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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약 음독자살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살수단중의 하나로,� 전세계 자살의 약 1/3을 차지한다.� 농약 자

살은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남미의 농촌지역과 태평양 섬 지역에서 특히 우려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자살의 최대 60%까지를 차지하고 있다.� 농약 자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노력이 있어왔는데,� 특히 '수단 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중에서도 농촌 지역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개입 방안의 실행가능성과 효과성을 분석하는 세 가지 사례연구를 요약하여 제시

하였다.

자살을 시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행위 시 죽고자 하는 마음에 양가감정이 있으며,� 일부 자살행위는

극심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충동적인 반응이다.�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은 이러한

개인들에게 자신이 충동적으로 시도하려는 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살 예방 실천

에 있어 핵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수단통제 개입을 제대로 계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해당 개입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살방법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지역사회(community-centered)� 자살예방 실

천에 있어서는 각� 지역사회의 환경적 맥락에 맞추고자 하는 노력,� 해당 수단에 대한 현지의 관리 권한의 소

재를 파악하려는 노력,� 현지 주민들의 요구에 충실하게 반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거쳐 당사자

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입 방법을 확인한 후,� 그 방법이 왜 그리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명히 알고 시작해

야한다.

세 가지 사례연구는 농약의 안전한 이용과 동시에 지역사회 교육 및 인식 프로그램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연구들은 향후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식은 농약 관리에 대한 교육,� 급성 음

독의 규제 및 관리법 만큼이나,� 농약 자살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있어 중요한 측면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2020년까지 국가들의 자살률을 10%� 감소시킨다는 세계적인 목표의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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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률의 감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Shekhar� Saxena� 박사

책임자

정신건강 및 물질남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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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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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농약의 안전한 관리를 통한 자살 예방 실무 개관

1.� 서론 및 배경

농약 음독(self-poisoning� by� pesticide)은 자살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흔

한 자살방법중의 하나이며,� 특히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일반적이다(WHO,� 2014).� 이는 전세

계적으로 전체 자살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 거주자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특히 그렇다(WHO,� 2006;� WHO,� 2014).�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농촌지역에서는 농약 음독

이 자살의 최대 60%� 원인이 되고 있다(Gunnell� 및 Eddleston,� 2003).� 2007년에는 전세계적으로

농약 음독으로 인한 사망자가 258,000명(약 234,000~326,000명 범위)으로 추정되었다(Gunnell�

외,� 2007a).� 또한,� 농약 음독의 경우 20명이 농약 음독으로 자살을 시도하면 그중 1명 꼴로 자살사

망자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WHO,� 2014).� 이 수치는 농약 이용에 관한 문제의 규모가 매우 크

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일부 자살행위는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충동적인 반응이다.� 농약에 대

한 접근을 통제하면 해당 개인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관해 되돌아보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위기가 지나가길 기대할 수 있다(WHO,� 2014;� Gunnell� 및 Eddleston,� 2003).

자살행위가 주요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되었지만,� 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농약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부족하다.� 많은 나라에서는 음독이 하나의 중요한 자해 방법이다.� 영국과 같

은 고소득 국가의 경우,� 음독으로 자살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약물을 사용하며 관련 치사율은 1%�

미만으로 낮다(Eddleston� 및 Phillips,� 2004).� 이와는 대조적으로,� 농가에서 유독성 농약을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아시아 농촌지역의 음독으로 인한 치사율은 10~20%이다(Eddleston� 및 Phillips,� 2004).�

스리랑카 농촌지역에 대한 연구에서는 농약의 치사율이 0%에서 42%까지 다양하다고 밝혀졌다

(Dawson� 외,� 2010).� 농약의 독성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종류를 기준으로 농약의 치

사율은 약물의 음독 경우보다 최소한 10배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WHO,� 2006).

의도적이거나 의도되지 않은 농약 음독은 중국,� 인도,� 스리랑카와 같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농촌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심각한 문제이다(WHO,� 2006).� 중국에서는,� 한 연구에 의하면 농약 음독

으로 인하여 1년에 175,000명이 사망하였으며,� 그 중 89%가� 시골의 농촌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스

리랑카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농약으로 인한 치명적인 음독 발생률의 증가로 자살률이 700%� 이상

증가하였다(Eddleston� 및 Phillips,� 2004).�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에서는 농약으로 인한 음

독으로 인하여 수만 명 이상의 농촌인구가 사망하였기 때문에(Eddleston� 및 Phillips,� 200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살을 포함하여 사망원인을

WHO� 사망통계데이터베이스(http://www.who.int/healthinfo/mortality_data/en/)에 보고하는 WHO�

미주지역의 국가들 중에서,� 전체 자살 중 농약 자살의 비율은 일부 국가(예:�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가이아나,� 온두라스,� 수리남)에서 60%가� 넘는다.� 보다 체계적인 조사에 의하면,� 일부 아프리카 국가

에서도 치명적인 농약 음독이 문제가 되고 있다(Gunnell� 외,� 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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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교육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많은 자살이 충동적이라는 맥락에서 농약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역학 및 독성학 자료(epidemiological� and� toxicological�

data)에 의하면 이러한 많은 사망자는 인간에게 가장 유독한 농약의 입수 가능성 제한,� 농촌 지역사

회에서 농약의 안전하고 확실한 보관과,� 음독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품질 개선이라는 세 가

지 유형의 개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Gunnell� 외,� 2007a).

본 보고서에서는 농촌 지역사회에서 농약의 안전한 보관이라는 유형의 개입에 대한 실행가능성과

효과성을 시험하는 세 가지 사례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례연구들은 분석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약 자살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효과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나,� 농약 자살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질적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해줄 것이다.�

2.� 지역사회 중심의 개입 –� 농약의 안전한 관리 방안

몇 년 전에,� WHO의 범세계적 자살예방계획(SUPRE)의 일환으로,� 농약 음독으로 인한 의도적인 사

망과 의도하지 않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농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야간(intersectoral)�

세계보건계획이 시작되었다.� 그 목표는 농약 음독에 관련된 질병율(morbidity)과 사망률(mortality)을

줄이는 것이었다(WHO,� 2006).

