� 효과적인 생애 초기 접근은 존재하지

만,� 대부분 자살 및 자살시도에 대한 효과는 평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이론적으로 타당하며,� 향

후 자살예방 및 평가를 위한 유용한 방향을 제공해 주고 있다.� 생애 초기 접근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저소득 임산부와 산모를 위해 훈련된 담당자(예를 들면,� 간호사)가�가정을 방문함(140,� 141).

§ 취약한 젊은 계층과 안정된 성인 사이의 유대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142).

§ 지역사회가 청소년 건강과 행동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참여적 협동적 과정을 통해 실시하는 범-지역사회 보

호시스템(143).

§ 사회적 책임과 사회 정서적 기술(예를 들면,� 대처,� 문제해결 능력,� 도움요청)의 습득 증진을 위해 교사/직원,�

학생,� 부모를 참여시키는 학교기반 폭력 예방과 기술습득 프로그램(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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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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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믿음:

자살 충동이 시작되면 

그 충동은 지속될 것이다. 

사실:

고조된 자살위험은 단기적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살 생각이 

다시 들 수도 있지만, 자살 생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자살 생각과 시도의 과거가 있는 사람도 

긴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갈 수 있다.

<자살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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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공중보건의 문제이지만 예방이 가능히다.� 더 많은 정부가,� 보건,� 사회 및

기타 관련 분야를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145).� 정부가 자살을

줄이려고 노력할 때 보건당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지만,� 자살감소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

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하여,� 다른 분야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

여 종합적 국가적 노력을 이끌 책임이 있다.

알려진 것과 달성된 것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자살행위에 관한 지식은 상당히 증가했다.� 자살에 관한 연구,� 정책,� 실무에서

일부 달성된 것을 조사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

연구 성과

1.� 다중 인과관계의 인식:� 자살행위는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요인의 상호작용으

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동반 이환(예를 들면,� 기분 및 알코올 사용 장

애)이 자살위험 증가에 일조한다는 것 역시 연구자와 임상가들에 의해 입증되었다.

2.�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확인:�일반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역학연구로 자살행위에 대한 많은 위험

요인과 보호요인이 밝혀졌다(146).� 자살행위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과 몇 가지 인지적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이 증가해왔으며,� 무력감,� 인지적 경직성,� 덫에 걸린 느낌,� 의사결정 능력의 손상,� 충동

성,� 사회적 지지와 좋은 대처기술의 보호 역할이 여기에 포함된다.

3.� 문화적 차이의 인식:� 자살위험 요인에 있어 문화적 다양성이 분명해졌다.� 중국(12)이나 인도(13)

와 같은 나라에서는 정신질환의 관련성이 덜하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정신적,� 문화적/전통적 요

인이 자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는 또한 보

호요인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 원주민(First� Nations)과 북미 토착민 지역사

회에서 문화의 연속성(예를 들면,� 전통적 정체성의 보전)이 하나의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147).

정책적 성과

1.� 국가 자살예방전략:� 최근 수십 년 동안,� 특히 2000년 이후에 수많은 국가 자살예방전략이 개발

되었다.� 28개국에서 자살예방과 관련된 명시된 국가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세계 자살예방의 날:� 자살을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여기는 국제적 인식이 2003년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탄생시켰다.� 매년 같은 날짜에 개최되는 이 날은,� 국제자살예방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uicide� Prevention:� IASP)가� 지정했으며,� WHO가� 공동 후원하

고 있다.� 이날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캠페인을 장려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

을 높이고 낙인을 줄이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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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살과 그 예방에 관한 교육:� 많은 자살연구 기관이 설립되고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이 만들어졌

다.� 지난 15년 동안,� 자살예방에 관한 훈련 패키지가 학교,� 군대,� 감옥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

할 특수 모듈과 함께 개발,� 확산하였다.

실천적 성과

1.� 비전문직 의료종사자 활용:� 자살행위의 관리와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비전문직 의료종사자를 참

여시키는 것 등 일차진료 분야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지침이 개발되었다.� 이는 자원이 제한되

어 있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중요한 활동이었다 (122,� 148).

2.� 자조 모임:� 2000년부터 생존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족을 위한 자조 모임 구성이 상당히 증가

해왔다(149).

3.� 훈련된 자원봉사자:� 온라인 및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훈련된 자원봉사자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돕기 위한 값진 자원들이다(150).� 특히,� 위기전화상담서비스는 자살위기에 처한 사람

들을 지원하는 데에 중요한 이바지를 했다는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

현재 각�국가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13년,� IASP와 WHO의 정신건강 및 물질남용국(Department� of�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는 자살예방 영역에서의 국가적 전략과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전 세계를 조사했다.

설문지는 주로 157개국의 IASP� 회원국에게 발송되었고,� 90개국이 답변했다(답변율 57%).� WHO에

따르면,� 아프리카 지역 18개국,� 아메리카 지역 17개국,� 유럽 지중해 지역 11개국,� 유럽 지역 26개

국,� 동남아시아 지역 7개국,� 그리고 서태평양 지역 11개국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결과를 모든 국

가에 일반화할 수 없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살에 대한 국가적 답변

답변을 한 55개국(61%)에서는,� 자살을 중요한 공중보건의 문제로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은 유럽

20개국(77%)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2개국(29%)까지 다양했다.� 답변을 한 28개국(31%)에서는

정부가 포괄적 국가전략이나 실행계획을 채택했으며,� 대다수 국가가 2000년부터 이러한 전략을 개

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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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살예방 국가전략을 채택했거나 개발 중인 것으로 답변한 국가의 수

48개국(53%)에서는 NGO가� 자살예방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주목되었다.� 이러한 지역은 유럽의

22개 국가부터 지중해 동부 1개 국가까지 다양했다.� 20개국(22%)에서는 국가센터나 연구소가 자

살에 관한 연구 및 자살예방에 기여했다.� 국가센터는 유럽 지역에서 가장 많았고(10),� 아프리카와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가장 적었다(각� 1개).� 국가전략이 없는 국가 중 이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한

47개 국가(52%)에서는 자살예방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3.� 자살예방 국가전략이 없다고 답변한 국가의 활동

프로그램 종류 특성 국가 수

국가적

프로그램

NGO나 학회의 주도하에 하나 이상의 주요 영역에서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이루어짐
7

상황-특정적

프로그램

연구소,� 민간분야,� 또는 기타기관을 통해

하나 이상의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짐.
9

산발적

프로그램

주,� 지역,� 또는 지방 당국 주도하에 하나 이상의 주요 영역에서

산발적인 프로그램이 이루어짐
26

통합된

프로그램

구체적인 독립적 전략이나 프로그램은 없지만,�

자살예방이 다른 영역(예로,� 정신건강,� 알코올,� 비전염성 질환)의

하위 항목으로 건강 정책에 통합되어 있음

8

자살위험 평가와 중재수단에 관한 훈련

34개국(38%)� 내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자살 평가 및 중재수단에 관한 훈련을 폭넓게 받을 수 있었

고,� 이러한 국가는 유럽 지역의 14개국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3개국까지였다.

23개국(26%)에서는 일반의를 위한 훈련에 대해 답변했다.� 이 지역 내 훈련이 가능한 곳은 유럽의

9개국에서 아프리카와 서태평양 지역의 각� 1개국의 범위를 이루었다.

33개국(37%)에서는 보건분야가 아닌 전문가(예를 들면,� 응급 의료요원,� 교사,� 저널리스트)를 위한

자살예방 훈련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지역 내에서 훈련이 가능한 지역은 유럽 지역의

15개국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0개국(해당 지역 없음)까지였다.

국가전략이나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수

국가전략이나 실행계획을 개발 중인

국가의 수

아프리카 지역 0 3

아메리카 지역 8 2

동지중해 지역 0 1

유럽 지역 13 5

동남아시아 지역 2 0

서태평양 지역 5 2

총 국가의 수 2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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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유족을 위한 지지 집단

답변을 한 90개국 중 38개국(42%)에는 자살 유족을 위한 자조 모임이 있었다.� 자조 모임이 가능

한 지역은 유럽의 20개국에서 지중해 동부 지역의 0개국(해당 지역 없음)까지였다.� 38개국 중 25

개국(66%)은,� 일부 집단만이 공인된 전문가에 의해 이끌어 지고 있었으며,� 38개국 중 9개국(24%)

은,� 모든 지지 집단이 공인된 전문가에 의해 이끌고 지고 있었다.

� �

전 세계 자살의 현재 법적 상태 및 변화의 전망

19세기 초,�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자살시도를 한 사람들에 대해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 법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의 상황은 현저히 변했다.� 모든 국가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

부분의 국가가 자살을 비범죄화했다.

연구 대상이 된 192개 독립국/주 중에서(152),� 25개 국가/주가 자살시도에 관한 특정 법률과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다.� 추가로,� 10개 국가는 이슬람법(Sharia� law)을 따르고 있으며,� 이들 국가 내 자

살을 시도한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다.� 법률에 규정된 처벌로는 소액 또는 단기간 징역부터 무기징

역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처벌 법률을 가진 국가 중 많은 국가가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실제 기소

하지는 않는다.� 아래의 다양한 국가의 사례에 의해 상황의 복잡성이 설명된다.

Ÿ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모두 체포되지만,� 첫 시도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소되지 않고,� 재시도의 경

우 엄중한 경고를 받고 풀려난다.� 두 번째 시도 이후부터는 통상 징역형이 부과된다.

Ÿ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지속해서 수감된다.� 자원봉사 변호사들이 상담하여 그들이 풀려나도록 돕

고,� 치료 연계를 한다.

Ÿ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경찰에 체포되지만,� 이후 판사가 석방한다.

자살을 비범죄화하는 것의 효과는 무엇인가?

자살을 비범죄화하여 자살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나 사례는 없으며,� 사실상 비범죄화 후

자살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단,� 법적 처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면 자살신고는 증가할 가

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자살의 실제 현황에 대한 정확한 추산이 가능해진다.� 자살이 형사상 문제

가� 행동으로 간주되면,� 자살시도는 감추어질 수 있으며,� 자살사망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자살행위

가� 줄어든 것 같은 거짓 인상이 생길 수 있다.� 모든 국가는 자살과 관련된 법률조항을 검토해서 개

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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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을 위한

포괄적 국가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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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믿음:

정신 질환자들만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

사실:

자살행위는 깊은 불행을 나타내지만, 

반드시 정신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은 자살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살하는 모든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자살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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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에 대한 한 나라의 국가적 대응을 확립하는 것은 한 나라의 상황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전

세계의 자살예방 과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참여와 자원의 측면에서,� 국가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국가적 대응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자살예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가적 대응을 만드는 것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화합하고 참여적 접근을 통해 전문성을

기르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 결과 공중보건 모델을 따르는 국가별 장기 전략에 기여할 수 있

는 정부,� NGO� 및 비보건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이 융합된다.� 생존자 지원단체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지단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이미 국가 내 자살예방 활동에 적극적이다.� 강력한 지

도력이 잘 정의되고 측정 가능한 목적과 목표를 보장하기 때문에,� 보건부서와 국가정책입안자들은

이 과정을 조정하는데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 자살예방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질 수 있다:

Ÿ 감시와 연구를 강화한다.

Ÿ 취약계층을 확인하고 표적화한다.

Ÿ 자살행위의 평가와 관리를 강화한다.

Ÿ 환경적,� 개인적 보호 요인을 촉진한다.

Ÿ 대중교육을 통해 인식을 재고한다.

Ÿ 사회적 태도와 믿음을 향상시키고,� 정신 환자나 자살시도자에 대한 낙인을 없앤다.

Ÿ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을 줄인다.

Ÿ 언론이 자살 보도에 있어 더 나은 정책과 관행을 채택하도록 장려한다.

Ÿ 자살 유족을 지원한다.

또한,� 모든 국가는 자살과 관련된 법률조항을 검토하여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적화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국가적 대응에 기여하므로,� 포괄적 국가전략의 부재가 이러한 프로그

램의 실행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먼저 자살에 취약한 집단을 찾아내고,�

그다음에는 이 집단이 서비스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신적 안녕을 증진시키고 자

살위험을 줄이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표적화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에는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진보된 기술을 활용하며,� 집단 자살예방 훈련과 교육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53).

전체적인 국가적 대응과 모든 표적화된 자살예방 프로그램 및 중재수단을 평가해야 하지만,� 이는 계

속 도전적 사항이다(154).� 프로그램 평가의 자원과 기술은 자살예방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시스템

에 제한되어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평가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기회를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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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일본 —�사회경제적 변화에 직면한 자살예방

상황

1988년,� 일본 자살자의 수가 24,391명에서 32,863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1978~1997년 사이 연간

자살자 수는 평균 25,000명가량 되었으나 대부분이 국가의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해 자살이 급격히 증가했

다고 여겼다.� 자살률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지만,� 특히 중년 남성에서 현저히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인정

되는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일본에서 사회적 금기로 유지되었고,� 개인적 문제로 간주하였으며,� 폭넓

게 대중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변화의 요인

2000년,� 자살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금기를 깨기 시작

하자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2002년,� 후생노동성이 ‘자살예방 대책에 관한 전문가 원탁회의’를 주최했고,�

후속 보고서를 통해 자살예방 정책에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올바르게 다룰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들에 대한 다면적 검토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단순

히 전문가의 권고 사항으로 취급되었으며,� 어떠한 정책에도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2005~2006년에는 자

살이 ‘사회적 문제’로 검토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강력한 조치를 촉발했다.� 2005년에는 NGO� LIFELINK가�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자살에 관한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 토론회에서 LIFELINK와 다른 NGO들은 포

괄적 자살예방을 위한 긴급 제안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후생노동성 장관은 정부를 대신하여 자살문제를

해결하기로 다짐했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폭넓게 보도되었다.

입법

이어서 2006년,� 자살예방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의 의회 단체가 구성되었다.� 10만 명 이상이 서명

한 청원에 힘입어,� 일본의 자살예방 기본법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 추진 동력은 후생노동성에서

국무조정실로 옮겨졌고,� 자살예방은 어느 단일 부로 한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정부 정책이 되었다.� 2007년에

는 자살예방 및 생존자 지원을 목표로,� ‘자살예방의 일반원칙’� 정책이 제정되었다.� 그 바탕에는 자살예방 정

책이 국민들이 목적있는 삶을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철학이 기초하였으며,� 여러 가지 책

임이 국가에 귀속되었다.� 이 기본법에는 자살 관련 요인의 복합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정신건강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반영되었다.� 따라서,� 자살예방 활동에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함께,� 예방,� 중재 및 사후중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2009년 일본 정부

는 “지역의 포괄적 자살예방 긴급 강화 기금”,� 즉 지역 기금을 통해 자금을 확보했다.� 지역 기금은 지역의

자살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되었으며,� 자살률 증가에 중요한 달인 3월에 강력한 대중 인식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2010년,� 정부는 3월을 국가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했으며,� 정부는 자료수집을 개편하여 경찰청

이 매달 상세한 자살통계를 매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하여 지역의 요구에 맞춘 자살예방을 장려했다.�

2012년,� “자살예방의 일반원칙”이 개정되어 젊은 층과 자살시도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강조되었다.

결과

2009년에는 점진적 감소가 시작되어 2012년에는 1988년 이래 처음으로 일본 자살자 수가 3만 명 미만으

로 감소했다.� 대부분의 감소는 도시지역에서 나타났고,� 젊은 층의 자살률은 계속 증가했는데,� 이는 새로운 표

적화된 중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중년과 노년의 자살률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자살률은 감소

했고,� 경찰청 자료에서도 경제 및 생활 문제와 관련된 자살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일본자살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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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국가전략은 어떻게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왜 유용한가?