WHO� 내에서,� 정신건강 및 물질남용국(Department� of�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폭력 및 상해예방 및 장애국(Department� of� Violence� and� Injury� Prevention� and� Disability)과 화

학물질 안전증진 프로그램(Programme� on� the� Promotion� of� Chemical� Safety,� 현재의 환경보건에

관한 검증 및 정책 부문(Unit� for� Evidence� and� Policy� on� Environmental� Health))은 모두 WHO�

내외의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분야간 세계공중보건계획(intersectoral� global� public�

health� initiative)을 발전시키자는 데에 공통의 관심과 우려를 공유하였다.� 이 계획에는 그 시행을 위

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구성요소가 있다.

1. 개선된 농약 정책의 검토 및 권장

2. 농약 데이터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시행

3. 농약을 음독한 사람들에 대한 의료관리 및 정신건강 치료의 개선

4. 다양한 수준의 교육 제공

5. 의도적·비의도적 농약 음독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화

긴급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2006년 5월에 처음으로 두 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어,� 농약 음독에

의한 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하면서도 효과적인 지역사회 개입에 관한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WHO,� 2006).� 그 후 이는 2007년 12월에 열린 후속 회의에서 확장되었다.� 이 두 번째 회의에서는

농약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개입에 관한 타당성 시범프로젝트를 전문가들이 논의

하였다.� 전문가들은 그 때 논의되었던 세 가지 개입방법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아래에 제시하였다

(WH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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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기대했던 결과는 시범사업을 위한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프로젝트가 수행될 수 있는 현장

을 확인하며 주요 조사위원들을 찾는 것이었다(WHO,� 2008).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제출되었으며 완결되었다.

1. 중국:� 농약 보관함 사업과 자살 예방 교육을 병행

2. 인도:� 농약의 공동 보관 및 관리

3. 스리랑카:� 가내 농약 안전 보관 및 관리

이 세 가지 개입방법은 심리사회적 개입과 함께 수행되었다(WHO,� 2008).� 선정 단계에서 제시된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내용은 그 당시 제작된 간행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WHO,� 2006;� WHO,�

2008).

이 프로젝트는 전체적으로 3년 이상 동안 진행되었다.� 아래에 제시된 사례연구는 세 가지의 매우

다른 프로젝트 유형과 배경을 조사하며,� 농약 음독에 대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에 크게 필요한 통찰력을 자살예방 분야에 제공하고 있다.

전세계의 전체 자살사고에서 농약 음독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안할 때,� 이러한 지역사회 개

입의 결과와 농약 교육 및 규제에 관한 다른 연구(Cha� 외,� 2015;� Gunnell� 외,� 2007b;� Ito� 및

Nakamura,� 2008;� Knipe� 외,� 2014;� Myung� 외,� 2015;� Mann� 외,� 2005;� Pearson� 외,� 2013)의

결과는 농약 자살 감소에 관한 향후 권고사항을 향하여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농촌지역에서 농약

의 안전한 보관에 관한 지역사회 개입은 각� 지역사회의 상황을 고려하고 현지인들의 주인의식에 중점

을 두어 시행되어야 한다.� 적절하게 시행되는 경우,� 농약의 안전한 보관은 농약 음독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분야 접근방법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농약 음독을 다루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방법은 지역사

회 참여 및 교육,� 농약 규제,� 규정의 시행 및 집행,� 농약 음독에 대한 임상치료 접근성의 향상,� 교육

및 감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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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지역사회 차원의 개입 –� 세 가지 사례 연구

본 보고서의 2부에서는 농약의 안전한 보관을 통해 의도적·비의도적 농약 음독의 위험을 최소화시

키기 위해 중국,� 인도 및 스리랑카의 농촌 지역사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세 가지의 타당성 시범프로젝

트를 소개한다.� 이들 프로젝트는 농약 및 자살과 관련된 위험요소에 관한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과 함

께 농약의 안전한 보관의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을 조사하였다.� 각�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상황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각� 프로젝트는 농약 보관과 안전 및 인식제고 캠페인을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게 조율

해야 하는 중요성을 철저하게 조사한다.� 사례연구는 보다 지속가능한 농약 보관에 관하여 교훈과 아

이디어를 제공한다.� 사례연구이다 보니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질적인 면에서 풍부한 정

보를 담고 있다.� 본 사례연구들은 이러한 유형의 지역사회 개입을 조사하고 향후 활용 가능성을 제시

하여 중요한 출발점이 되지만,� 연구결과는 더 넓은 범위의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각� 사례연구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해결 방법과 제언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Ÿ 요약

Ÿ 배경 및 상황

Ÿ 연구의 내용과 결과

Ÿ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

Ÿ 어려움의 극복과 해결

Ÿ 사례 연구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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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연구 1:� 중국 -� 농약 보관함 사업과 자살 예방 교육을 병행

“저희는 더 이상 농약 병을 마당 또는 쉽게 접근 가능한 어느 곳에도 생각 없이 놓지 않아요.� 과거

에 누구나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장소에 농약을 놓았을 때에는,� 다툼이 있는 동안 몇몇 사람들이 농약

을 가지고 가거나 마실 수 있었습니다”� –� (중국의 농약 보관함 프로젝트 참여자로부터 인용)

요 약

중국 농촌지역에서 농약 음독은 전체 자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농약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전략의 수립은 자살예방 노력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많은 농가가 농약을 일상적으로 집

안에 보관하는 농촌 지역사회에서 특히 그렇다.

본 시범프로젝트는 자살률이 비교적 높고 농약을 자살수단으로 흔하게 사용하는 산시성

(Shaanxi� Province)에 위치한 농촌지역의 한 현(county)에서 농약 접근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개

입방법을 수립하고 평가하였다.� 처음에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지역의 전체 자살 및 자살시

도를 확인하였다.� 그 후에,� 그 현(county)의 10개 구(township)중 2개 구(개입 구)의 모든 농가에

10,000개 이상의 농약 보관함(lockbox)� 및 자물쇠를 배포하였으며,� 배포 후 2년 동안 보관함의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개입 구에서 보관함의 사용을 감시하기 위

해,� 그 후 3년 동안 6회의 인터뷰가 수행되었고,� 지역사회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집단토론(focus� group� discussion)이 도입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개입 구에서 자살률과 자

살시도율의 변화(이전과 이후)를 8개 구(control� township)의 자살률 변화와 비교하였다.

개입 구와 비교 구는 모두 6년간(2009~2014년)의 연구 기간 동안(자살사망과 의료기관에 의뢰

된 자살시도를 모두 포함한)� 자살시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개입 구의 감소가 비교 구보다 더 크

지만(22%� 대 12%),� 이 차이는 개입 집단의 자살률이 기본적으로 더 높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 평균 회귀).�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메시지를 도출할 수 있다.

(1) 개인 행동에 기반하는 자살수단 통제전략은 (개인 또는 가정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지속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2) 지역사회에 기반한 자살수단 통제전략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려면,� 대규모 표본,� 자살시

도율 및 기타 잠재적인 변수가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비교 지역사회,� 지역사회 구성원의 개입

준수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대상 지역사회에서 치명적 자살 및 비치명적 자살 행위의 정확한

감시와,� 최소한 3~5년간의 후속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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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상황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기반 개입의 평가를 목표로 하는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선정된 지역사회

는 면적이 충분히 넓고 개입 지역사회와 비교 지역사회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기 위

해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의 총 수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개입이 농약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농약 음독이 흔한 자살방법인 지역사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

하였다.�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메이 현(Mei� County)을 선정하였다.� 메이 현은 농업이 주요 산업인

산시성의 한 현으로,� 자살률이 비교적 높으며 농약(제초제 및 쥐약 포함)� 음독자살이 많다.

메이 현에는 두 개의 현-차원 종합병원과 열개 구(township)-차원 종합병원이 있어서,�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를 거의 모두 진료하고 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지역 질병관리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및 12개 병원과 협력하여,� 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살 및 자살

시도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보고시스템을 개발한 후에는,� 관련 개인의 거주지,� 자살이나

자살시도 방법과 기타 특성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모든 자살과 자살시도가 3개월마다 보고되었

다.

메이 현에는 열 개의 구(township)가� 있다.� 주요 수입원이 농산물인 2개의 인접한 구가 개입 구로

선정되었다.� 첫 번째 구인,� Henqu� 구는 14개 행정단위 부락과 7,068가구로 구성되어있으며 94%가�

농가이고,� 두 번째 구인,� Huaiya� 구는 10개 행정단위 부락과 4,663가구로 이루어져있으며 94%가�농

가이다.� 메이 현에 있는 나머지 8개 구는 개입이 없는 비교 구로 활용되었다.�

현지 제조업체는 10,200개의 목제 보관함을 개당 미화 8달러 가격으로 제작하였다.� 보관함은 노란

색으로,� 방수 처리되어 있으며,� “농약 보관함”라는 한문과 무료 전국 자살상담 전화번호를 표시하였

다.� 각� 보관함에는 2개의 자물쇠가 제공되었다.� 이 보관함을 배포하기 위하여 (1)� 보관함을 이용하여

농약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의 중요성 (2)� 사람들이 자살 징후를 나타낼 때 이를 인식하고 개입하는

방법 (3)� 전국 24시간 자살개입상담 전화번호의 이용을 강조하는 교육자료를 작성하였다.

2010년 1월에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보관함을 배포하기 위하여 계획된 절차가 시행 가능하도

록 준비하였다.� 2010년 4월,� 선정된 2개 구에서 농약을 사용한다고 보고된 10,134개 가구(구 내의

전체 가구 중 85%)에 현지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 보관함과 교육자료를 배포하였다.� 전체 가구의 약

50%에는 학생들이 보관함을 설치하였으며(즉,� 주택 내의 벽에다 부착),� 다른 경우에는 거주자가 직

접 보관함을 설치하였다.

보관함을 설치한 후,� 지역사회 단체,� 지역사회 지도자,� 현지 농업전문가와 현지 학교들은 가구주들

의 보관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참여하였다.� 여기에는 콘테스트(contest),� 사회활동과 다

양한 유형의 교육자료 배포가 수반되었다.� 가정에서 농약 및 기타 독극물의 안전한 사용과 보관에 관

한 52번의 발표회가 현지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었고,� 교육 비디오가 방송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보관

함을 설치한 후 2년 동안,� 연구그룹이 준비하여 6개월마다 수행하는 특정 활동과 함께 계속되었다.�

프로젝트 시작 후 5~7개월 간격(예:� 7,� 12,� 19,� 25,� 31개월)으로 대상 현에 있는 전체가구 중 무작

위로 선별된 10%를 방문하여 가구주의 보관함 사용 유무와 사용방법을 확인하였다.� 보관함 사용의

준수 또는 미준수에 대한 사유를 기록하였다.� 보관함 배포 후 36개월 만에,� 100%의 가구를 방문하



SAFER� ACCESS� TO� PESTICIDES� FOR� SUICIDE� PREVENTION

226�자살 예방 문헌집

였다.� 자살과 치료를 받은 자살의 전체 비율과 개입 현 및 비교 현에서 농약 음독자살과 시도율은

2009년에 기본적으로 평가되었으며,� 2014년까지 매년 평가되었다.

(2)� 연구의 내용과 결과

보관함을 배포한 후 6번의 시점에서 보관함 사용에 관하여 시행한 지역사회 평가결과에 의하면 집

안에 농약을 보관하는 가구 중 거의 전체가 보관함을 이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소수의 가구

만이 실제로 보관함을 잠근다.� 보관함 배포 후 1년 동안에는,� 가구의 약 30%가� 보관함을 잠갔으며,�

2년차에는 20-25%가� 보관함을 잠갔고,� 3년차에는 교육활동이 중단된 후,� 가구의 4~13%만이 보관

함을 잠갔다.� 보관함을 배포한 당시에 제공된 자물쇠를 모두 사용하는 가구는 거의 없었다.