자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체계적인 방법은 국가 자살예방전략을 만드는 것이

다.� 국가전략이란,� 자살문제를 우선하여 다루기 위한 정부의 명확한 약속을 의미한다.� 또한,� 무엇이

근거기반 자살예방의 핵심 활동인지,� 그리고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지도력과 지침을 통해 마련

된다.� 이러한 전략은 특정 과제에 책임이 있는 이해당사자를 투명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다(145).

다른 우선순위 보건프로그램 및 파트너십(HIV/AIDS,� 여성과 어린이 건강,� 비전염성 질병 및 세계보

건인력연맹 등)� 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 분야의 정책과 법률(교육,� 고용,� 장애,� 사법 시스템,� 인권 보

호,� 사회 보호,� 빈곤 감소 및 개발 등)� 내에서,� 자살예방을 통합하고 주류화하는 것이 자살예방전략

의 다양한 요건에 맞추고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에 중요한 방법이다.

국가전략이 자살예방의 시작점이 될 필요는 없다.� 많은 나라가 이미 현존하는 활동과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전략은 광범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국가 내 지역들은 그 계

획을 적절한 수준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다.

국가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지침

다양한 전문가의 상담과 WHO의 기술지원 후,� UN은 국가전략 수립과 실행을 위한 자살예방 지침

을 발표했다(155).� 이 자료에는,� 분야 간 협동,� 다중분야 접근,� 그리고 지속적 평가 및 검토가 강조

되어있다.

UN의 문서에는,� 국가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부 활동과 접근법이 강조되어있다.� 이때부터,�

국가 자살예방전략의 전형적인 요소들이 발전하게 되었다(표 4).

UN의 지침이 처음 마련되었을 때,� 핀란드만이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적 틀과 정부가 후원하는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15년 후,� 고소득,� 중간소득 및 저소득 범주

의 25개 국가가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또는 일부 경우에는 지역)� 전략을 채택했다.� 이러한 국가 중

대부분은 국가전략 개발에 있어서,� UN� 지침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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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목표와 목적

감시
자살 및 자살시도에 관한 국가자료의 품질과 적시성을 높인다.� 취약계층,� 개인 및 상황을

확인하는 데에 이용되는 통합데이터 수집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한다.

수단 제한
자살수단(예를 들면,� 살충제,� 소형화기,� 높은 장소)의 가용성,� 접근성 및 매력을 줄인다.�

사용 가능한 수단의 독성과 치명성을 줄인다.

언론 인쇄물,� 방송 및 소셜미디어의 책임 있는 보도를 지원하기 위해 언론 지침의 실행을 장려한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
자살에 취약한 사람들이 포괄적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증가시킨다.� 치료에 대한 장벽을 없앤다.

교육과 훈련

확인된 게이트키퍼(예를 들면,� 보건담당자,� 교육자,� 경찰)를 위하여,� 포괄적 훈련프로그램을

유지한다.� 취약한 사람을 인식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신건강 및 일차진료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치료
자살시도 후 병원에 방문한 사람을 위해 임상 진료 및 근거기반 임상 중재의 질을 향상한다.�

효과적인 중재수단에 관한 연구와 평가를 개선한다.

위기 중재
지역사회가 적절한 중재수단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위기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응급 정신 건강진료(전화상담서비스와 인터넷 포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사후 중재
자살이나 자살시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응과 관리를 개선한다.�

자살시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식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정보제공 캠페인을 구성한다.�

자살예방의 모든 측면에 관한 대중적 및 전문적 접근을 확대시킨다.

낙인 줄이기
정신건강서비스와 약물 남용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장려한다.�

개인이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에 대한 편견을 줄인다.

감독과 조정
자살행위와 관련된 연구,� 훈련 및 서비스 제공을 장려하고 이에 협조하기 위한 연구소와

기관을 설립한다.� 자살행위에 대한 보건 및 사회 시스템의 대응을 강화한다.

표 4.� 국가전략의 전형적 요소

국가전략을 수립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은 아래와 같다.

a)� 자원에 상관없이 자살예방을 다중분야에서 우선순위로 삼는다.

국가 자살예방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지역 및 마을 수준에서 다중

분야 실행계획을 적절히 세우고,� 프로그램을 촉진,� 조정,� 지원하는 것이다.� 민간분야를 포함하여,� 여

러 공공 부문(보건,� 교육,� 고용,� 사법,� 주거,� 사회복지 등)� 및 기타 분야와 제휴할 필요가 있다.

b)�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현존하는 국가전략은 유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의 전략이 똑같은 경우는 없다.�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자살문제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자살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며,� 사회

문화적 상황이 그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 보편적인 위험요인은 전 세계적으로 확인되었지만,� 목표,�

목적 및 중재수단은 특수한 상황에 맞춤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c)� 모범 사례를 수집한다.

기존 국가전략의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전략은 개별 근거기반 개입과 모범 사례들의 모음

집으로,� 이러한 사례의 종합은 특정 국가에 공통적인 광범위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포괄적

인 접근방식을 나타낸다.� 자살예방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표적화된 프로그램의 실행계

획을 개발하고,� 구현하며,�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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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자원(재정,� 시간,� 담당자)� 배분

하나의 자살예방전략이 조정되고 전체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재정 및 인적자원,� 실현을 위한 기간,�

단-중기 및 장기 목표가 있어야 한다.� 국가 자살예방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유지 가능한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논리적 틀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실행해야 하는 활동과 예상 결과 사이의 연결을 보여주는 데에 이용될 수 있는 많은 계획 및 평가

도구 중 하나이다.

e)� 효과적인 계획수립과 협력

국가가 어느 방법을 채택하는지에 관계없이,� 계획수립과 평가는 협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계획

을 수립할 사람들을 구성하면,� 이해당사자는 기본적인 가정을 다루고,� 필요한 자원과 투입량을 확인

하며,�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활동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

f)� 평가 결과와 교훈의 공유

자살예방전략과 그 요소들은 평가되어야 하며,� 그 결과와 교훈을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공유해야 한

다.� 평가 결과가 일부 대상에 특정적이며 적절한 권고 사항이 있으면,� 평가 결과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피드백을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 후 변경사항을 이행할 때 지

원을 받아야 한다.� 배포에는 평가에서 얻은 결과와 교훈을 시기적절하고 편견이 없으며 일관된 방식

으로 관련자와 공유하는 것이 포함된다.� 전략을 보고할 때에는 의도된 이용자와 기타 이해당사자들

을 고려해야 하며,� 제공된 정보(예를 들면,� 스타일,� 어조,� 및 형식)가�청중에 적합해야 한다.

사례:� 칠레 —�새로운 시스템의 시작

상황
지난 20년 동안 칠레는 자살률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으며,�특히,� 2000년부터 그러했다.�

자살률은 고령 남성에서 가장 높았으며,� 증가 폭은 젊은 층에서 가장 컸다.� 이러한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몇 가

지 단계를 취했다.

1.� 2005년 ‘보건서비스의 보편적 보장(Universal� guarantees� in� health� care)’이라는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정신건강 보험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 법은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자살의 중요한

위험요인인 네 가지의 정신질환을 다루고 있다.

2.� 2007년 국가 자살예방계획이 설계되어 최근에 공식 승인되었는데,� 여기에는 WHO가�권고한 근거기반 예방전

략이 포함되어 있다.

§ 지역적 위험 특성을 정의하고 보건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감독하기 위해 자살과 자살시도의 모든 사례를

감시

§ 15개 지역 보건당국에서 조정된 지역 간 예방 계획

§ 의료진,� 특히 1차 의료기관과 응급실 담당자의 훈련

§ 사회 환경 보호,� 자존감 훈련,� 생활 기술,�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 교내 예방 프로그램

§ 전국 29개 일반보건서비스 각각에 대한 전화 상담서비스,� 인터넷 웹 페이지,� 중재 프로그램을 포함한

위기 도움 시스템

§ 부적절한 보도를 줄이고,� 언론이 할 수 있는 보호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언론 교육

프로그램

향후 목표
칠레의 2011-2020� 국가보건전략(National� Strategy� on� Health� 2011−2020)은 젊은 층 자살률의 10%

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칠레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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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살예방전략의 실행

국가 자살예방전략을 시행할 때에는 어떻게 전진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입력(input)과 산출

(output),� 관련 성과(outcomes)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의 초점에 따라,� 국가적으로

주도되더라도 실제 행동을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의 논리적 틀의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요

소(즉,� 입력,� 결과,� 성과)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입력과 결과,�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한 평가는 다음

편에서 더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입력물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 기여,� 투자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Ÿ 자금출처 및 지속적 자금제공

Ÿ 충분한 수의 훈련된 인력 또는 능력 개발

Ÿ 지속 가능한 지도력 및 협력

Ÿ 문화적으로 적절한 근거기반 예방 프로그램

Ÿ 자료에 대한 접근

Ÿ 확인된 실행 협력자

Ÿ 정치적 의지

산출물

의도한 대상에게 미치는 활동,� 제품,� 서비스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Ÿ 게이트키퍼 훈련프로그램

Ÿ 대중교육캠페인

Ÿ 의료서비스에 접근

Ÿ 지역사회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Ÿ 지속 가능한 치료 프로그램

Ÿ 사후중재

Ÿ 수단에 대한 접근제한을 위한 중재수단

Ÿ 언론 지침

Ÿ 정책 실행

성과

활동과 기타 출력물로 인해서 개인,� 집단,� 기관,� 지역사회 및 시스템에 달성된 변화,� 결과,� 혜택을 의미

한다.� 구체적인 성과는 단기,� 중기 또는 장기로 구분해야 하며,�다음과 같이 측정 가능해야 한다.

Ÿ 자살과 자살시도의 수

Ÿ 훈련된 사람의 수 또는 개개인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의 수

Ÿ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시간

Ÿ 치료받은 사람의 수

Ÿ 도움 요청과 관련하여 인식된 낙인의 감소를 반영하는 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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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의 개선

Ÿ 정신건강,� 안녕감,� 또는 소속감

Ÿ 비용 효율성을 반영하는 측정치

Ÿ 자살시도로 인한 입원 또는 사망의 감소비율

자료의 중요성

국가적 대응을 실행할 때에는 해결,� 감소,� 변경,� 또는 예방이 필요한 문제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감

시란,� 공중보건 활동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결과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자살 및 자살시도에 대한 자료가 가장 중요함).� 많은 나라는 체계적으로 수집

된 일상적인 자살 데이터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따른 중재수단의 표적과 정책 개발에 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기껏해야 매우 기초적인 것만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많은 국가가 자살에 이용되는 주요 방법이나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 모든 자살자의 비율을

모른다는 것이다.� 자살이나 자살시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성공과 실패,� 또는 사회에 대한 자살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유효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박스 9� 참조).� 품

질의 개선은,� 어디에 개선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의 변경

종종 국가전략에서 확인된 결과를 다루기 위해 확장되거나 조정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때

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는 각국

의 상황과 자살예방을 위한 접근법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느 국가 내 자료가 특정 문화집

단 중 젊은 층의 높은 자살률을 반영하고 있다면,� 젊은 층을 염두에 두고 국가 자살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자살에 대한 접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국가나 지역

에서 효과적인 중재수단이었다고 해서 상황,� 목적에 맞추어 변경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곳에

서 효율적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우선순위 부여

대부분 국가의 재정적 현실을 고려하면 자살감소를 위한 다중요소 전략은 하나씩 도입해야 할 수

있다.� 담당자와 자금을 포함하여 한정된 자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

하다.� 어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필요한 것에 대해 인력,� 지도력,� 협력의 측면에

서 상황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빠듯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기존의 프

로그램이나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것에 근거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최선의 기회를 확인하는 것

이 중요하다.� 자살예방의 단기 목표가 달성된 국가는 장기적 체계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을 것이다.

실행을 위한 도전

국가 자살예방전략을 실행하려면,� 개인과 조직이 이용하는 방법의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다.� 변화를

위한 도전은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만,�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57).

Ÿ 근거에 맞게 실행방식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에 관한 이해당사자들의 한정된 지식

Ÿ 변화와 지각된 위험과 이득에 대한 개인적 믿음,� 태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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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실행과정에서 변화를 수행할 개인의 기술과 역량

Ÿ 부족한 지도력 및 협력

Ÿ 자원,� 설비,� 인력 부족을 포함한 실무상의 장벽

Ÿ 정치 또는 사회 환경

실행의 잠재적 어려움을 확인하고 다룰 필요가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얻고 그들에게 피드백

을 주는,� 참여하고 상담하는 접근방식을 사용하면,� 개인 수준의 어려움은 줄어들 것이다.� 모든 국가

전략에서 새로운 기술과 능력에 관한 훈련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사례:� 스위스 —� 다양성에 대한 대응

배경

2011년 스위스에서 1,034명이 자살로 사망했고,� 자살률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에 해

당한다.

스위스는 건강보험 및 건강정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스위스 연방 공중보건국(the� Swiss� Federal� Office�

of� Public� Health)이 처리하는 등 연방의 구조로 되어있다.� 26개의 주가 우선적으로 자살예방을 책임지며,�

국가적 대응을 하나의 도전으로 삼는다.� Zug주의 자살예방전략 2010~2015(Suicide� Prevention� Strategy�

2010−2015)과 같은 자살예방 활동은 주 정부 수준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스위스 주 정부의 자살예방시행

사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수단 감소 프로젝트

§ 언론 모니터링

§ 감시

§ 자살시도자에 대한 단기 중재 및 후속 조치

§ 게이트키퍼 훈련

§ 세계 자살예방의 날 인식개선 활동

§ 유족을 위한 자조 모임

§ 위기전화상담서비스

연방 국가의 도전

지역수준에서 거둔 자살예방 활동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국가 조정의 부재는 주 정부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

러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주 정부가 서로 모범기준을 공유하고 서로 배울 기회 결여

§ 자원 배분과 감시에 대한 국가적 조정 결여

§ 자살예방 중재수단이 각� 주의 동기부여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들이 동일한 자원과 활동을 할 수 없어 주

정부 사이에 불균형이 초래됨

성공의 길

2011년부터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 수준의 정치적 압력이 증가했다.� 국회는 연방(스위스 연방 공중보건국)에

서 자살예방을 위한 실행계획을 개발하도록 요청하도록 발의했다.� 모든 이해당사자(주,� NGO� 등)는 이 과정

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출처:� 스위스 연방 공공보건국(Federal� Office� for� Public� Health,�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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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살예방전략을 평가할 때,� 진척사항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가?

평가는 모든 국가 자살예방전략에 있어서 하나의 필수적 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가치를 부

여한다.

지식 생산:� 평가는 이해당사자 집단에 전략의 진척과 그 강점 및 약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해당 전략이 단기,� 중기,� 및 장기 성과 달성에 성공했는지를 감시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으

며,� 필요할 때 변경하고,� 향후의 계획수립과 자원 배분을 지도하는 기초가 된다(158).

계획수립 및 관리:� 평가는 국가전략과 그 구성 활동을 계획하고 관리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는 데이터 수집 및 피드백을 위한 시스템뿐 아니라 명확한 결

과를 지향하는 계획을 세우고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개발할 수 있다(154).

사례:� 스코틀랜드 —�포괄적 다분야 전략

계획

2002년에는 2013년까지 스코틀랜드의 자살률을 20%까지 낮추겠다는 것을 목표로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

전략 Choose� Life� 이 시행되었다.

스코틀랜드는 특히 남성에서 자살률이 증가했으며,� 2001년에는 10만 명당 27명이었다(여성은 10만 명당 9

명).� Choose� Life는 국가 공중 정신건강 프로그램 내에서 개발 및 시행되었는데,� 이는 개인의 건강을 향상

하고,� 사회정의를 촉구하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폭넓은 스코틀랜드의 정책 약속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자살예방 업무가 정책적 목적과 조치의 폭넓은 틀 내에서 수행되고,� 가장 중요한 목표인 개인의 정신건강 개

선 목표가 공유될 수 있게 되었다.