자살 및 의사의 치료를 받은 자살시도는 2009년(개입하기 전년도)에서 2014년(개입 시작 4년후)

까지 개입 현과 비교 현에서 감시되었다.� 기본적으로,� 개입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의 자살률은 비슷하였

지만(10만명당 각각� 11.8명 대 12.6명),� 예상외로 개입 현에서의 치료를 받은 자살률이 비교 현보다

훨씬 높았다(10만명당 각각� 92.7명 대 54.9명).� 따라서 개입 현과 비교 현을 비교할 때,� 자살 및 자

살시도의 절대 비율이 아니라 변화를 비교하였다.� 기준 비율(2009년)과 개입 시작 후 4년간의 비율

(2011~2014년)을 비교한 결과,� 자살률과 치료를 받은 자살률의 합계는 8개 비교 현에서 12%�감소

하였고(10만명당 67.4명에서 59.6명),� 2개 개입 현에서는 22%� 감소(10만명당 104.5명에서 81.4

명)하였으며,� 개입 집단의 보다 급격한 비율 감소는 기본적으로 개입 지역사회의 자살률이 비교 지역

사회보다 매우 높음으로 인해 영향 받은 것일 수도 있다(연구 시작 후 발견한 사실).� 농약을 사용한

자살 및 치료받은 자살의 비율은 개입 현(2009년의 81%와 2011~2014년의 81%)과 비교 현

(2009년의 69%와 2011-2014년의 73%)� 모두에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프로젝트 시작 시점에서 실시된 인터뷰와 개입 현에 보관함을 설치한 후 6개월 및 18개월 시점에

서 수행한 인터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a)지역주민들은 농약 보관용 보관함

의 사용에 긍정적임 (b)대부분의 응답자가 보관함은 분실,� 손상,� 도난과 어린이나 동물의 복용 가능성

을 방지하는 편리한 보관장소를 제공한다고 생각함 (c)대부분의 응답자는 보관함의 홍보와 지역사회

의 자살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교육사업에 찬성함.

(3)�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

개입 지역사회의 가구주는 프로젝트 초기에 “무료”� 보관함을 받고 싶어하였다(어떤 사람은 2~3개

씩 받으려고 하였음).� 개입에 관한 다양한 교육은,� 소수의 지역사회 구성원들만 이 활동에 참석하였지

만,�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졌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보관함을 이용하여 농약을 보관하였지만,� 실제

로 보관함을 잠그는 비율은,� 특히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교육이 중단된 후에,� 매우 급속히 감소하였다.�

열쇠 하나는 남편이 관리하고 또 하나는 아내가 관리한다는 2개의 자물쇠를 이용하는 원래의 계획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해보였지만 실제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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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려움의 극복과 해결

1만 가구 이상에 제공한 보관함 이용과 관련하여 두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특정 가정이 구입

한 농약의 양을 보관할 수 있을 만큼 보관함이 충분히 크지 않았다.� 둘째,� 5년이 지난 후에 많은 목

제 보관함가 노후화되었다(일반적으로 외벽에 부착되어 사용되므로 비바람에 노출됨).� 이는 금속 보관

함이 커질수록 비용이 적어도 2배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보관함을 배포할 수 있는 가구의 수가

제한된다는,� 연구 시작 시에 재정을 고려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는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일 뿐이었다.�

돌이켜보면,� 더 견고한 보관함을 제작하여 추가적인 보관함을 제공하지 않는 편이 더욱 경제적이었을

수 있다.

(5)� 사례 연구의 제언

본 시범프로젝트에서는 하나의 자살예방 전략으로서 농약 보관함의 가치에 관한 후속 작업에서 고

려해야 할 다음과 같은 다수의 방법론적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Ÿ 개입 환경이나 비교 환경(즉,� 보관함을 설치하거나 설치하지 않음)에 지역사회표본(10개 이상

의 지역사회)을 배정하려면 cluster� randomization을 이용해야 함.� 그러나 이와 같이 크고 복

잡한 연구는 수행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경에서 실용적이지 못함.� cluster�

randomization� 연구가 아닌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개입 지역사회와 (자살률 및 자살시도율,�

경제적 수준,� 농약을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 등이)� 일치하는 지역사회에서 개입 전후의 자살시

도율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 보관함 설치의 잠재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평가됨.

Ÿ 개입 지역사회와 비교 지역사회에서 자살률 및 자살시도율과 그 방법을 감시하는 것은 개입이

실제로 자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임.� 자살률과 자살시도율이 기본적으

로 낮다면,� 선정된 지역사회가 충분한 횟수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하며 장시간 추적

해야 함.� 한 가지 방법(예:� 농약)에 대한 접근이 통제되는 경우 다른 자살 방법으로 대체되는

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최소한 3~5년 동안 지속되어야 함.

Ÿ 가정 내의 농약 보관함 설치는 가족들이 실제로 그 보관함을 이용하여 농약을 보관할 경우에

만 자살예방 수단으로서 효과적일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경과하여도 지속 가능한 개

인 차원의 행동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려면 개입이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대중홍보

캠페인을 통해 개입에 대한 일반인과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Ÿ 대상 지역사회에서 홍보 캠페인과 개입 자체가 충실하게 시행되는 정도에 대한 평가는 개입이

효과가 있었거나 없었던 이유에 관한 필수 정보를 제공함.� 예를 들어,� 보관함을 제공한다고 하

여 가정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으며,� 사용한다 해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용 횟수

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관함의 사용 정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함.� 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까

지를 사업의 일부로 기획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임.

결론적으로,� 본 프로젝트에서 강조하는 주요 메시지에는 수단 통제가 독립형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

반적인 자살예방 전략의 일부임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이 포함되어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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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전략에서 수단 통제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판단하고 지역사회 별로 수단 통제 계획을 수립하

려면,� 그 지역사회의 치명적 자살행위와 비치명적 자살행위에 사용되는 방법의 분포를 파악해야 한다.

지역사회 기반의 자살방법 통제전략에 관한 후속 연구의 초점은 가정 차원에서 요구되는 행동 변

화와 관련된 지속적인 규칙 준수를 강화시키는 요인에 맞추어져야 한다.� 이는 더 쉽게 준수할 수 있

게 하는 개입방법의 특성에 관한 자세한 조사와,� 규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장려하는 지역사회

교육 및 인센티브의 유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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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연구 2:� 인도 –� 농약의 공동 보관 및 관리

“2개월 전,� 저는 술을 조금 마시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다투었습니다.� 저는 속상해서 농약을 마

시고 죽어버리려고 했습니다만...[그러나]� 저희 농약은 모두 공동 보관 시설에 보관되어있어요.� 저는

그 시설 때문에 오늘 살아있습니다”� –� (인도의 공동 농약 보관 프로젝트 참여자로부터 인용)

요 약

인도 남부 농촌지역의 농약 공동보관 시범프로젝트의 기본 개념은 단순하였다.� 농약을 눈에 보

이지 않게 보관하고 가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다면 농약 음독으로 인한 자살 및 자살시도의 발

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인도에서 이러한 종류로서 최초

의 프로젝트였다.� 그 목표는 사람들의 집에서 농약을 공동시설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실제로

자살 및 자살시도의 위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었다.

범위가 한정되어 중앙집중식 공동보관시설의 도입과 개입 지역의 자살시도 및 자살 건수 감소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없었지만,� 본 연구는 인도 농촌지역에서 이러한

유형의 지역사회 개입의 실행가능성 및 수용성의 다른 중요한 측면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

(Vijayakumar� 외,� 2013).� 중요한 것은 본 연구가 자살예방에 있어서,� 특히 지역사회에 의한 지역

사회 보관센터의 수용과 지역회의(panchayat,� 지방자치단체)� 지도자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의 필수적인 본질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본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참여자가 보관시설이 유용하며 받아들일 수 있음을 밝혔다.� 더욱이,�

관련 지역사회 교육과 인식제고 노력으로 지역사회에 농약 가정보관 위험에 관한 인식이 높아졌

으며,� 가정의 농약 보관은 프로젝트 시작 전의 44%에서 개입 지역 2곳에서 추적조사 시 7%로

감소되었다.

현장의 기본적인 차이와 소규모 연구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농약자살 및 자살시도의 감소를 반

드시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 초기 연구의 성공은 오히려 그러한 계획이 안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농약 자살 문제에 관심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을 알게 됨에 있었다.� 또한,� 어린이,� 도난,� 손실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보관을 통하여 시간과

비용 절감 형태의 이중 혜택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개입을 수용할 가능성이 더 커짐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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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상황

본 시범프로젝트는 2만2천 건으로 알려진 2006년 인도의 농약 자살을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Ministry� of� Home� Affairs,� 2006).� 이 수치가 감시 및 등록 부족으로 인해 실제의 농약 자살건수를

너무 적게 추산하고 있다는 점은 널리 인정하고 있다.� 실제 수치는 6~9배 더 클 수 있다

(Gajalakshmi� 및 Peto,� 2007).� 다른 연구들은 훨씬 더 큰 수치를 추정하였으며,� 한 연구에서는 인도

전체에서 연간 최대 42만 건의 자살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중 12만6천 건이 농약 음독으로 인한 것

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Gunnell� 외,� 2007a).�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인도에서 남성 자살의 49%

와 여성 자살의 44%가�농약 음독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Patel� 외,� 2012).

문제의 규모를 감안하여,� Chennai의 Sneha자살예방센터와 영국의 옥스포드대학 자살연구센터에서

는 국가보고서(national� review)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남부의 여러 주에서는 농업인의

자살률이 특히 높았으며,� 농약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농약 음독이 자살에 흔히 사용하는 방법

이라 한다.� 그 보고서 후에,� 지역사회 내에서 농약을 중앙집중식으로 보관하자는 아이디어가 검토되

어,� 본 시범프로젝트로 이어지게 되었다(WHO,� 2006).

시범프로젝트의 위치는 인도 남부,� Tamil� Nadu의 Kattumannarkoil� Taluk이었다.� 2개의 개입 지

역과 2개의 비교 지역(개입 없음)은 다량의 농약 사용이 필요한 화훼 재배(floriculture)에 종사하고

있다.� 개입 지역인 Kandamangalam과 Kurungudi는 1달에 2번 살포하는 작물인 재스민(jasmine)�

재배에 주로 종사하고 있었다.� 중앙집중식 보관용 라커는 2개의 개입 지역 각각에 건설되었다.� 영향

을 측정하기 위해,� 인터뷰가 프로젝트 시작 시에 수행되었으며 18개월 후에 다시 수행되었다.� 시설

이용에 관한 정보와 중앙집중식 보관시설 및 농약 자살에 대한 태도를 수집하였다.� 감시 시스템이

시작되었으며 그 후 프로젝트 전체에 걸쳐 지역에서 유지되었다.� 모든 가정을 방문하여 자살과 자살

시도에 관해 질문하였으며 어떤 자살에 대해서도 심리 부검(verbal� autopsy)을 수행하였다.� 연구기

간 동안에는 의사,� 교사,� 병원직원 및 경찰관들과 매달 인터뷰하여 자살과 자살시도를 기록하였다.

(2)� 연구의 내용과 결과

개입 지역과 비교 지역의 프로젝트 시작시의 데이터와 추적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프로젝트 시작

전에는 (18개월 동안)� 개입 지역에서 자살 10건 및 자살시도 16건 그리고 비교 지역에서 자살 0건

및 자살시도 5건이 있었다.� 개입이 시작된 후 18개월 동안(추적 관찰 시작 전)에는 자살 2건 및 자

살시도 3건(개입 지역)과 자살 2건 및 자살시도 2건(비교 지역)이 있었다.

최초 조사 시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중앙집중식 보관

시설을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질적 연구로,� 기준 데이터와 특성이 모두 다른 2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영향력이 산출되지 않았고 또한 양적 분석을 허용할

만큼 표본 크기도 충분하지 않았다.� 개입 지역에서 자살 및 자살시도의 감소는 반드시 전후 맥락을

고려한 후 해석되어야 하며,� 중앙집중식 보관시설의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영향인 결과로 보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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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및 자살시도의 감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본 시범프로젝트에서 얻은 다른 중요한 질적 결

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지역사회 보관시설을 이용했던 사람들 중 누구도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

살로 사망하지 않았다.� 실제로,� 한 당사자는 자살 충동을 느꼈으나 중앙집중식 보관시설이 자신의 농

약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충동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를 중단시키는 수단이었다고 언급하였음이

보고되었다.� 이는 의미 있는 최초 발견으로서 규모가 더 큰 연구에서 보다 상세히 분석해야 할 필요

가�있다.