지방 의회,� 경찰,� 구급차,� 사고 및 응급 서비스,� 교도소 서비스,� 그리고 주요 NGO� 단체 등을 포함하여 하나

의 전국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었으며,� 국가 훈련 및 능력 개발 프로그램이 구축되었다.� 이행계획은 32개 지방

의회 지역에 집중하여 수립되었으며,� 각�지방계획은 3가지 핵심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의료보건 서비스,�사회복지 서비스,�교육,� 주거,�경찰,�복지,� 취업 서비스에 걸쳐,� 자살예방 계획을 달성한다.

§ 자살예방을 지원하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지역사회와 이웃의 중재수단을 위한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2002~2006년 사이에� Choose� Life� 전략 구현을 위해 20,400,000파운드를 투자했다.

결과

2006년에는 전략 실행의 첫 단계에 대한 진행 및 중간결과 평가가 수행되었다,� 평가 결과,� 많은 이정표를

달성하는 데에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Choose� Life의 목표를 다른 국가정책의 흐름에 계속

포함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더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차원의 약물 오남용

치료서비스를 포함한 임상 서비스의 통합과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2000~2002년부터 2010~2012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스코틀랜드의 자살률은 18%� 감소했다.� 2012년에

Choose� Life의 평가가 완료되었으나,� 이러한 감소가 프로그램 전체 또는 이것의 특정 요소 때문이었다고 판

정하기는 어렵다.

출처:� 자살예방전략 2013-2016(Suicide� Prevention� Strategy� 2013-2016),� Scottish� Governmen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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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평가는 자금 제공자,� 국회의원 및 일반 대중에 대한 책임을 입증하는 도구이다.� 이는 효과가

있는 접근법이 유지되고 효과 없는 프로그램에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많은 국가전략이 5-10년의 정해진 기간을 다루며,� 다수의 목표,� 활동,� 대상을 포함한다.� 이 기간 내

에 어떤 계획되고 의도된 중재수단은 실행되지 않거나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 국가전략으로 자살행

위의 감소,� 위험요인의 완화,� 보호요인의 강화 등이 달성되지 않을 때에는,� 이행 부족에 의한 것이

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자살예방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평가

가� 제한적이다(159,� 160,� 161).� 국가 자살예방전략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일관성 없는 결과를 보

여준다.� 전체 인구의 자살률이 현저히 감소한 일부 국가(예:� 핀란드와 스코틀랜드)가� 있지만,� 다른

국가(예:�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계획된 활동을 실행하는 것

에 정보의 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평가의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자살률이나 자살

및 보호 요인의 변화에 대한 분석도 국가에 따라 달라 비교가 힘들다.

평가 과제

국가 자살예방전략의 평가는 현실적 제약에 영향을 받는다(058).� 평가는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한 국가의 자원,� 시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의 한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올바른 평가라는 것은 없지만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몇 개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국가 및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 노력의 지역적 편차를 비교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

달구조의 유형에 대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163).� 자살행위가 여전히 불법이며,� 사회적,� 종교

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국가에서는 자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오명과 정확한 자살률 자료의 부족

으로 인해 자살예방전략 시행 및 평가가 복잡해질 수 있다(164,� 165).�

어떠한 평가든 주요 관심사는 다른 많은 요인이 자살률과 기타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찰된 결과나 영향을 자살예방 성과에 귀속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166).� 예를 들어,� 인

식도 개선과 자료의 개선으로 인해 이전에 놓쳤을 수 있는 자살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분명히 더 높은 자살률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159,�

167).� 또한,� 경제위기와 같은 주요 변화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감소시킴

으로써 대중의 건강과 자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전략의 맥락(역사,� 조직 및 정

치,�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평가가 구성 및 수행되는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

다(154).�

자살예방전략에 대한 평가에는 차이가 있다.� 많은 새롭고 혁신적인 개입이 국제적으로 주목되고 실

행되었으나 이들은 아직 평가되지 않았다.� 특히,� 이는 자료의 부족으로 자살예방 시행의 기회를 잃

어버린 저소득 국가들에서 쟁점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적극적인 학술 분야로부터의 개입과 권고에

서 편차를 낳는다.�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평가의 실시를 증가시키는 것은 이 중대한 격차를 해소시

키는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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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의 비용과 비용 효율성

다양한 환경,� 문화,� 상황에서 중재수단을 시행하고,� 실행에 대한 성공과 장애물에 관한 질적 정보를

포함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자원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168).� 상황과 실행의 문제를 고려하

는 경제적 평가는,� 한 국가에서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중재수단이 다른 국가에서도 실행 가능한

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원이 한정적인 국가의 경우,� 비용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은 자원이

가장 잘 배분될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살예방전략의 효과나 영향에 관한 증거에 더해,� 이 전략이 비용에 합당한 가치를 보여준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건 계획자와 의사 결정자는 실행에 필요한 예상 비용과 비용 효율성에 관한 정

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스리랑카의 음독에 관한 어느 연구에 의해,� 이 국가에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 2004년에 US� $866,000일 것이라고 추산할 수 있었다(각�치료 당 평균 US� $32)(169).

세계적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과 투자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건실

한 경제 연구가 부족하다(168).� 최근 WHO가� 자살예방전략을 검토한 결과,� 효과적이거나 유망하다

고 평가된 전략의 3분의 2가� 저비용 전략으로 분류되었고,� 저비용도 보편적이거나 선택적인 예방접

근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0).

일부 국가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임상시험에 경제적 요소를 포함시킴으로써 네덜란드의 자살생각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자조 모임(170)� 또는 영국의 자해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특정 전략의 비용 효과에 대한 일부 증거를 얻게 되었다(171).� 다른 경제 연구들은 호주의 예방프

로젝트의 비용 효율성 평가와 같이 시간에 따른 예상 비용 및 효과를 평가하는 모델링 접근법을 채

택했으며(172),�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었다.

Ÿ 총기 소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 감소(5만 호주달러 이상의 비용으로,� 매

년 한 명의 건강한 생명을 추가로 얻었음).

Ÿ 더 책임 있는 언론 보도를 위한 지침(하나의 건강한 수명(healthy� life� year)� 당 27,000호주달러

로 적어도 한 명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었음).1

1� 건강한 수명(healthy� life� year)이란,� 1년을 신체장애나 병환이 없이 완전히 건강하게 보내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연구는,� 경제 분석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연구가 어떻게 국가 자살예방

전략에 어떠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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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을 향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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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믿음:

자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며, 

자살을 장려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실:

자살을 둘러싸고 있는 자살에 대한 만연한 

낙인을 고려할 때, 자살을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살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자살행위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살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더 나은 선택의 

길을 열어주거나 자살을 하고자 하는 결정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자살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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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누가 관여해야 하는가?

자살예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행이 필요하다.� 자살예방을 위한 접근법은,� 지역사회와 국

가가� 자살에 대한 태도와 믿음을 변화시킴에 따라 진화해왔다고,� 자살에 도움을 구하는 것에 반대되

는 낙인은 여러 상황에서 감소했다.� 이제 정책입안자와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도전해야 할 것은 자살

에 관한 대중적 대화의 증가를 수용하고 대응의 실천을 위해 환경을 이용하는 것이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자살예방전략을 구현하는 데에 상당한 장애물이 남아있다.� 본 편에서는,� 자살예방을 향한

길의 어디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국가가 전진하는 경로를 제시한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은,� 지도력을 세우고,� 해당 국가의 다른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을 통합하는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예방에 관한 현재의 지식기반을 이용하여,� 교육,� 대중 언론,� 사법,� 노동,� 사회복지,�

종교,� 운송 및 농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가 효과적으로 자살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조정할 수 있으

며,� 이러한 참여를 늘려나갈 수 있다.

국가가 다음으로 취할 단계는 자살예방을 향한 경로에서 그 국가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표 5에는 이 보고서에 설명된 가장 유용한 증거에 기반을 두어,� 자살예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

가가� 취해야 할 전략적 조치의 사례가 제시되어있다.� 이 표에는 예방을 위한 여러 전략적 영역에서

고려될 수 있는 현재의 활동과 선택의 범위가 제시되어있다.

자살예방 활동이 없는 국가

자살예방 활동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실천이 강조된다.� 이러한 국가는 필요성이 크고 자

원이 이미 있는 곳에서 이해당사자들을 찾아내고,� 기회주의적으로 활동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고 상황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사회에서 이미 자살예방 활동을 소규모로 해오

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규모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으며,� 이는 더 많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자살예방 개입을 희생시키지

않는 수준 내에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 국가

자살예방 활동을 어느 정도 하는 국가의 경우,� 상황 분석을 수행하여 통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생

산적일 수 있다.� 이러한 국가는,� 모든 이해당사자를 확인하고 지도화(mapping)하며 국가적 대응 내

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함으로써,� 서비스의 공백을 확인하고 포괄적인 국가적 대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상황과 취약계층에 특별히 주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위험요인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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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대응을 하는 국가

상당히 포괄적인 국가적 대응을 이미 하는 국가의 경우,� 평가와 개선을 강조할 수 있다.� 초기 단계

에는 계속된 개선을 위해 평가가 중요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심층 평가를 위해 자원을 더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국가의 경우에는,� 새로운 자료를 적시에 포함시키고,� 국가적 대응

이 유효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연속된 주기로 배우고 실행해야 한다.� 보건담당 장관과 기타 자살예

방 지도자는 진척을 반영하고 다음 단계를 고려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유리하다.� 진척을 측정할 때

SWOT� 분석이나 다른 상황 분석 도구가 이용될 수 있다(박스 8�참조).� 잘 수행된 상황 분석은 강화

해야 할 강점,� 수정해야 할 약점,� 추구해야 할 기회,� 그리고 다루어야 할 위협을 확인하는 데에 이

용될 수 있다.

박스 8.

상황 분석 수행:　SWOT의 사례

자살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진전은 과거의 업적과 다음 단계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와 헌신을 필요로 한다.� 보건

담당 장관과 기타 분야의 자살예방 지도자는 국가의 자살예방 노력의 상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좋다.

상황 분석을 수행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모델이 있으며,� 친숙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적합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접근법 중 하나가 SWOT� 분석이며,� 이것은 목표를 설정

하고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단계를 결정하는 것에 유용하다.� SWOT� 분석에는 자살예방과 관련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결정하는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SWOT나 다른 모델을 이용하여 상황 분석을

시행할 때,� 기존의 자원,� 정치적 의지,� 정책 및 입법의 기회,� 그리고 여러 분야에 걸친 협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SWOT� 분석의 예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현재 자살사망률에 관한

국가자료를 가지고 있음

자살시도에 관한 자료가

부족함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생

물질사용 전국조사에

자살행위에 대한 질문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결과의 분석 및 배포에

필요한 자원.� 연구자 및

언론과의 협력이

제한적임

표 5에 전략적 조치가 필요한 영역이 제시되어있다.� 이 영역들은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을 줄이기

위한 노력,� 자살의 경향성 파악을 위한 자료의 체계적 수집,� 시간 경과에 따른 자살예방 노력의 모

니터링,� 근거 없는 믿음을 수정하고 자살이 예방 가능한 문제라는 인식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 보건

시스템의 동원 등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분야 또는 여러 분야를 걸쳐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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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열에는,� 자살예방전략 실행의 진행 상황에 상관없이 각� 단계에 대한 제안사항이 포함되어 있

다.� 협력자들이 실행이 필요한 전략적 조치를 고려할 때 이 정보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해당사자들

은 각� 전략적 행동에 대해 가능한 지도자로 제안되며,� 이 목록을 사용하여 현재 활동을 보완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적 접근방식의 격자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파악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을 포함시키는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 이 표는 각�분야

가� 현재 자살예방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고려하거나 다른 분야와 협력하기 위해 확대하거나

활용할 기회를 식별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며,� 자살예방활동의 진척을 촉진하기 위해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표 5.� 자살예방을 위해 제안된 전략적 조치(현재의 실행 수준에 따라 분류)

전략적
행동의 영역

주요
이해당사자

활동 없음
(현재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자살예방대응 없음)

다소 활동
(국가 또는 지역적

수준의 우선순위 영역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일부
활동이 시작됨)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전략 있음

주요
이해당사자들
의 관여

보건부,� 또는
기타 조정
의료기관

국가에서 우선하거나
활동이 이미 있는

곳에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확인과 참여를

시작함.

여러 분야에 걸쳐서 모든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확인하고,� 이들을 자살예방
활동에 포괄적으로

참여시키며,� 이들에게
책임을 부여함.

모든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역할,�

책임,� 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함.� 결과를 이용하여
특정 부분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증가시킴.

수단에 대한
접근감소

법률 및
사법제도,�
정책입안자,�
농업,� 교통

지역사회 중재수단을
통해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을 줄이는
노력을 시작함.

자살수단 접근감소를 위한
기존의 노력을 조정하고
확대함(법률,� 정책,� 국가

기준 포함).

자살수단 접근감소
노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함.

감시의 수행과
자료의 품질

향상

보건부,�
통계기관,�
기타 모든
이해당사자,�

특히 자료수집을
위한 공식 및

비공식
보건시스템

나이,� 성별,�
자살수단에 관한

핵심 정보를 가지고
사망률 데이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시를 시작함.� 모델
개발을 위한 대표적
장소 확인을 시작함.

국가 수준에서 자살과
자살시도를 감시하고,�

자료가 신뢰롭고 유효하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감시시스템을 구축함.�

효율적이고 확대와 실행이
가능한 모델을 확립함.

감시체계의 품질,�
대표성,� 적시성,� 유용성,�
비용과 같은 주요사항을

적절히 확인함.
결과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개선함.
효과적인 모델을
확장하여 포괄적
데이터의 범위 및
품질을 보장함.

인식개선
보건부 및

언론을 포함한
모든 분야

자살이 예방
가능하다는 인식을
재고하기 위한
활동을 구성함.�
폭넓게 접근되는
채널을 통해

메시지가 일부 표적
지역 및 집단에 전달

되도록 함.

전략적 대중 캠페인을
개발하고,� 근거기반 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차원에서

시행함.� 표적 집단
맞춤형의 방법 및
메시지를 이용함.

캠페인의 유효성을
평가함.� 평가 결과를
향후 캠페인 개선에

반영함.�

언론의 관여
언론과

보건부의 협력

자살에 대한 책임
있는 보도에 관해
언론과 대화를

시작함.

주요 언론사들이 자살에
책임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기준 개발을

지원함.� 언론 관계자와
협력하여 예방 자원과
적절한 의뢰를 장려함.

자살 사건의 언론
보도를 평가함.�

모든 언론사가 책임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함.� 언론
종사자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적시에 훈련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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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 것이 아니며,� 계속된 개선을 장려하고,� 추구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아

이디어를 제안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표의 칸에는,� 전략적 조치나 진척에 관해 생각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있다.� 이 표는 자살예방을 위한 공식이나 설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고려해야 하는 두 개의 요점이 있다.� 첫째,� 자살예방활동은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박스 9� 참조).� 자살과 자살시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조하는

것은 중요하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요한 도전이 되어왔다.� 하지만 완벽한 감시시스템을 기다리는

것은 정답이 되지 못한다.� 국가가 자살예방을 위한 개입을 시행할 때 데이터의 필요성에 대한 반응

도 변화될 것이므로 감시체계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일부 국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예방에 국가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이해당사자들과 국가적 반응에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변화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게 되

고,� 근거 없는 믿음의 문제에 관한 대중의 대화가 장려되고,� 취약계층이 확인되고,� 연구의 우선순위

가� 정해지고,� 대중과 언론의 인식이 증가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국가적 대응의 개발 자체를 최종

결과로 보지 않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향한 경로 중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

다는 것이다.

전략적
행동의 영역

주요
이해당사자

활동 없음
(현재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자살예방대응 없음)

다소 활동
(국가 또는 지역적

수준의 우선순위 영역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일부
활동이 시작됨)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전략 있음

보건시스템의
가동과

보건인력의
양성

공식 및 비공식
보건시스템과
교육 분야

자살시도자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
보건담당자를

교육함.

국가 차원에서 근거기반
위기관리,� 임상 진료,�
사후중재를 시작함.�

보건담당자에게 보수교육을
제공하며,� 적합한
커리큘럼을 개발함.

기존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함.� 평가 결과를

진행하고 있는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데 반영함.

태도와
신념의 변화

언론,�
보건서비스,�

교육,� 지역사회
조직

도움을 구하는 것과
관련된 오명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여 도움 요청
행동을 증가시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이러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킴.

자살,� 정신 및
물질사용장애,� 그리고
도움 요청과 관련된
대중적 태도와 믿음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평가를 시행함.

평가와
연구의 시행

지역사회
보건서비스기관,�
교육 및 보건부

필요한 자살예방
연구를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료(예,� 자살사망)를

수집함.

지역과 국가 수준의
자살예방 노력을 알리고
평가할 자원을 할당하여
기존의 연구를 확대함.

연구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과학적 진보를
확인하고 지식의 격차를

파악함.�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자원 투입을 조정함.

포괄적 국가
자살예방전략
의 개발과
시행

보건부

자료와 자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을 결집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국가 자살예방전략을
개발함.

국가전략을 계속 개발하여
포괄적이고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실행의 격자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함.

가장 효과적인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전략

구현과 성과를 평가하고
관찰함.� 결과를 반영하여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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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9.

감시의 핵심 활동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자살과 자살시도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개선해야 한다.� 자살예방에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행정담당자,� 공공보건기관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은 이용 가능한 자금과

자원을 감시에 할당하고,� 다양한 형태의 모니터링 활동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국가마다 당면

한 상황에 차이가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에 널리 적용되도록 만들어진 매뉴얼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용할 수 있는 주요 조치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

§ 자살예방 활동의 핵심요소로,� 자살 관련 데이터의 품질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을 담당하는 영구적인 전담

반을 설립한다.

자살 관련 정보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모든 국가 자살예방전략에 있어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로,� 이러한 활동에 초점을 맞춘 전담반이 있어야 한다.� 자살 관련 자료의 현재 상황에 대해 상황

분석이 시행된 후에는,� 자료의 유용성,� 포괄성,�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그 실행을 확인하며,�

정기적으로 계획이 새로 수립될 것이다.

§ 자살 및 자살시도에 대한 데이터의 가용성,� 포괄성 및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아래에 제시한 세 개의 각�자료 출처에 대해 자료의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살에 관한 인구동태 등록자료의 품질을 개선한다.� 자살사망의 기록을 만들고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은,�

해당 국가의 인구동태 등록시스템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자살시도의 의학적 치료에 관한 자료의 품질을 개선한다.� 병원 기반 감시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

이지만,� 몇 개의 대표적인 곳에 실행 가능한 자료수집 방법을 하나 개발하고,� 이어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

은 하나의 시작을 만드는 것이다.

�

-� 자살행위에 관한 지역사회 조사의 품질을 높인다.� 샘플의 크기가 그 지역사회나 국가를 대표하기에 충분할

만큼 커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표준화된 질문을 사용해야 하며,� 가장 중요하고 유용한 것은 전년

도의 자살시도에 관한 것이다.

§ 전국을 망라하는 저품질 자료보다 몇 개의 대표적인 곳의 고품질 자료를 우선한다.

대부분의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는 재정,� 인력 또는 기술의 제한으로 인해 자살이나 자살시도

를 위해서 국가 감시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전국적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는,� 몇 개의 표적 장소를 확인한 후 국가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좋다.

§ 독립적 활동을 확립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다른 활동과 자살감시 활동을 통합한다.

자살사망은 통상 전체 사망자 등록시스템으로 수집되지,� 단독의 감시시스템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응급치료를

받은 자살시도에 대한 모니터링은 부상에 대한 전체 모니터링의 일부로 구성하는 것이 최선이다.� 자살행위에

대한 지역사회 조사는 신체 또는 정신건강에 관한 다른 지역사회의 조사 내에 쉽게 통합시킬 수 있다.

§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체 계획에 낙인을 줄이는 노력을 포함시킨다.

자살에 관한 우수한 품질의 자료를 얻는 데에 가장 큰 장벽은 자살행위와 관련된 낙인일 수 있다.� 대중의 인식

을 바꾸기 위해 언론과 일하고,� 의료전문가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예를 들면,� 자살을 치료 가능한 공중보건의

문제로 분류함)� 의학 및 간호 학교와 일하는 것은 자살 관련 낙인을 줄이기 위한 장기간의 단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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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성공이라 볼 수 있는가?

국가는 투입과 활동을 계획하는 것 외에도,� 그림 9에 제시한 것과 같은 논리적 틀을 다른 관찰 및

평가 도구와 함께 사용하여 진행 상황을 추정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국가 자살예방전략을 계

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가능한 투입물,� 산출물,� 활동을 조사한 후,� 산출물을 다시 살펴보고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그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투입:�

재정적,�

인적자원

산출:�

제공된

중재수단의 수,�

훈련된

게이트키퍼 수

성과:

자살률의

감소율

활동:�

수단통제,�

지역사회인식

등

영향: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자살시도자가

지원을 받으며,�

회복력을

증가시키는 사회

그림 9.� 자살예방에 적용된 논리적 틀

성과

국가전략의 주요한 성과를 측정하는 양적 지표는 진척을 확인하는데 중요하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Ÿ 자살률의 감소

Ÿ 성공적으로 시행된 자살예방 중재수단의 수

Ÿ 입원환자의 자살시도 감소 수

정신건강 실행계획 2013-2020(Mental� Health� Action� Plan� 2013-2020)의 안내를 받는 국가는

자살률 10%� 감소를 목표로 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더 나아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영국은 ‘생

명 구하기:� 더 건강한 우리나라,� 1999(Saving� lives:� our� healthier� nation,� 1999)(173)’를 통해 자

살과 밝혀지지 않은 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2010년까지 20%� 줄이기 위해 정신건강 영역을 표적으

로 설정했고,� 이 목표가 2008년까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174).� 주요 활동의 양적 지표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조정된 국가적 대응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공한다.

§ 국가자료의 필요성과 특정 지역사회 자료의 필요성 사이에 균형을 찾아낸다.

국의 다양한 지역 사이에 상당한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데이터는 지

역의 예방전략을 구상하고 확인하는 것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자살의 지역적 특성이 국가의 특

성에서 어느 정도로 벗어나는지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관찰 시스템이 자살예방활동의 개발과 평가를 지원하는 데에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정부가 후원한 큰 자살예방 연구는 모두 자살과 자살시도를 주요 성과 척도로 이용해야 하고,� 이러한 성과를

지켜보는 데에 적절한 예산을 할당해야 한다.



PREVENTING� SUICIDE:� A� GLOBAL� IMPERATIVE

84� 2019� WHO� 자살예방 문헌집

영향

목표한 주요 성과가 중요하고 진척을 보여줄 수 있지만,� 다른 중요한 질적 정보를 놓칠 수 있다.� 다

른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자살이 많이 보고되거나 자살률이 감소하지 않는 때도 있다.� 국가는 진척

과 성공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얻기 위해,� 주요 산출물과 결과물을 넘어 더 광범위한 영향을 추구해

야 한다.� 광범위한 영향의 측정에는 다음과 같은 질적 및 양적 지표가 포함될 수 있다.

Ÿ 단체(학교,� 종교단체,� 직장 등)가� 전체를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절히 연계할 수 있

을 정도로 충분히 연결되어있는 지역사회

Ÿ 사회지원을 제공하고,� 회복력을 향상시키며,� 자살의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가족 및 사회 집단

Ÿ 자살행위에 대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이상 금기시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대중적 대화가 장

려되는 사회적 분위기

이러한 지표는 측정하기에 더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지만 자살예방의 중요한 과정을 알려주기 때문

에 중요하며,� 국가가 진척상황을 평가하고,� 무엇을 성공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지를 평가할 때 똑

같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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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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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큰 대가를 초래한다.� 매년 8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살로 사망하고,� 자살은 15~29세 사

망원인 중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는 원인이다.� 자살로 사망하는 성인 한 명당,� 20회 이상의 다른

자살시도가 있었을 수 있다는 징후가 있다.

자살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는다.� 자살이 고소득 국가에 더 만연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살의 75%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발생한다.� 자살은 생애

를 걸친 하나의 중요한 사망원인이다.� 자살을 시도하고 사망하는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외에도,� 자

살은 가족,� 친구,� 지역사회 및 국가에 강력하고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진다.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 국가적 대응이 효과를 내려면 포괄적인고 다분야에 걸친 자살예방전략이 필

요하다.

국가전략이 효과적이려면 정부 및 비정부 차원의 보건 부문과 비보건 부문 간의 협업을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사회와 자살에 대한 책임 있는 보도를 내기 위한 언론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

한,� 정책,� 특히 정신건강과 알코올과 관련된 감시를 개선해야 하며,� 개발되는 모든 전략은 조기 예

방이 핵심요소가 되어야 한다.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제한이 효과가 있다.� 자살과 자살시도 예방에 효과적인 전략이란,� 가장 흔한

수단,� 즉 살충제,� 소형화기,� 일부 약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다.

수단에 대한 접근제한은 자살예방에 효과가 있고,� 특히 충동적인 자살의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지역사회 중재수단과 결합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수단 제한을 통한 자살감소에 도

움이 되었다

자살예방이 보건의료서비스의 핵심요소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정신질환과 알코올의 해

로운 사용이 자살에 일조하고 있다.� 개인이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효과적

인 치료가 중요하다.

도움요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면,� 조기 중재수단의 효과가 보장될 수 있

다.� 정신장애 및 알코올 사용 장애,� 다른 위험요인으로 인한 자살을 줄이는 데에는 의료서비스의 질

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신건강과 알코올에 관한 정책은,� 의료서비스를 우선하고,� 모든 보건의료서비스의 성공적인 통합을

장려하며,� 이러한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충분한 자금제공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자살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사후관리에 참

여하며,� 낙인에 대항하고,� 자살 유족을 지원할 수 있다.

모든 국가,� 특히 자원이 제한된 국가의 경우에는,� 자살예방에 있어 지역사회와 지원프로그램의 중요

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역사회 내 효과적인 지원과 개인의 회복력은 어려움에 대처

하기 위한 사회적 연결성과 기술을 만들어주고 강화해주기 때문에 취약한 사람들을 자살로부터 보호

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지역사회는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자살시도자들과 지속적으로

연결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살 유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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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성별 및 연령별 추산 자살률,� 2000년 및 2012년*

국가

(사망률

데이터의

품질)�

성별

2012년

자살자

수

(모든

연령)�

모든 연령대 및 연령별 자살률 (10만 명당)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변화율%

모든

연령
5~14세

15~29

세

30~49

세

50~69

세

70세

이상

아프가니스탄

(4)

모든

성별
1205 4.0 0.8 7.5 6.1 8.3 12.6 5.7 6.1 -5.9%

여성 643 4.4 0.9 9.8 5.4 5.4 8.5 5.3 4.7 14.4%

남성 562 3.7 0.7 5.1 6.7 11.4 17.9 6.2 7.6 -17.6%

알바니아

(2)

모든

성별
205 6.5 0.8 5.3 7.0 9.1 19.3 5.9 7.0 -15.3%

여성 93 5.9 1.0 4.9 5.8 8.3 17.4 5.2 5.6 -7.0%

남성 112 7.1 0.6 5.7 8.3 9.9 21.4 6.6 8.5 -22.0%

알제리

(4)

모든

성별
677 1.8 0.3 2.2 2.1 2.5 6.1 1.9 2.2 -12.8%

여성 277 1.5 0.3 2.0 1.6 1.8 5.1 1.5 1.9 -16.6%

남성 400 2.1 0.4 2.3 2.6 3.2 7.3 2.3 2.6 -10.6%

앙골라

(4)

모든

성별
2206 10.6 2.3 21.4 17.4 13.7 18.8 13.8 9.2 50.3%

여성 612 5.8 1.9 11.7 8.2 7.9 10.7 7.3 4.4 64.8%

남성 1594 15.5 2.7 31.3 26.8 20.2 29.3 20.7 14.3 45.1%

아르헨티나

(2)

모든

성별
4418 10.8 1.1 13.8 10.9 15.8 21.6 10.3 12.4 -17.1%

여성 901 4.3 0.9 5.3 4.7 5.9 7.0 4.1 5.1 -20.4%

남성 3517 17.5 1.2 21.9 17.3 26.9 45.6 17.2 20.6 -16.5%

아르메니아

(2)

모든

성별
98 3.3 0.3 2.8 3.6 4.6 8.8 2.9 3.2 -8.1%

여성 17 1.2 0.2 0.9 0.7 1.2 5.2 0.9 1.0 -5.2%

남성 81 5.3 0.4 4.3 6.4 8.3 14.0 5.0 5.9 -14.8%

호주

(1)

모든

성별
2679 11.6 0.6 12.2 17.2 13.2 12.9 10.6 11.9 -10.6%

여성 649 5.6 0.8 6.5 7.9 6.2 5.4 5.2 5.0 4.6%

남성 2030 17.7 0.4 17.5 26.5 20.4 22.2 16.1 18.9 -15.1%

오스트리아

(1)

모든

성별
1319 15.6 1.0 9.5 14.3 21.5 32.9 11.5 16.3 -29.7%

여성 330 7.6 0.7 3.3 6.5 12.2 14.0 5.4 7.4 -27.2%

남성 989 23.9 1.3 15.5 22.1 31.3 61.2 18.2 26.7 -32.1%

아제르바이잔

(2)

모든

성별
154 1.7 0.2 1.6 1.8 2.6 5.2 1.7 1.7 -4.6%

여성 48 1.0 0.2 1.2 0.8 1.3 4.3 1.0 0.9 17.6%

남성 106 2.3 0.3 2.1 2.9 4.1 6.6 2.4 2.7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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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망률

데이터의

품질)�

성별

2012년

자살자

수

(모든

연령)�

모든 연령대 및 연령별 자살률 (10만 명당)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변화율%

모든

연령
5~14세

15~29

세

30~49

세

50~69

세

70세

이상

바하마

(2)

모든

성별
9 2.3 0.2 1.0 1.8 4.5 14.8 2.3 3.0 -23.6%

여성 3 1.4 0.2 0.6 0.9 2.2 9.2 1.3 2.1 -39.7%

남성 6 3.3 0.3 1.4 2.7 7.1 23.6 3.6 4.2 -13.2%

바레인

(2)

모든

성별
95 7.3 1.1 8.7 8.2 8.9 36.4 8.1 8.0 0.1%

여성 11 2.2 0,3 2.9 2.2 3.2 16.6 2.9 3.0 -3.4%

남성 85 10.3 1.7 12.1 11.0 12.2 57.1 11.6 11.8 -1.8%

방글라데시

(4)

모든

성별
10167 6.6 1.0 8.1 6.4 13.6 28.9 7.8 7.8 -0.1%

여성 5773 7.6 1.3 10.8 6.6 13.9 31.6 8.7 8.2 5.8%

남성 4394 5.6 0.7 5.5 6.1 13.4 26.4 6.8 7.3 -6.8%

바베이도스

(2)