농약의 중앙집중식 보관은 가정과 농지에 이중으로 보관되어왔던 농약의 양을 감소시켜 결국에는

농약으로의 접근을 줄였으며,� 또한 그 시행에 있어서 본 프로젝트는 전체 지역사회의 참여를 가능하

게 했다.� 이러한 참여는 문제의 인식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대상집단 토론(focus� group�

discussion)의 결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과 위험 요인에 관해 이야기하며,� 이는 사람들이 혼자

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이며,� 따라서 그들은 덜 외롭다고 느

낄 수 있다.� 지역사회 참여의 증가는 아마도 중앙집중식 보관 계획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일 것이다.

(3)�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

본 연구는 농약 자살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개입 전략으로서 농약의 중앙집중식 보관에 대하여 실

행 가능성과 수용성을 조사하였다.� 모든 농약은 각� 개입 지역의 한 중앙위치에 보관되었다.� 이는 안

전한 보관이란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약으로의 적시 접근이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보관방식이 유용하며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각각� 167개 및 132개의 라커형 보관함이 개입 지역들에 총 미화 1,500불의 비용으로 제작되었

다.� 직원채용 비용 및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중앙집중식 보관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은 추가로 1개월

에 미화 115불이 발생하였다.

남성과 여성이 따로따로 대상집단 토론을 진행하여,� 중앙집중식 보관의 개념에 관한 자신들의 견해

와 농약 자살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게 되었다.� 두 지역 모두에서 프로젝트 시작 시에 총 8회의 대상

집단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18개월간의 추적연구에서는 4회의 대상집단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

한,� 기록부에 사용 및 사용 빈도를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248가구 또는 전체 가구의 23.3%가� 보관시설을 이용하였다.� 그 중,� 134가구는 항상

그 시설을 이용한다고 보고하였으며,� 그렇게 하는 두 가지 주요 동기는 보관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이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가구는 815가구였으나,� 이들 중 42%가�토지를 소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관 라커의 사용과는 관계가 없었다.

중앙집중식 보관장치의 용량 면에서,� 한 중앙집중식 보관장치의 74%가� 사용되었으며,� 농사가 불

가한 우기에는 29%로 감소하였다.� 두 번째 개입 지역에서는 94%의 사용량으로 보고되었으며,� 우기

에는 43%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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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수준이 높고 시설을 사용하는 가구 수가 많았다는 점은 두 지역에서 그 시설이 유용하며 받

아들일 수 있는 시설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더 많은 결론을

내리려면 보다 장시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하게는,� 당사자들이 오전 7시부터 오후 7

시까지 언제든지 보관함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앙집중식 보관장치는 당사자들이 들판에서 농

약의 사용이 필요할 때 농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개인 열쇠를 가

지고 있었으며 또한 예비용 열쇠를 4명의 관리자가 각각� 보관하였다.� 관리자들은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장하는 그 가용성의 중요성을 비롯하여 공동보관 옵션의 중요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았

다.� 또한,� 농약의 안전한 폐기에 관한 교육도 받았다.

중앙집중식 보관시설의 유용성에 대하여 언급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이었다.� 대상 집

단의 참여자들의 85%가� 도난 및 손상이 감소되었음을 지적하였으며,� 62%가� 어린이의 농약 복용과

기타 사고 측면의 안전성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고,� 60%가� 이동시간 및 비용을 절약했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정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도시에 가서 농약을 구입하였으나,� 안전한

보관시설 덕분에 도시에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역회의(panchayat,� 지방 자치 단체)�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중앙집중식 라커 시스

템의 이점을 지지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켰기 때문에 중앙집중식 보관시스템의 유용성은 보다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 시스템이 왜 시험되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되었다.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관시설의 위치가 핵심으로 보여졌으며,� 멀리 떨어져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보관장치를 만들자는 의견이 포함되었다.� 또한,� 대상 집단 참여자들은 정부가 이 계

획을 인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4)� 어려움의 극복과 해결

중앙집중식 보관장치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문제 및 과제가 다음과 같이 제기되었다.

Ÿ 당사자들은 중앙집중식 보관장치에서 2km� 이내에 거주해야 함.� 35%의 사람들이 집이나 밭

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장치를 이용하지 않았음.

Ÿ 관리자가 항상 제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당사자들이 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하였음.

Ÿ 관리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설에 보관된 농약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시범프로젝트 자체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하기 어

려웠다.

Ÿ 개입 지역의 사람들(75%)이 비교 지역의 사람들(55.8%)보다 부채비율이 높았음.

Ÿ 개입 지역(50.6%)은 비교 지역(38.9%)보다 농약을 더 많이 사용하였음.

Ÿ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이 지역의 자살률 감소가 개입 자체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판단하

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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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 연구의 제언

본 시범 프로젝트에서 얻은 주요 교훈은 다음과 같다.

Ÿ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중앙집중식 보관장치의

위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Ÿ 자살 위험만을 다루기보다는 “두 가지 혜택”으로 인식할 경우,� 중앙집중식 보관장치의 유용성

과 사용률이 증가함.� 이와 같은 경우,� 이러한 추가 혜택에는 대량 구매로 인한 비용절감 가능

성,� 도난 위험의 감소,� 어린이들이 우연히 농약을 복용할 위험의 감소가 포함됨.� 또한,� 사용하

는 농약의 품질이 더 좋았으며,� 이전에 농약을 묻은 곳을 잊어버렸을 때 발생했던 낭비를 없

앴다고 당사자들이 보고하였음.