모든

성별
7 2.6 0.2 2.2 2.2 4.0 8.1 2.3 3.4 -33.6%

여성 1 0.7 0.1 0.5 0.6 0.8 2.5 0.6 1.0 -44.7%

남성 6 4.6 0.3 3.7 3.7 7.4 16.7 4.1 6.0 -31.3%

벨라루스

(1)

모든

성별
2051 21.8 0.9 20.1 27.2 26.0 31.7 18.3 35.5 -48.4%

여성 400 7.9 0.5 6.2 8.9 9.5 13.4 6.4 8.8 -27.9%

남성 1651 37.8 1.2 33.4 46.6 47.0 76.6 32.7 66.2 -50.6%

벨기에

(1)

모든

성별
1955 17.7 0.7 9.5 24.1 24.6 25.1 14.2 18.0 -21.1%

여성 548 9.7 0.5 4.9 11.1 16.4 12.4 7.7 9.2 -16.4%

남성 1407 25.9 0.8 14.0 36.8 33.0 43.8 21.0 27.4 -23.1%

벨리즈

(1)

모든

성별
6 2.0 0.3 1.6 2.7 2.5 21.9 2.6 3.9 -32.6%

여성 1 0.6 0.0 1.2 0.8 0.0 0.0 0.5 0.6 -12.1%

남성 6 3.5 0.5 1.9 4.7 5.0 48.6 4.9 7.3 -32.2%

베냉

(4)

모든

성별
368 3.7 0.7 5.5 4.5 8.0 26.5 5.7 6.0 -5.5%

여성 105 2.1 0.5 3.1 2.2 5.0 14.1 3.1 3.2 -2.2%

남성 262 5.2 1.0 7.9 6.7 11.3 44.7 8.8 9.6 -7.7%

부탄

(4)

모든

성별
119 16.0 1.9 15.7 24.6 28.8 37.9 17.8 23.8 -25.1%

여성 35 10.2 1.4 13.1 14.2 16.7 19.1 11.2 16.1 -30.5%

남성 83 20.9 2.4 18.0 32.4 38.2 53.0 23.1 30.6 -24.5%

볼리비아

(2)

모든

성별
1224 11.7 4.8 20.6 13.3 12.0 13.9 12.2 12.5 -2.2%

여성 450 8.6 4.9 17.2 7.7 5.5 8.6 8.5 9.3 -9.4%

남성 774 14.8 4.8 23.9 19.1 19.2 20.9 16.2 15.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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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망률

데이터의

품질)�

성별

2012년

자살자

수

(모든

연령)�

모든 연령대 및 연령별 자살률 (10만 명당)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변화율%

모든

연령
5~14세

15~29

세

30~49

세

50~69

세

70세

이상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

모든

성별
532 13.9 0.4 6.8 13.2 23.8 29.0 10.8 12.0 -10.6%

여성 114 5.8 0.3 1.4 4.4 10.3 15.1 4.1 4.9 -16.5%

남성 418 22.3 0.5 12.0 22.1 38.8 48.2 18.0 20.2 -10.7%

보츠와나

(4)

모든

성별
64 3.2 0.6 4.5 3.8 5.2 12.6 3.8 4.1 -7.8%

여성 17 1.7 0.3 2.2 1.4 3.4 8.7 2.0 2.3 -11.8%

남성 48 4.7 0.8 6.9 5.9 7.4 19.4 5.7 6.2 -7.0%

브라질

(4)

모든

성별
11821 6.0 0.4 6.7 8.4 8.0 9.8 5.8 5.3 10.4%

여성 2623 2.6 0.3 2.6 3.7 3.8 3.3 2.5 2.1 17.8%

남성 9198 9.4 0.4 10.7 13.3 12.7 18.5 9.4 8.7 8.2%

브루나이

(2)

모든

성별
25 6.2 0.2 6.0 8.0 11.2 15.1 6.4 5.5 16.9%

여성 10 4.9 0.2 4.5 6.1 9.3 13.7 5.2 4.2 24.2%

남성 15 7.4 0.2 7.5 10.0 13.0 16.7 7.7 6.8 12.6%

불가리아

(2)

모든

성별
1054 14.5 0.8 8.0 14.4 21.2 24.1 10.8 15.5 -30.5%

여성 288 7.7 0.5 3.2 6.9 10.6 14.9 5.3 8.0 -34.3%

남성 766 21.6 1.1 12.5 21.5 33.1 38.6 16.6 23.5 -29.3%

부르키나파소

(4)

모든

성별
485 3.0 0.6 4.8 3.9 6.4 21.5 4.8 4.8 0.0%

여성 151 1.8 0.4 2.9 1.9 4.5 12.7 2.8 2.6 8.1%

남성 334 4.1 0.8 6.7 5.9 9.0 36.0 7.3 7.6 -3.8%

부룬디

(4)

모든

성별
1617 16.4 5.2 27.3 21.0 29.2 82.4 23.1 19.6 17.8%

여성 401 8.0 4.2 11.4 7.0 16.7 70.8 12.5 10.3 21.7%

남성 1216 25.0 6.3 44.2 35.1 41.7 96.5 34.1 29.6 15.4%

카보베르데

(4)

모든

성별
19 3.9 0.3 2.5 2.7 7.2 39.7 4.8 5.4 -12.3%

여성 4 1.5 0.1 0.6 0..8 2.8 14.2 1.6 2.0 -18.2%

남성 16 6.4 0.6 4.3 4.5 12.8 77.7 9.1 10.0 -8.7%

캄보디아

(4)

모든

성별
1339 9.0 2.1 13.0 12.8 9.4 15.8 9.4 11.5 -18.0%

여성 474 6.2 1.8 8.7 6.9 9.2 11.5 6.5 8.5 -24.2%

남성 865 11.9 2.4 17.2 19.2 9.7 21.9 12.6 14.9 -15.2%

카메룬

(4)

모든

성별
1070 4.9 1.2 7.9 6.0 8.6 30.5 7.0 6.8 3.1%

여성 257 2.4 0.7 3.2 2.7 5.6 15.1 3.4 3.4 0.9%

남성 814 7.5 1.7 12.5 9.2 11.8 49.6 10.9 10.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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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망률

데이터의

품질)�

성별

2012년

자살자

수

(모든

연령)�

모든 연령대 및 연령별 자살률 (10만 명당)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변화율%

모든

연령
5~14세

15~29

세

30~49

세

50~69

세

70세

이상

캐나다

(1)

모든

성별
356 7.9 1.4 13.1 11.6 11.3 17.8 9.5 7.8 -11.1%

여성 81 1.3 0.4 1.7 1.5 4.8 10.6 2.3 2.1 -2.8%

남성 255 4.1 0.7 6.4 6.5 10.3 34.5 7.4 7.2 -13.5%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4)

모든

성별
2262 13.0 1.0 16.5 16.0 16.2 16.8 12.2 10.7 22.7%

여성 533 6.0 1.1 8.0 7.9 6.9 5.0 5.8 2.9 18.4%

남성 1729 20.0 0.9 24.8 24.2 26.1 33.9 19.0 19.1 24.6%

차드

(4)

모든

성별
336 2.7 0.5 4.1 4.0 7.4 21.4 4.7 4.5 4.2%

여성 81 1.3 0.4 1.7 1.5 4.8 10.6 2.3 2.1 8.5%

남성 255 4.1 0.7 6.4 6.5 10.3 34.5 7.4 7.2 2.4%

칠레

(1)

모든

성별
2262 13.0 1.0 16.5 16.0 16.2 16.8 12.2 10.7 14.3%

여성 533 6.0 1.1 8.0 7.9 6.9 5.0 5.8 2.9 98.6%

남성 1729 20.0 0.9 24.8 24.2 26.1 33.9 19.0 19.1 -0.7%

중국

(3)

모든

성별
12730 8.7 0.5 4.2 5.1 15.7 51.5 7.8 19.4 -59.6%

여성 67542 10.1 0.5 5.9 7.1 17.0 47.7 8.7 21.7 -59.7%

남성 53188 7.4 0.4 2.7 3.2 14.4 55.8 7.1 17.4 -59.3%

콜롬비아

(1)

모든

성별
2517 5.3 1.1 8.0 6.4 6.6 7.1 5.4 7.0 -22.8%

여성 471 1.9 1.2 3.6 1.6 2.2 0.4 1.9 3.0 -35.6%

남성 2046 8.7 0.9 12.4 11.4 11.5 16.3 9.1 11.3 -19.3%

코모로

(4)

모든

성별
75 10.5 1.9 12.9 13.0 28.6 82.1 16.9 15.6 8.6%

여성 21 6.0 1.5 6.5 5.5 16.3 67.0 10.3 9.6 7.4%

남성 54 14.9 2.2 19.2 20.5 41.4 101.6 24.0 21.9 9.7%

콩고

(4)

모든

성별
338 7.8 1.4 14.4 11.7 10.1 16.8 9.6 10.5 -8.7%

여성 82 3.8 1.0 6.7 5.3 5.3 9.1 4.6 5.6 -17.6%

남성 256 11.8 1.7 22.1 18.1 15.1 26.2 14.7 15.6 -5.6%

코스타리카

(1)

모든

성별
331 6.9 0.6 7.9 10.4 8.5 7.2 6.7 7.0 -3.7%

여성 53 2.2 0.2 3.2 3.2 2.5 0.6 2.2 1.8 24.6%

남성 278 11.4 1.0 12.3 17.4 14.5 15.1 11.2 12.1 -7.8%

코트디부아르

(4)

모든

성별
1063 5.4 1.5 8.5 6.8 9.1 26.7 7.4 6.5 15.0%

여성 279 2.9 1.0 4.1 3.7 6.2 13.7 4.1 3.5 16.3%

남성 785 7.8 2.0 12.8 9.7 11.4 37.7 10.6 9.2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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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망률

데이터의

품질)�

성별

2012년

자살자

수

(모든

연령)�

모든 연령대 및 연령별 자살률 (10만 명당)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변화율%

모든

연령
5~14세

15~29

세

30~49

세

50~69

세

70세

이상

크로아티아

(1)

모든

성별
709 16.5 0.4 8.0 14.6 23.2 37.2 11.6 16.4 -29.1%

여성 155 7.0 0.1 2.7 5.1 9.7 16.0 4.5 6.9 -35.5%

남성 554 26.7 0.6 13.0 23.9 37.8 73.0 19.8 27.4 -27.8%

쿠바

(1)

모든

성별
1648 14.6 0.8 6.0 14.8 24.4 36.1 11.4 14.6 -21.9%

여성 334 6.0 1.5 1.5 4.2 13.4 12.0 4.5 8.7 -48.1%

남성 1315 23.2 0.1 10.2 25.0 35.7 65.1 18.5 20.8 -11.3%

키프로스

(1)

모든

성별
58 5.2 0.0 5.9 7.8 5.0 4.7 4.7 1.3 269.8%

여성 9 1.6 0.0 2.4 2.0 1.5 1.5 1.5 1.1 41.5%

남성 49 8.6 0.0 9.0 13.1 8.6 8.7 7.7 1.5 416.9%

체코 공화국

(1)

모든

성별
1663 15.6 0.2 10.6 17.8 23.8 19.4 12.5 13.7 -8.4%

여성 269 5.0 0.0 3.6 5.5 6.8 7.3 3.9 5.2 -24.8%

남성 1394 26.6 0.3 17.1 29.5 42.0 39.0 21.5 23.0 -6.5%

북한(4)

모든

성별
- - - - - - - - - -

여성 - - - - - - - - - -

남성 - - - - - - - - - -

콩고

민주공화국

(4)

모든

성별
5248 8.0 1.9 14.9 12.5 11.0 15.2 10.1 8.0 26.3%

여성 1287 3.9 1.6 7.2 4.9 5.7 8.4 4.8 3.6 32.7%

남성 3961 12.1 2.3 22.6 20.3 16.8 24.3 15.8 12.8 23.6%

덴마크

(1)

모든

성별
625 11.2 0.2 5.7 12.9 18.3 16.9 8.8 12.0 -27.0%

여성 154 5.5 0.1 2.9 5.1 9.8 8.4 4.1 6.0 -31.6%

남성 471 17.0 0.2 8.4 20.7 26.9 28.2 13.6 18.4 -26.2%

지부티

(4)

모든

성별
92 10.7 1.8 12.5 9.8 22.7 85.3 15.1 14.7 2.9%

여성 27 6.3 1.4 6.4 4.4 13.4 69.9 9.5 9.3 2.1%

남성 65 15.0 2.2 18.5 15.1 32.4 103.9 20.9 20.2 3.4%

도미니카

공화국

(2)

모든

성별
375 3.7 0.4 3.3 4.7 7.1 13.8 4.1 5.9 -31.3%

여성 95 1.9 0.4 1.4 2.1 4.0 7.9 2.1 3.1 -34.2%

남성 280 5.4 0.3 5.2 7.3 10.3 20.3 6.1 8.6 -29.4%

에콰도르

(2)

모든

성별
1377 8.9 2.0 15.7 8.6 10.7 15.9 9.2 8.9 3.4%

여성 410 5.3 1.8 10.9 4.0 4.4 9.4 5.3 5.7 -8.0%

남성 967 12.5 2.2 20.4 13.4 17.4 23.4 13.2 12.1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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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망률

데이터의

품질)�

성별

2012년

자살자

수

(모든

연령)�

모든 연령대 및 연령별 자살률 (10만 명당)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변화율%

모든

연령
5~14세

15~29

세

30~49

세

50~69

세

70세

이상

이집트

(2)

모든

성별
1264 1.6 0.3 1.9 2.0 2.4 5.3 1.7 2.6 -33.6%

여성 433 1.1 0.2 1.3 1.2 1.6 4.2 1.2 2.1 -45.3%

남성 831 2.1 0.4 2.4 2.8 3.3 7.1 2.4 3.1 -24.1%

엘살바도르

(2)

모든

성별
806 12.8 1.6 17.6 18.1 17.5 20.6 13.6 13.7 -1.3%

여성 191 5.8 1.8 9.6 5.9 6.5 6.9 5.7 7.5 -24.5%

남성 615 20.6 1.5 25.8 34.0 32.1 39.3 23.5 21.3 10.1%

적도 기니

(4)

모든

성별
102 13.9 2.7 24.8 18.3 19.5 30.1 16.6 13.8 20.4%

여성 26 7.4 2.1 14.3 7.5 10.4 16.4 8.6 6.3 35.6%

남성 76 20.1 3.2 35.2 28.1 27.2 44.8 24.1 20.8 15.9%

에리트레아

(4)

모든

성별
510 8.3 1.0 8.3 11.6 35.0 79.0 16.3 16.4 -0.4%

여성 124 4.0 0.6 3.0 4.1 18.0 57.8 8.7 9.2 -5.5%

남성 386 12.6 1.3 13.6 19.4 55.1 116.6 25.8 25.3 2.0%

에스토니아

(1)

모든

성별
226 17.6 1.6 13.3 15.6 25.1 33.6 13.6 25.0 -45.9%

여성 46 6.6 0.0 3.7 3.1 7.3 19.5 3.8 9.5 -59.7%

남성 181 30.2 3.0 22.6 28.3 47.8 65.5 24.9 43.6 -42.6%

에티오피아

(4)

모든

성별
6852 7.5 1.7 10.7 8.1 15.9 61.3 11.5 13.1 -12.7%

여성 1781 3.9 1.2 4.1 2.7 9.5 52.2 6.7 7.5 -11.1%

남성 5071 11.1 2.1 17.2 13.6 22.9 71.4 16.5 18.9 -13.0%

피지

(2)

모든

성별
901 16.7 0.3 7.6 19.3 23.1 28.9 12.3 14.9 -17.2%

여성 224 8.1 0.1 10.7 10.0 10.9 5.6 7.5 10.0 -19.5%

남성 677 35.5 0.5 26.6 31.5 31.8 33.3 22.2 31.8 -17.4%

핀란드

(1)

모든

성별
901 16.7 0.3 18.8 21.0 21.2 16.5 14.8 20.8 -28.9%

여성 224 8.1 0.1 10.7 10.0 10.9 5.6 7.5 10.0 -25.4%

남성 677 25.5 0.5 26.6 31.5 31.8 33.3 22.2 31.8 -30.2%

프랑스

(1)

모든

성별
10093 15.8 0.6 7.6 19.3 23.1 28.9 12.3 14.9 -17.2%

여성 2618 7.9 0.5 3.2 8.8 13.0 12.7 6.0 7.4 -19.5%

남성 7475 24.2 0.6 11.8 29.9 34.1 54.0 19.3 23.3 -17.4%

가봉

(4)

모든

성별
114 7.0 0.9 12.0 8.8 9.6 20.4 8.2 7.9 3.8%

여성 31 3.8 0.8 6.2 4.5 5.7 12.1 4.5 4.3 3.0%

남성 83 10.1 1.1 17.6 13.1 13.7 31.5 12.1 11.7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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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망률

데이터의

품질)�

성별

2012년

자살자

수

(모든

연령)�

모든 연령대 및 연령별 자살률 (10만 명당)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변화율%

모든

연령
5~14세

15~29

세

30~49

세

50~69

세

70세

이상

감비아

(4)

모든

성별
58 3.2 0.8 5.4 4.3 6.3 20.9 5.0 5.2 -3.1%

여성 15 1.6 0.5 2.3 2.2 4.3 9.9 2.6 2.7 -4.8%

남성 43 4.9 1.2 8.7 6.6 8.3 31.7 7.6 7.7 -1.9%

조지아

(2)

모든

성별
165 3.8 0.4 2.9 4.4 4.7 8.1 3.2 4.3 -26.1%

여성 32 1.4 0.1 1.4 0.8 1.3 4.4 1.0 1.4 -25.2%

남성 132 6.4 0.6 4.5 8.4 8.8 14.3 5.7 7.6 -25.3%

독일

(1)

모든

성별
10745 13.0 0.3 7.7 12.7 16.9 23.7 9.2 11.1 -17.0%

여성 2621 6.2 0.2 3.1 5.6 8.0 11.6 4.1 5.2 -20.2%

남성 8124 20.0 0.3 12.0 19.4 26.0 40.7 14.5 17.5 -17.4%

가나

(4)

모든

성별
577 2.3 0.5 3.4 2.4 4.1 13.7 3.1 2.6 18.0%

여성 205 1.6 0.4 2.0 1.6 3.5 9.6 2.2 1.8 19.4%

남성 372 3.0 0.6 4.7 3.3 4.8 19.7 4.2 3.4 23.4%

그리스

(2)

모든

성별
548 4.9 0.1 3.0 5.9 6.4 7.6 3.8 3.4 10.5%

여성 99 1.8 0.0 0.9 1.9 2.4 2.8 1.3 1.2 8.5%

남성 449 8.2 0.1 5.0 9.7 10.6 14.1 6.3 5.7 10.3%

과테말라

(2)

모든

성별
1101 7.3 1.5 12.8 10.3 9.9 15.0 8.7 7.2 20.6%

여성 317 4.1 1.5 8.4 4.5 3.3 4.9 4.3 3.4 27.2%

남성 784 10.7 1.6 17.2 17.5 17.4 26.7 13.7 11.4 20.1%

기니

(4)

모든

성별
337 3.3 0.9 5.3 4.0 5.9 17.7 4.7 4.7 -1.3%

여성 95 1.7 0.6 2.3 1.8 3.9 9.1 2.4 2.5 -3.7%

남성 282 4.9 1.2 8.2 6.1 8.1 28.2 7.1 7.1 -0.7%

기니비사우

(4)

모든

성별
51 3.1 0.6 4.8 3.0 6.7 23.1 4.7 4.3 7.9%

여성 14 1.6 0.4 2.5 1.2 4.1 11.8 2.4 2.5 1.3%

남성 38 4.5 0.8 7.2 4.8 9.4 36.9 7.2 6.6 9.5%

가이아나

(2)

모든

성별
277 34.8 2.9 29.7 64,0 81.4 95.1 44.2 48.3 -8.5%

여성 72 18.3 2.8 17.6 29.3 38.5 51.1 22.1 24.6 -10.0%

남성 205 50.8 2.9 41.6 98.3 126.6 206.9 70.9 72.2 -1.9%

아이티

(2)

모든

성별
235 2.3 1.1 2.5 2.9 4.6 8.0 2.8 3.1 -9.7%

여성 107 2.1 1.3 2.4 2.3 3.8 6.3 2.4 2.5 -5.6%

남성 128 2.5 0.9 2.6 3.7 5.4 10.1 3.3 3.8 -13.0%



PREVENTING� SUICIDE:� A� GLOBAL� IMPERATIVE

106� 2019�WHO�자살예방 문헌집

국가

(사망률

데이터의

품질)�

성별

2012년

자살자

수

(모든

연령)�

모든 연령대 및 연령별 자살률 (10만 명당)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변화율%

모든

연령
5~14세

15~29

세

30~49

세

50~69

세

70세

이상

온두라스

(4)

모든

성별
386 4.9 1.4 7.3 6.5 7.1 9.6 5.5 5.6 -2.1%

여성 110 2.8 1.2 5.4 2.8 2.0 3.0 2.8 2.9 -4.5%

남성 227 7.0 1.5 9.3 10.3 12.3 17.4 8.3 8.4 -0.8%

헝가리

(1)

모든

성별
2519 25.3 0.6 10.9 26.2 41.1 42.3 19.1 25.7 -25.8%

여성 567 10.8 0.5 3.4 9.2 17.6 20.4 7.4 10.6 -29.7%

남성 1952 41.2 0.6 18.1 42.8 69.6 84.4 32.4 43.1 -24.7%

아이슬란드

(1)

모든

성별
49 15.1 0.0 8.2 28.4 22.9 7.0 14.0 16.4 -14.5%

여성 12 7.5 0.0 4.5 9.8 17.1 2.5 6.7 6.0 11.8%

남성 372 22.5 0.0 11.9 46.4 28.6 12.5 21.0 26.5 -20.7%

인도

(3)

모든

성별
258075 20.9 2.0 35.5 28.0 20.0 20.9 21.1 23.3 -9.2%

여성 99977 16.7 2.4 36.1 17.2 11.1 11.2 16.4 20.3 -19.1%

남성 158098 24.7 1.6 34.9 38.0 28.9 32.7 25.8 26.2 -1.6%

인도네시아

(4)

모든

성별
9105 3.7 0.3 3.6 3.9 7.4 18.4 4.3 5.4 -19.6%

여성 5206 4.2 0.4 3.6 4.2 9.0 22.1 4.9 5.9 -18.4%

남성 3900 3.1 0.2 3.6 3.6 5.8 13.5 3.7 4.7 -21.0%

이란(공화국)�

(2)

모든

성별
4069 5.3 0.7 7.8 5.6 5.0 16.1 5.2 7.2 -28.0%

여성 1369 3.6 0.6 5.5 3.0 3.7 13.4 3.6 6.4 -43.7%

남성 2700 7.0 0.8 10.0 8.1 6.5 18.6 6.7 7.9 -15.5%

이라크

(2)

모든

성별
376 1.2 0.3 1.4 1.7 2.5 7.1 1.7 1.4 16.0%

여성 246 1.5 0.3 2.0 2.0 2.7 9.1 2.1 1.9 11.8%

남성 130 0.8 0.2 0.7 1.4 2.1 4.3 1.2 1.0 22.2%

아일랜드

(1)

모든

성별
524 11.5 0.8 14.5 15.7 15.4 7.1 11.0 12.1 -9.0%

여성 126 5.5 0.5 6.2 7.4 8.3 3.4 5.2 4.2 23.0%

남성 398 17.5 1.0 23.1 24.2 22.6 12.0 16.9 19.9 -15.3%

이스라엘

(1)

모든

성별
470 6.2 0.2 4.7 7.8 11.5 14.7 5.9 6.5 -8.2%

여성 94 2.4 0.1 1.8 3.3 5.0 3.4 2.3 2.6 -10.7%

남성 377 10.0 0.2 7.4 12.5 18.5 30.3 9.8 10.6 -6.9%

이탈리아

(1)

모든

성별
3908 6.4 0.2 3.4 6.7 8.9 10.8 4.7 5.0 -7.4%

여성 817 2.6 0.1 1.3 2.7 3.7 4.0 1.9 2.4 -22.4%

남성 3091 10.5 0.3 5.4 10.7 14.4 20.6 7.6 8.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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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망률

데이터의

품질)�

성별

2012년

자살자

수

(모든

연령)�

모든 연령대 및 연령별 자살률 (10만 명당)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변화율%

모든

연령
5~14세

15~29

세

30~49

세

50~69

세

70세

이상

자메이카

(1)

모든

성별
33 1.2 0.2 1.2 1.4 1.5 4.6 1.2 1.1 4.4%

여성 10 0.7 0.2 0.8 0.7 0.8 2.7 0.7 0.6 7.8%

남성 23 1.7 0.3 1.5 2.2 2.3 7.0 1.8 1.7 4.2%

일본

(1)

모든

성별
29442 23.1 0.5 18.4 26.8 31.8 25.5 18.5 18.8 -1.9%

여성 8554 13.1 0.3 10.8 14.3 16.2 17.1 10.1 9.9 2.1%

남성 20888 33.7 0.7 25.7 38.9 48.0 37.6 26.9 28.1 -4.0%

요르단

(2)

모든

성별
114 1.6 0.3 2.2 2.1 2.7 6.8 2.0 2.4 -15.0%

여성 54 1.6 0.3 2.4 2.0 2.1 6.1 1.9 2.1 -10.8%

남성 60 1.7 0.3 2.0 2.2 3.3 7.5 2.2 2.7 18.0%

카자흐스탄

(1)

모든

성별
3912 24.0 3.2 30.8 34.4 28.8 28.8 23.8 37.6 -36.7%

여성 788 9.4 2.4 15.0 10.5 9.5 11.9 9.3 12.6 -26.1%

남성 3123 39.8 4.0 46.6 59.8 53.6 63.4 40.6 66.9 -39.3%

케냐

(4)

모든

성별
4647 10.8 2.4 16.2 13.2 21.4 78.7 16.2 16.5 -1.6%

여성 1050 4.9 1.6 5.7 4.3 10.9 62.4 8.4 9.2 -8.8%

남성 3597 16.7 3.2 26.8 22.0 33.2 98.8 24.4 24.0 1.7%

쿠웨이트

(1)

모든

성별
33 1.0 0.3 1.4 1.3 1.2 0.0 0.9 1.4 -35.0%

여성 12 0.9 0.4 1.4 1.3 0.3 0.0 0.8 1.3 -39.4%

남성 21 1.1 0.2 1.3 1.3 1.7 0.0 1.0 1.4 -33.6%

키르기스스탄

(1)

모든

성별
476 8.7 0.8 11.6 13.3 11.3 14.4 9.2 154 -40.2%

여성 123 4.4 0.4 7.3 5.5 3.1 12.2 4.5 5.8 -22.2%

남성 353 13.1 1.2 15.9 21.3 21.0 17.9 14.2 26.0 -45.1%

라오스 인민

민주공화국

(4)

모든

성별
422 6.4 0.4 6.9 8.4 15.6 26.4 8.8 14.4 -38.9%

여성 161 4.8 0.3 4.7 5.6 13.3 29.2 6.6 11.8 -44.2%

남성 261 7.9 0.5 9.1 11.5 18.1 45.9 11.2 17.2 -34.6%

라트비아

(1)

모든

성별
419 20.4 0.3 13.8 23.9 30.4 26.2 16.2 29.0 -44.2%

여성 68 6.1 0.3 2.8 4.9 9.4 10.7 43 9.3 -54.1%

남성 351 37.3 0.3 24.5 43.5 58.2 62.4 30.7 52.8 -42.0%

레바논

(4)

모든

성별
43 0.9 0.1 0.6 0.6 1.5 5.6 0.9 1.7 -46.4%

여성 14 0.6 0.1 0.7 0.4 0.6 3.4 0.6 1.2 -52.5%

남성 29 1.2 0.1 0.6 0.8 2.3 7.9 1.2 2.2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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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망률

데이터의

품질)�

성별

2012년

자살자

수

(모든

연령)�

모든 연령대 및 연령별 자살률 (10만 명당)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변화율%

모든

연령
5~14세

15~29

세

30~49

세

50~69

세

70세

이상

레소토

(4)

모든

성별
110 5.4 1.4 8.3 6.3 7.2 16.8 6.1 4.0 53.7%

여성 32 3.1 1.1 4.6 3.0 4.5 10.1 3.4 2.3 49.8%

남성 78 7.7 1.7 12.0 9.6 11.5 27.6 9.2 6.0 53.8%

라이베리아

(4)

모든

성별
109 2.6 0.5 3.7 2.9 6.7 21.3 4.3 5.0 -14.1%

여성 26 1.2 0.3 1.5 1.1 4.0 10.1 2.0 2.2 -9.0%

남성 84 4.0 0.6 5.8 4.6 9.6 34.6 6.8 7.9 -14.8%

리비아

(4)

모든

성별
90 1.5 0.2 1.4 1.7 3.0 8.4 1.8 2.7 -33.7%

여성 38 1.2 0.2 1.5 1.4 1.7 5.8 1.4 2.0 -31.8%

남성 53 1.8 0.2 1.2 1.9 4.2 11.7 2.2 3.3 -32.9%

리투아니아

(1)

모든

성별
1007 33.3 0.6 26.8 46.6 43.6 35.3 28.2 44.9 -37.2%

여성 177 10.9 0.4 6.5 14.0 11.3 20.2 8.4 15.0 -44.4%

남성 830 59.5 0.7 46.5 80.8 86.0 72.5 51.0 79.3 -35.6%

룩셈부르크

(1)

모든

성별
56 10.8 0.3 6.1 12.9 18.9 13.4 8.7 13.3 -34.7%

여성 14 5.5 0.0 4.4 5.7 8.0 9.6 4.4 7.1 -38.5%

남성 42 16.1 0.6 7.7 19.9 29.6 19.0 13.0 20.0 -35.0%

마다가스카르

(4)

모든

성별
1625 7.3 2.2 10.6 8.0 16.0 52.4 11.0 10.8 1.0%

여성 474 4.2 1.5 5.6 3.2 10.3 44.3 6.9 7.2 -3.6%

남성 1151 10.4 2.9 15.6 12.9 22.2 61.8 15.2 14.6 3/8%

말라위

(4)

모든

성별
1376 8.7 1.6 10.5 9.7 24.7 96.7 16.0 13.1 22.5%

여성 370 4.7 1.4 5.0 2.8 12.4 70.0 8.9 7.1 36.0%

남성 1006 12.6 1.8 15.9 16.4 39.4 129.0 23.9 19.6 22.1%

말레이시아

(2)

모든

성별
772 2.6 0.1 2.3 2.8 5.5 13.3 3.0 4.0 -23.9%

여성 183 1.2 0.1 1.0 1.1 2.9 7.7 1.5 2.3 -35.4%

남성 588 4.2 0.2 3.8 4.7 8.1 18.6 4.7 5.7 -18.1%

몰디브

(2)

모든

성별
17 5.0 0.5 4.1 4.1 11.9 40.2 6.4 20.9 -69.4%

여성 6 3.6 0.4 2.2 2.4 9.9 36.9 4.9 18.3 -73.0%

남성 11 6.4 0.5 5.9 6.0 13.8 43.0 7.8 23.3 -66.4%

말리

(4)