Ÿ 강조해야 할 사항은 당사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임.� 관리자가 보관장치

를 잘 점검하지 않거나,� 형편없이 감시하는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이

는 보관장치의 감시자/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함.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집에 보관하는 비율은 프로젝트 시

작 당시의 44%에서 추적조사시의 7%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감소는 시범프로젝트가 개입 지역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

다는 사실을 보관시설 덕분으로 돌리는 한 당사자에 의해 감동적으로 입증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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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 연구 3:� 스리랑카 –� 가내 농약 안전 보관 및 관리

“아이들은 안전하며,� 모두 안심하고 있어요.� 아무도 충동적으로 농약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 (스

리랑카의 농약 보관함 프로젝트 참여자로부터 인용)

요 약

농약 음독이 스리랑카에서 가장 흔한 자살방법이므로,� 이러한 현상에 가장 취약한 스리랑카 농

촌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였다.� 농가의 주택 주변에 농약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함이 제공되었다.� 기획 취지는 농약으로의 접근이 더 어려워진다면 농약에 접근하기까

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특히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농약 자살 발생

률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본 시범프로젝트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가의 안전한 보관함의 도입과 자살 발생률

감소 사이의 연관성에 관하여 어떠한 결론도 이끌어 낼 수 없었다.� 농약 음독에 의한 의도적인 자

해는 비교 지역보다 개입 지역에서 약간 더 많았다.� 그러나 이 수치는 너무 작아서 더 광범위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으며 또한 영향력 산출이 부족하였다.

18개월 후,� 보관함을 지급받은 농가 중 93.6%가� 농약 보관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고했으나,� 동

일 시점에서 조사한 결과 실제로 잠겨진 보관함의 수는 63.5%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보관

함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 주지만,� 아마도 올바른 사용법의 중요성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시범프로젝트는 또한 빈 농약용기의 안전한 폐기에 대한 수용가능성의 검토를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농가 중 81.9%가�빈 용기의 폐기방법을 바꾸었다고 보고하는 등,� 본 연구는 긍정

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모니터링 자원봉사자를 동원하여 농가와 모니터

요원이 보고한 결과를 조합한 효과를 처음으로 조사하였다.� 농가들은 모니터링 요원의 방문을 소중

하게 여겼지만,� 점검과정에서 많은 보관함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니터링 요원

이 보관 행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경시킬 수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시범프로젝트에 의하면,� 가족,� 특히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키고 농약 낭비와 도난으로 인한 손실

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보관함이 유용하며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개입이 자살예방 가능성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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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상황

농약은 여러 해 동안 스리랑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국민 특유의 충동적인 성향과 결합

되어 자살률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스리랑카의 Sumithrayo와 영

국 옥스포드대학의 자살연구센터(Center� for� Suicide� Research)는 2004년에 가정 내에서 보관함에

농약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들은 보관함을 도입한 후 18개월

만에 연구에 참여한 농업인의 96%가� 성공적으로 보관함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불

과 1년 후,� 이 수치는 60%로 감소되었다.� 올바른 사용법을 지키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였다.� 본 시범 프로젝트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초기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지역의 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정기적인 점검이 수반되도록 하였다(WHO,�

2006).

안전한 보관에 관한 시범 프로젝트에서는 개입 지역이 Allegala와 Mahensenpura의 두 곳이었다.�

두 곳의 유사한 지역인 Gothabayapura와 Polgahawelana가�비교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주요 작물

은 쌀,� 바나나,� 칠리와 참깨였다.� 개입 지역에서는,� 두 지역에서 농약을 취급하는 모든 농가가 포함되

도록 570가구에 보관함을 제공하였다.� 보관함을 지급하는 것 외에도 보관함을 부착할 수 있는 위치

와 잠금상태를 유지하고 열쇠를 숨겨야 하는 중요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보관함의 이용에 대한 태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프로젝트 기간인 2008-2012년 동안 몇

차례의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또한,� 보관함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록하도록 지역사회

모니터링 요원에게 요청하였다.� 그 외에도,� 지역 병원과 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지역의 자살 통계를

수집하였다.

(2)� 연구의 내용과 결과

보관함을 배포하였던 2008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의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개입 지역에서

는 8건의 자살(농약 자살 3건,� 모두 보관함이 있는 집에서 발생)과 47건의 자살시도(농약 24건,� 그

중 21건은 보관함이 있는 집에서 발생)가� 있었으나,� 비교 지역에서는 3건의 자살(농약 자살 2건)과

44건의 자살시도(농약 19건)이 있었다.� 개입 지역에서 자살과 자살시도가 많다는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특히 24건의 사건이 보관함이 있는 집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 경우에는

오직 개입 지역인 2개 곳에만 집중해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있다.� 자살과 자살시도 수치만으로는 질

적이고 의미있는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이러한 개입이 향후에 어떻게 개선될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터뷰는 프로젝트 시작 시와 프로젝트 시작 후 10일,� 6개월,� 18개월 이내에 수행되었다.� 이 인터

뷰 내용으로 개입의 몇 가지 혜택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보관함에 표시한 다음과 같은 메시지에 긍

정적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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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은 당신의 분노,� 마음의 고통과 절망에 대한 해답이 아닙니다.� 자신의 분노와 슬픔에 관

하여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모든 농약과 다른 독성물질을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함에

보관하고 안전하게 잠그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 메시지를 보는 것의 중요성과 메시지의 충동 완화에 대한 효과를 언급

하였다.�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신이 매우 속상하고 슬퍼할지라도 이 메시지는 당신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줍니다”� –� (스리랑카

의 농약 보관함 프로젝트 참여자로부터 인용)

이러한 언급은 당사자들이 바라본 이 계획의 중요성과 메시지가 만들어내는 변화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또한,� 보관함이 배포된 가정의 93.6%가� 농약을 보관하는 데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2012년

1월의 마지막 인터뷰에서는 68.9%의 가구가 보관함을 항상 사용하며,� 15.5%는 대부분의 시간에서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보관함의 사용빈도가 증가하여,� 연구가 시작될

때와 비교하여 연구가 끝난 시점에서는 보관함을 항상 이용하는 가구가 20%� 증가하였다.� 이는 자택

주변,� 바람직하게는 바깥벽에 설치한 가구들이 보관함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 요원 자원봉사자 대부분이 보관함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한 방문에 환멸을 느끼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최종 인터뷰 시점에서는 방문을 줄이거나