모든

성별
410 2.8 0.6 4.3 3.5 6.3 25.8 4.8 5.2 -7.7%

여성 129 1.7 0.5 2.9 1.8 4.0 12.6 2.7 2.8 -4.2%

남성 282 3.8 0.6 5.5 5.3 9.2 42.1 7.2 7.8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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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망률

데이터의

품질)�

성별

2012년

자살자

수

(모든

연령)�

모든 연령대 및 연령별 자살률 (10만 명당)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변화율%

모든

연령
5~14세

15~29

세

30~49

세

50~69

세

70세

이상

몰타

(1)

모든

성별
29 6.8 0.0 4.0 11.2 8.6 5.6 6.0 6.0 -0.3%

여성 2 0.7 0.0 2.1 0.0 1.2 0.0 0.7 2.2 -68.8%

남성 27 12.8 0.0 5.8 21.8 16.1 13.0 11.1 9.8 13.0%

모리타니

(4)

모든

성별
68 1.8 0.3 2.4 1.8 4.0 17.6 2.9 3.1 -5.6%

여성 18 1.0 0.2 1.2 0.8 2.5 9.2 1.5 1.6 -5.6%

남성 49 2.6 0.4 3.5 2.7 5.6 29.1 4.5 4.8 -5.0%

모리셔스

(1)

모든

성별
105 8.5 0.8 10.7 12.1 8.8 7.4 8.0 9.8 -18.5%

여성 19 3.0 1.4 4.5 3.0 3.4 2.8 2.9 5.0 -42.7%

남성 86 14.1 0.2 16.8 21.1 14.5 14.4 13.2 14.8 -10.6%

멕시코

(1)

모든

성별
4951 4.1 0.9 6.0 5.3 5.1 5.8 4.2 3.6 16.6%

여성 1055 1.7 0.8 3.1 2.0 1.3 0.5 1.7 1.1 55.1%

남성 3896 6.7 1.0 8.9 91 9.6 12.7 7.1 6.5 10.0%

몽골(4)

모든

성별
261 9.4 0.7 8.9 15.7 13.6 19.0 9.8 10.4 -6.3%

여성 47 3.4 0.3 3.4 4.6 5.4 11.6 3.7 5.6 -34.9%

남성 214 15.5 1.0 14.3 27.1 23.1 29.8 16.3 15.4 5.9%

몬테네그로

(2)

모든

성별
117 18.9 0.8 11.2 17.4 31.0 48.7 15.3 11.3 35.0%

여성 28 9.0 0.3 3.2 5.8 15.0 30.1 6.4 5.0 28.8%

남성 89 29.0 1.2 18.8 29.3 48.1 74.9 24.7 18.2 36.2%

모로코

(2)

모든

성별
1628 5.0 0.9 5.9 6.4 7.2 14.4 5.3 2.7 97.8%

여성 198 1.2 0.2 1.7 1.3 1.3 3.7 1.2 1.3 -6.1%

남성 1431 8.9 1.5 10.1 12.0 13.5 30.1 9.9 4.2 135.0%

모잠비크

(4)

모든

성별
4360 17.3 5.0 25.2 19.2 36.7 144.7 27.4 24.6 11.5%

여성 1639 12.7 4.5 14.2 10.5 29.4 147.9 21.1 19.1 11.0%

남성 2721 22.1 5.4 36.3 29.3 45.4 140.1 34.2 30.9 10.5%

미얀마

(4)

모든

성별
6558 12.4 1.3 15.7 12.7 19.4 41.7 13.1 12.1 8.2%

여성 2704 10.0 1.1 11.8 10.3 15.7 31.6 10.3 10.3 -0.2%

남성 3854 15.0 1.5 19.8 15.2 23.8 55.8 16.5 14.3 15.5%

나미비아

(4)

모든

성별
46 2.0 0.4 2.6 2.5 4.3 11.2 2.7 3.0 -7.5%

여성 13 1.1 0.2 1.3 1.2 2.5 6.0 1.4 1.7 -13.9%

남성 33 3.0 0.6 3.9 3.9 6.8 18.9 4.4 4.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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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망률

데이터의

품질)�

성별

2012년

자살자

수

(모든

연령)�

모든 연령대 및 연령별 자살률 (10만 명당)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변화율%

모든

연령
5~14세

15~29

세

30~49

세

50~69

세

70세

이상

네팔

(4)

모든

성별
5572 20.3 2.0 25.8 22.3 45.2 82.2 24.9 33.5 -25.7%

여성 2468 17.5 2.1 25.4 19.8 29.0 57.5 20.0 27.1 -26.2%

남성 3104 23.3 1..9 26.2 25.2 61.3 110.3 30.1 40.5 -25.5%

네덜란드

(1)

모든

성별
1666 10.0 0.3 6.7 13.0 14.8 11.9 8.2 7.9 3.3%

여성 496 5.9 0.1 3.6 7.9 8.4 7.4 4.8 5.1 -7.0%

남성 1171 14.1 0.5 9.7 18.0 21.1 18.2 11.7 10.9 6.9%

뉴질랜드

(1)

모든

성별
459 10.3 1.3 13.0 13.2 12.6 10.7 9.6 12.2 -21.4%

여성 122 5.4 0.9 7.3 7.1 5.5 5.5 5.0 4.3 15.8%

남성 337 15.4 1.7 18.5 19.8 20.1 17.1 14.4 20.6 -29.8%

니카라과

(2)

모든

성별
547 9.1 1.4 13.4 13.9 11.5 13.2 10.0 11.5 -13.1%

여성 146 4.8 1.8 8.1 5.5 4.8 5.5 4.9 6.2 -21.5%

남성 401 13.5 1.0 18.7 22.9 18.8 22.4 15.4 17.0 -9.3%

니제르

(4)

모든

성별
315 1.8 0.4 2.6 2.3 5.7 19.3 3.5 3.5 2.3%

여성 87 1.0 0.3 1.4 1.0 3.8 9.9 1.9 1.9 0.5%

남성 227 2.6 0.4 4.0 3.6 7.3 30.8 5.3 5.2 1.1%

나이지리아

(4)

모든

성별
7238 4.3 1.3 7.0 5.1 8.9 25.6 6.5 6.4 2.0%

여성 1584 1.9 0.8 2.8 1.8 5.0 11.3 2.9 2.6 8.7%

남성 5653 6.6 1.8 11.0 8.2 12.9 41.6 10.3 10.3 -0.7%

노르웨이

(1)

모든

성별
508 10.2 0.3 10.2 12.9 14.6 10.8 9.1 11.5 -20.4%

여성 145 5.8 0.3 5.5 7.6 8.6 5.2 5.2 5.5 -5.6%

남성 364 14.6 0.3 14.7 18.0 20.4 18.5 13.0 17.5 -25.4%

오만

(2)

모든

성별
32 1.0 0.1 1.3 1.0 1.3 3.5 1.0 2.0 -50.3%

여성 6 0.5 0.1 0.7 0.5 1.0 2.5 0.6 1.2 -52.0%

남성 26 1.3 0.1 1.6 1.3 1.6 4.3 1.2 2.5 -51.4%

파키스탄

(4)

모든

성별
13377 7.5 1.1 9.1 8.5 16.3 33.7 9.3 9.1 2.6%

여성 7085 8.1 1.6 12.0 7.5 15.4 32.5 9.6 9.6 0.3%

남성 6291 6.8 0.7 6.3 9.4 17.2 34.8 9.1 8.7 5.0%

파나마

(1)

모든

성별
170 4.5 0.7 5.8 5.2 8.0 7.6 4.7 6.2 -23.7%

여성 25 1.3 0.6 3.0 0.4 2.0 0.9 1.3 1.6 -15.8%

남성 146 7.6 0.8 8.4 9.8 14.1 15.2 8.1 10.8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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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망률

데이터의

품질)�

성별

2012년

자살자

수

(모든

연령)�

모든 연령대 및 연령별 자살률 (10만 명당)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변화율%

모든

연령
5~14세

15~29

세

30~49

세

50~69

세

70세

이상

파푸아뉴기니

(4)

모든

성별
550 7.7 0.6 6.5 9.9 27.8 55.1 12.4 14.8 -15.9%

여성 193 5.5 0.5 4.5 5.2 20.2 52.0 9.1 10.9 -16.8%

남성 356 9.7 0.7 8.4 14.4 36.1 59.8 15.9 18.8 -15.4%

파라과이

(2)

모든

성별
357 5.3 0.5 6.3 7.9 9.9 12.2 6.1 6.2 -1.9%

여성 94 2.8 0.6 3.8 3.4 5.1 6.3 3.2 3.5 -9.5%

남성 262 7.8 0.5 8.7 12.3 14.6 19.0 9.1 9.0 0.9%

페루

(2)

모든

성별
942 3.1 0.6 4.9 3.7 3.8 5.2 3.2 4.4 -27.1%

여성 311 2.1 0.6 4.0 1.9 2.0 3.1 2.1 2.9 -29.6%

남성 631 4.2 0.6 5.8 5.6 5.8 7.7 4.4 6.0 -26.2%

필리핀

(1)

모든

성별
2558 2.7 0.3 4.3 3.8 3.3 4.6 2,9 2,6 13.5%

여성 550 1.1 0.3 2.2 1.3 1.0 1.9 1.2 1.4 -13.0%

남성 2009 4.2 0.3 6.4 6.3 5.8 8.6 4.8 3.9 24.4%

폴란드

(2)

모든

성별
7848 20.5 0.5 12.7 24.6 31.2 29.0 16.6 18.5 -10.5%

여성 1028 5.2 0.3 2.6 4.7 7.8 10.8 3.8 4.8 -20.1%

남성 6820 37.0 0.8 22.5 44.2 57.7 61.2 30.5 33.8 -9.8%

포르투갈

(1)

모든

성별
1324 12.5 0.3 3.8 10.4 16.3 34.8 8.2 8.8 -7.0%

여성 300 5.5 0.1 1.7 4.7 7.0 13.6 3.5 3.4 4.8%

남성 1024 19.9 0.6 5.9 16.2 26.6 66.3 13.6 15.1 -9.6%

카타르

(2)

모든

성별
95 4.7 0.2 4.6 5.6 6.2 16.1 4.6 4.1 12.6%

여성 3 0.7 0.1 0.8 0.6 2.0 8.1 1.2 1.9 -34.9%

남성 92 5.9 0.3 5.6 6.7 7.7 20.2 5.7 5.2 10.7%

대한민국

(1)

모든

성별
17908 36.6 1.2 18.2 35.7 50.4 116.2 28.9 1.8 109.4%

여성 5755 23.4 1.0 14.9 23.5 25.3 69.1 18.0 8.1 123.5%

남성 12153 49.9 1.3 21.3 47.6 76.7 192.1 41.7 20.4 104.6%

몰도바

(1)

모든

성별
566 16.1 2.1 10.1 19.4 28.9 16.6 13.7 15.4 -11.1%

여성 102 5.5 2.8 3.5 4.8 9.7 8.0 4.8 4.0 20.6%

남성 463 27.8 1.4 16.8 5.0 51.9 33.4 24.1 28.9 -16.8%

로메니라

(1)

모든

성별
2781 12.8 1.0 7.8 15.4 20.6 15.3 10.5 11.3 -7.3%

여성 418 3.7 0.7 2.2 3.7 5.7 6.3 2.9 3.6 -19.5%

남성 2364 22.3 1.3 13.0 26.7 37.6 29.3 18.4 19.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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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망률

데이터의

품질)�

성별

2012년

자살자

수

(모든

연령)�

모든 연령대 및 연령별 자살률 (10만 명당)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변화율%

모든

연령
5~14세

15~29

세

30~49

세

50~69

세

70세

이상

러시아

연방

(1)

모든

성별
31997 22.4 1.7 27. 26.5 22.6 32.1 19.5 35.0 -44.4%

여성 5781 7.5 1.3 8.0 7.5 6.9 15.4 6.2 9.6 -34.9%

남성 26216 39.7 2.2 46.1 46.8 43.7 72.3 35.1 64.3 -45.3%

르완다

(4)

모든

성별
865 7.6 1.9 11.1 9.2 15.6 68.0 11.9 18.5 -35.7%

여성 236 4.0 1.4 4.7 3.3 9.7 59.0 7.2 12.1 -40.3%

남성 629 11.3 2.4 18.0 15.4 22.7 79.1 17.1 25.5 -32.7%

사우디

아라비아

(2)

모든

성별
98 0.3 0.1 0.6 0.3 0.5 1.8 0.4 0.6 -27.6%

여성 19 0.2 0.1 0.2 0.2 0.2 0.9 0.2 0.3 -29.6%

남성 78 0.5 0.1 0.8 0.4 0.7 2.6 0.6 0.9 -29.4%

세네갈

(4)

모든

성별
438 3.2 0.5 4.3 3.8 7.8 30.6 5.4 5.4 0.8%

여성 119 1.7 0.3 2.2 1.6 4.8 16.2 2.8 3.0 -6.4%

남성 318 4.7 0.7 6.4 6.3 11.7 49.4 8.6 8.1 5.%

세르비아

(1)

모든

성별
1600 16.8 0.1 5.7 15.2 26.8 47.3 12.4 18.5 -32.8%

여성 411 8.4 0.1 2.8 5.9 12.9 25.6 5.8 9.9 -41.7%

남성 1189 25.5 0.1 8.5 24.6 41.9 79.8 19.9 29.2 -29.3%

시에라리온

(4)

모든

성별
337 5.6 1.4 10.7 6.0 8.7 25.6 5.8 9.9 -41.7%

여성 98 3.3 1.0 5.8 3.2 6.4 15.0 4.5 5.2 -13.8%

남성 239 8.1 1.8 15.7 8.9 11.1 37.2 11.0 14.2 -22.6%

싱가포르

(1)

모든

성별
469 8.9 0.7 6.2 8.2 14.4 22.2 7.4 11.1 -32.9%

여성 168 6.3 0.5 6.0 4.9 10.7 11.6 5.3 7.7 -30.5%

남성 301 11.5 0.8 6.4 11.7 18.0 36.5 9.8 14.7 -33.3%

슬로바키아

(1)

모든

성별
687 12.6 0.3 7.6 13.7 21.6 17.5 10.1 12.6 -20.0%

여성 90 3.2 0.1 1.7 3.0 5.5 5.4 2.5 4.3 -42.1%

남성 597 22.5 0.4 13.3 24.1 39.7 40.0 18.5 21.8 -15.2%

슬로베니아

(1)

모든

성별
354 17.1 0.2 8.4 15.6 26.8 32.2 12.4 25.2 -51.0%

여성 71 6.8 0.0 1.5 4.4 14.0 11.1 4.4 12.3 -64.6%

남성 283 27.5 0.5 14.8 26.0 39.6 67.5 20.8 39.8 -47.8%

솔로몬

아일랜드

(4)

모든

성별
34 6.3 0.6 6.0 7.5 19.7 61.6 10.6 13.9 -24.0%

여성 11 4.0 0.5 3.7 3.9 12.4 51.6 7.2 9.7 -26.0%

남성 24 8.4 0.6 8.3 11.1 26.7 71.1 13.9 18.0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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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망률

데이터의

품질)�

성별

2012년

자살자

수

(모든

연령)�

모든 연령대 및 연령별 자살률 (10만 명당)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변화율%

모든

연령
5~14세

15~29

세

30~49

세

50~69

세

70세

이상

소말리아

(4)

모든

성별
815 8.0 2.7 12.7 10.4 16.7 51.0 12.4 12.3 0.6%

여성 208 4.1 2.3 4.8 3.2 10.2 43.9 6.8 6.7 1.5%

남성 607 12.0 3.2 20.6 17.8 23.7 59.8 18.1 18.0 0.5%

남아프리카

공화국

(2)

모든

성별
1398 2.7 0.4 2.8 2.8 5.6 10.5 3.0 3.3 -8.8%

여성 280 1.0 0.2 1.0 0.9 2.2 4.3 1.1 1.0 7.7%

남성 1117 4.4 0.6 4.5 4.7 10.3 22.4 5.5 6.1 -10.5%

남수단

(4)

모든

성별
1470 13.6 4.1 19.6 15.7 27.3 85.2 19.8 20.8 -4.8%

여성 443 8.2 3.5 9.5 7.1 18.4 76.8 12.8 12.9 -1.3%

남성 1027 18.9 4.6 29.6 24.4 36.8 95.4 27.1 28.9 -6.3%

스페인

(1)

모든

성별
3296 7.1 0.1 3.0 7.8 9.6 13.9 5.1 6.4 -20.3%

여성 730 3.1 0.0 1.1 3.5 4.5 5.2 2.2 2.9 -24.1%

남성 2566 11.1 0.1 4.9 11.9 15.0 26.6 8.2 10.4 -20.7%

스리랑카

(2)

모든

성별
6170 29.2 1.2 23.7 31.9 48.3 111.1 28.8 52.7 -45.4%

여성 1446 13.4 0.9 10.7 10.1 232 63.6 12.8 22.3 -42.5%

남성 4724 45.8 1.5 36.8 55.0 76.3 172.1 46.4 84.1 -44.8%

수단

(4)

모든

성별
4286 11.5 3.0 15.0 14.3 25.3 80.8 17.2 15.2 12.9%

여성 1340 7.2 2.6 8.1 6.2 18.2 72.8 11.5 10.6 8.4%

남성 2946 15.8 3.5 21.8 22.4 32.9 90.1 23.0 19.9 15.8%

수리남

(1)

모든

성별
145 27.2 2.9 28.2 37.9 46.6 47.9 27.8 19.8 40.4%

여성 32 11.9 2.8 20.7 7.2 19.8 22.6 11.9 9.7 22.3%

남성 114 42.4 3.1 35.5 67.4 75.2 84.4 44.5 29.7 50,0%

스와질란드

(4)

모든

성별
65 5.3 1.4 8.7 6.4 6.4 17.3 6.2 5.6 10.6%

여성 22 3.5 1.0 5.6 3.9 5.1 10.6 4.1 3.6 11.5%

남성 43 7.2 1.8 11.8 9.1 8.0 27.0 8.6 7.9 8.8%

스웨덴

(1)

모든

성별
1255 13.2 0.5 11.9 14.1 21.0 15.2 11.1 11.5 -3.6%

여성 341 7.1 0.8 5.3 8.2 12.1 6.8 6.1 7.0 -12.9%

남성 914 19.3 0.2 18.2 19.8 29.8 26.2 16.2 16.3 -0.6%

스위스

(1)

모든

성별
972 12.2 0.2 7.6 11.5 19.6 20.1 9.2 15.6 -40.9%

여성 269 6.6 0.1 4.4 5.9 11.7 8.8 5.1 8.4 -39.3%

남성 703 17.8 0.4 10.8 17.1 27.5 36.2 13.6 23.5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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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망률

데이터의

품질)�

성별

2012년

자살자

수

(모든

연령)�

모든 연령대 및 연령별 자살률 (10만 명당)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변화율%

모든

연령
5~14세

15~29

세

30~49

세

50~69

세

70세

이상

시리아(4)

모든

성별
77 0.4 0.1 0.4 0.4 0.6 1.7 0.4 0.5 -13.7%

여성 22 0.2 0.1 0.3 0.2 0.2 0.8 0.2 0.3 -28.1%

남성 55 0.5 0.1 0.5 0.7 1.0 2.8 0.7 0.7 -7.1%

타지키스탄

(2)

모든

성별
258 3.2 0.4 3.6 4.6 8.2 11.9 4.2 5.0 -15.2%

여성 85 2.1 0.2 2.6 2.6 5.4 9.4 2.8 3.4 -17.6%

남성 173 4.3 0.5 4.7 6.6 11.2 14.9 5.7 6.6 -13.4%

태국

(2)

모든

성별
8740 13.1 0.6 8.7 10.8 20.2 53.1 11.4 15.1 -24.6%

여성 1816 5.3 0.4 3.6 3.4 8.5 23.0 4.5 6.6 -32.0%

남성 6924 21.2 0.9 13.9 18.5 33.2 92.2 19.1 24.6 -22.4%

(구)�

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1)

모든

성별
140 6.7 0.2 2.1 6.0 13.9 15.1 5.2 6.7 -22.0%

여성 45 4.2 0.0 1.1 4.4 7.1 11.8 3.2 4.0 -20.0%

남성 96 9.1 0.3 3.0 7.6 20.9 19.6 7.3 9.4 -22.5%

동티모르

(4)

모든

성별
60 5.4 0.7 9.0 7.4 11.9 27.8 8.0 12.1 -34.0%

여성 23 4.2 0.6 7.3 4.0 10.3 22.0 5.8 8.3 -29.8%

남성 37 5.6 1.3 9.5 6.3 10.1 36.6 8.5 7.5 -35.6%

토고

(4)

모든

성별
247 3.7 1.0 6.1 4.1 7.2 22.5 5.5 4.9 12.8%

여성 64 1.9 0.6 2.8 1.9 4.7 11.3 2.8 2.6 8.0%

남성 183 5.6 1.3 9.5 6.3 10.1 36.6 8.5 7.5 13.2%

트리니다드

토바고

(1)

모든

성별
193 14.4 0.6 7.6 22.2 25.1 17.4 13.0 12.6 3.8%

여성 46 6.9 0.2 4.2 13.3 7.5 6.8 6.2 4.5 36.4%

남성 146 22.1 1.0 10.9 31.1 43.4 32.7 20.4 20.8 -2.0%

튀니지

(4)

모든

성별
262 2.4 0.3 2.7 2.8 3.0 7.3 2.4 2.5 -5.6%

여성 76 1.4 0.2 1.5 1.4 1.7 5.6 1.4 1.6 -17.2%

남성 186 3.5 0.4 3.9 4.4 4.3 9.3 3.4 3.4 0.9%

터키

(2)

모든

성별
5898 8.0 2.7 12.4 10.3 4.2 16.4 7.9 12.6 -37.8%

여성 1613 4.3 1.8 7.6 4.2 2.2 9.8 4.2 7.9 -47.0%

남성 4285 11.8 3.6 17.0 16.6 6.6 25.5 11.8 17.8 -33.4%

투르크

메니스탄

(2)

모든

성별
1003 19.4 2.1 25.7 30.3 22.8 18.4 19.6 15.2 28.9%

여성 197 7.5 1.2 12.0 8.0 9.4 12.0 7.5 7.0 8.0%

남성 806 31.7 2.9 39.3 53.5 38.5 28.6 32.5 24.0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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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망률

데이터의

품질)�

성별

2012년

자살자

수

(모든

연령)�

모든 연령대 및 연령별 자살률 (10만 명당)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변화율%

모든

연령
5~14세

15~29

세

30~49

세

50~69

세

70세

이상

우간다

(4)

모든

성별
4323 11.9 3.8 19.3 15.8 26.0 91.8 19.5 18.6 5.1%

여성 1278 7.1 3.0 10.0 6.9 16.4 80.7 12.3 11.2 10.0%

남성 3045 16.7 4.5 28.5 24.6 35.9 105.2 26.9 26.2 2.5%

우크라이나

(1)

모든

성별
9165 20.1 1.4 19.5 24.4 22.9 28.8 16.8 29.8 -43.6%

여성 1690 6.9 0.9 5.5 6.3 7.8 13.7 5.3 9.1 -41.2%

남성 7474 35.6 1.8 32.8 43.4 43.3 61.7 30.3 54.5 -44.4%

아랍에미리트

(4)

모든

성별
274 3.0 0.4 3.8 3.1 3.4 13.7 3.2 3.7 -12.9%

여성 31 1.1 0.2 1.8 1.0 1.9 10.9 1.7 2.5 -32.7%

남성 243 3.8 0.5 4.7 3.7 4.1 15.3 3.9 4.3 -9.0%

영국

(1)

모든

성별
4360 6.9 0.1 5.9 10.5 9.2 6.3 6.2 7.8 -21.1%

여성 960 3.0 0.1 2.5 4.3 4.0 3.1 2.6 3.4 -23.6%

남성 3400 11.0 0.1 9.1 16.7 14.6 10.5 9.8 12.3 -20.9%

탄자니아

(4)

모든

성별
7228 15.1 3.5 20.7 17.7 36.8 133.2 24.9 23.8 4.6%

여성 2445 10.2 3.1 10.7 8.3 27.5 133.6 18.3 18.6 -1.5%

남성 4783 20.0 3.9 30.7 26.9 47.2 132.7 31.6 29.1 8.8%

미국

(1)

모든

성별
43361 13.7 0.8 12.7 17.4 20.1 16.5 12.1 9.8 24.2%

여성 9306 5.8 0.5 4.7 8.0 9.2 4.0 5.2 3.8 36.6%

남성 34055 21.8 1.0 20.4 26.9 31.7 33.8 19.4 16.2 19.9%

우루과이

(1)

모든

성별
469 13.8 0.3 12.1 14.6 19.5 34.4 12.1 14.7 -17.9%

여성 108 6.2 0.1 3.8 7.4 7.4 16.0 5.2 4.9 4.5%

남성 361 22.0 0.5 20.2 21.9 33.3 65.9 20.0 26.2 -23.9%

우즈베키스탄

(1)

모든

성별
2184 7.7 1.0 8.6 10.0 14.4 19.1 8.5 10.4 -18.5%

여성 538 3.8 0.5 4.9 4.0 6.1 11.8 4.1 4.9 -16.7%

남성 1646 11.6 1.4 12.2 16.3 23.5 29.5 13.2 16.3 -19.0%

베네수엘라

(1)

모든

성별
748 2.5 0.4 3.2 3.5 3.1 5.7 2.6 6.8 -61.3%

여성 141 1.0 0.6 1.2 1.0 1.4 1.4 1.0 1.9 -48.7%

남성 607 4.0 0.3 5.2 6.0 4.8 10.9 4.3 11.8 -63.3%

베트남

(4)

모든

성별
4600 5.1 0.4 5.0 5.1 7.7 20.5 5.0 5.7 -12.2%

여성 1169 2.5 0.3 1.8 1.4 4.2 15.1 2.4 3.0 -20.7%

남성 3431 7.7 0.5 8.1 8.7 11.7 30.5 8.0 8.8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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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망률

데이터의

품질)�

성별

2012년

자살자

수

(모든

연령)�

모든 연령대 및 연령별 자살률 (10만 명당)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10만

명당)

2000년~

2012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변화율%

모든

연령
5~14세

15~29

세

30~49

세

50~69

세

70세

이상

예멘

(4)

모든

성별
733 3.1 0.8 5.2 4.6 3.8 6.7 3.7 3.6 0.3%

여성 320 2.7 0.7 5.1 3.3 2.7 5.3 3.0 3.0 1.0%

남성 413 3.4 0.9 5.2 5.8 5.1 8.3 4.3 4.4 -0.2%

잠비아

(4)

모든

성별
1346 9.6 3.0 15.4 10.4 21.5 82.7 15.7 24.4 -35.4%

여성 433 6.1 3.0 8.2 4.3 14.0 79.2 10.8 18.8 -42.8%

남성 913 13.0 2.9 22.7 16.4 29.3 87.0 20.8 29.9 -30,3%

짐바브웨

(4)

모든

성별
2281 16.6 4.1 30.9 18.5 16.4 41.6 18.1 19.2 -5.7%

여성 619 8.9 3.8 15.3 7.7 9.8 28.9 9.7 10.1 -4.0%

남성 1663 24.6 4.4 46.7 29.0 25.1 58.5 27.2 28.8 -5.6%

*� 인구 30만 이상의 WHO� 회원국은 172개국으로,� 본 추정치는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 범주,� 정의 및 방법 등을
통해 계산한 최적의 추정치를 나타내며,� 국가 공식 추정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추정치는 적절한 유효숫자로 반올
림했다.

**� 1.� 5년 이상의 자료를 이용한 포괄적 인구동태 등록;� 2.� 범위가 작고 불확정적인 원인이 많거나 최근의 결과가 없는 인
구동태 등록;� 3.�국가 인구의 샘플 등록;� 4.� 인구동태 등록 없음.

***�WHO� 세계표준인구로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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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WHO� 지역에 따라 분류한 WHO� 회원국 및 일 인당 평균소득*

고소득

Andorra,� Antigua� and� Barbuda,� Australia,� Austria,� Bahamas,� Bahrain,�

Barbados,� Belgium,� Brunei� Darussalam,� Canada,� Chile,�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uwait,�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Mona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Oman,� Poland,� Portugal,� Qatar,� Republic� of� Korea,� Russian� Federation,�

Saint� Kitts� and� Nevis,� San� Marino,� Saudi� Arabia,�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rinidad� and� Tobago,�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f� America,� Uruguay

저소득 및

중간소득

WHO�

아프리카 지역

Algeria,� Angola,� Benin,� Botswana,� Burkina� Faso,� Burundi,� Cabo� Verde,�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Congo,� Côte�
d'Ivoir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Eritrea,� Ethiopia,� Equatorial�

Guinea,� Gabon,� Gambia,� Ghana,� Guinea,� Guinea-Bissau,� Kenya,�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auritius,� Mozambique,�

Namibia,� Niger,� Nigeria,� Rwand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outh� Africa,� Swaziland,� Togo,� Ugand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Zambia,� Zimbabwe

WHO�

아메리카 지역

Argentina,� Belize,�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Brazil,� Colombia,� Costa�

Rica,� Cuba,�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l� Salvador,�

Grenada� Guatemala,� Guyana,� Haiti,� Honduras,� Jamaica,� Mexico,�

Nicaragua,� Panama,� Paraguay,� Peru,�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riname,�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WHO�

동남아시아 지역

Bangladesh,� Bhuta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dia,�

Indonesia,� Maldives,� Myanmar,� Nepal,� Sri� Lanka,� Thailand,� Timor-Leste

WHO�

유럽 지역

Albania,� Armenia,� Azerbaijan,� Belarus,� Bosnia� and� Herzegovina,� Bulgaria,�

Georgia,� Hungary,� Kazakhstan,� Kyrgyzstan,� Montenegro,� Republic� of�

Moldova,� Romania,� Serbia,� Tajikistan,�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urkey,� Turkmenistan,� Ukraine,� Uzbekistan

WHO�

동지중해 지역

Afghanistan,� Djibouti,� Egypt,� Iran� (Islamic� Republic� of),� Iraq,� Jordan,�

Lebanon,� Libya,� Morocco,� Pakistan,� Somalia,� South� Sudan**,� Sudan,�

Syrian� Arab� Republic,� Tunisia,� Yemen

WHO�

서태평양 지역

Cambodia,� China,� Cook� Islands,� Fiji,� Kiribati,�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Malaysia,� Marshall� Islands,�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Mongolia,� Nauru,� Niue,� Palau,�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Samoa,�

Solomon� Islands,� Tonga,� Tuvalu,� Vanuatu,� Viet� Nam

*� 위 분류는 2012년 Atlas의 1인당 국민총소득 추정치를 바탕으로 WHO� 회원국들을 2012년 WHO� 지역군 및 2014년 회계
연도�세계은행 소득분석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World� Bank� list� of� economies,� July� 2013).

**� South� Sudan(남수단)은 2013년 5월에 WHO� 아프리카 지역으로 재편입되었다.� 본 세계보건추정치의 개정은 이 날짜
이전의 기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남수단의 추정치는 WHO�동부 지중해 지역의 수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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