완전히 중단하였다는 점이다.� 모니터링 요원들은 방문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보관함을 잠그지 않고

있으며,� 행동 변화를 권고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보관함을 사용하는 가구

의 93.6%� 중에서 63.5%만이 실제로 보관함을 잠그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요한 발견이며,� 보

관함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사용이 어린이의 안전과 자살 예방 모두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

하여)�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습관화까지 이어지는 데에는 격차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행동

이 변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주민들은 보관함을 잠그는 것의 이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초기에는 보관함의 설치가 농약 자살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고,� 학교 및

지역사회 모임을 통해 일부 지역사회 교육이 제공되었음에도,� 지역사회 대화의 활성화,� 보관함의 올바

른 사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살예방 전략에 관한 전반적인 후속조치가 부족하였다.� 이를 통해,� 행

동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려면 보다 일관성 있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 가장 부족하였던 점은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대규모의 지

역사회 차원의 대화와 연대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모니터링 역할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의 헌신을 늘리려는 노력은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 분석되어야 한

다.� 또한,� 대상집단 토론을 이용하면 농약 자살을 지역사회 문제로 부각시키고 더 많은 대화를 장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보관함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

관함을 잠그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 그리고 보관함뿐만 아니라 자살예방 자체에 대한 인식

변화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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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

본 시범프로젝트에서는 농약에 대한 접근성을 줄임으로써 농약 자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에 보관함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라커 방식의

보관함은 두 개입 지역에 있는 모든 농가에 배포되었으며,� 많은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로 입

증되는 바와 같이,� 농약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관시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보관함이 잠겨있는지 확인하고,� 보관함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를 농가에 제공하

며,� 곤경에 처하여 자살 위험이 높아 보이는 사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람이나 가족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 내의 모니터링 자원봉사자 형태의 지역사회 개입 측면을 도입

함으로써 이전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발전시키려 시도하였다.� 지역사회에서 선출된 모니터링 요원의

활용은 가족주의적인 문화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겠으나,� 그 실행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기대와

큰 차이가 있었다.� 모든 모니터링 요원은 자발적이고 무보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

해 기꺼이 시간을 할애하였지만,� 농가들이 보관함을 잠그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욕이 상

실되어 방문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에 있어서도 장기적

인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보관함으로의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선호하는 보관함 위치는 집에 가까운 곳으로,� 집 내부(16%)�

또는 집의 바깥벽(75%)이었다.� 농가들은 이러한 위치가 농약을 보관하기 편리한 장소라고 보고하였

다.� 마지막 인터뷰 시점에서,� 보관함을 이용한 농약 보관이 여전히 많았지만,� 대부분의 모니터링 요원

들이 이 시점에서 방문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보관함을 잠그지 않는 농가들을 잠그도록 예방하지는

못했다.� 보관함을 잠그지 않는 이유에는 당사자들이 잠글 일이 없었으며,� 집 근처에서 살포하는 중이

었고,� 농지를 임대한 후 사용하지 않거나,� 자물쇠를 분실하거나 고장 났고,� 당사자들이 더 이상 농약

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놀랍게도 모니터링 요원들은 약 1/3의 경우에

열쇠를 어린이들에게 감추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어린이,� 가족과 동물들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농약을 자물쇠로 채워 보관해야 한다는 점이 받아들여

지고,� 보관함에 대하여 대부분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보관함을 잠그는

습관은 지역사회 참여라는 후속 조치의 부족으로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4)� 어려움의 극복과 해결

당사자들의 실행가능성 요인 중 일부 요인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본 프로젝트가 극복해야 할 몇

가지 난관이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Ÿ 보관함을 잠그도록 하는 지속적인 노력의 부족

Ÿ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의 진척상황 확인에 대한 관심 부족

Ÿ 보관함을 잠그지 않음과 자살 관련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으로 인한,� 농가들의 보관

함이 제공하는 안전과 실제 안전에 관한 인식 간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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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통적인 몇 가지 불만사항은 보관함이 충분히 크지 않았으며,� 진흙벽에 부착하기에는 너무

무거웠고,� 충분히 견고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한 여성은 남편이 화가 났을 때 보관함을 부러뜨릴 수

있었다고 주장함).� 대상자들이 자물쇠를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물쇠에 대한 교체 요청은 거의

매우 적었다.�

(5)� 사례 연구의 제언

시범 프로젝트에서 얻은 주요 교훈은 다음과 같았다.

Ÿ 지역사회 모니터링 요원은 열정적으로 임무에 착수하고 자신이 기여하고 있다는 태도를 전반

적으로 보였으나,� 행동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보관함이 계속 잠겨있지 않음을 알게 되면서 임

무를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짐.� 향후,� 모니터링 요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려면,� 모니터

링 요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다른 보상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음.

Ÿ 인터뷰 응답자 중 548명이 보관함을 수령한 후 농약을 보관하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언급한

반면,� 보관함에 농약이 보관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관함을 잠그지 않는 당사자들이 여전히

많았음.� 보관함을 잠그는 것의 중요성과 전반적인 자살예방에 관하여 더 많은 지역사회 교육

과 인식이 필요함.

Ÿ 본 연구의 주요한 한 가지 성공은 농가 중 81.9%가� 빈 농약병을 폐기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고 보고한 점임.� 빈 병을 매각하는 대신,� 422명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이제는 병을 소각한다고

보고하였음.

Ÿ 스리랑카의 농촌 지역사회에서 자살률에 지속적인 차이를 가져오려면 농약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보관함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장기적인 행동 변화를 추진하려면,�

지역사회 교육과 인식제고를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전략의 일부가 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키 홀더(key� holder,� 대부분의 키 홀더는 당사자 자신임)의 농약에 대한 접

근을 줄이지는 못했지만,� 다른 농가 구성원들의 안전에 대한 효과는 입증되었다.� 다음의 인용문은 그

혜택의 한 예이다.

“아들이 농약을 마시겠다고 협박했지만 저는 모든 농약을 보관함에 넣어 확실히 자물쇠로 채웠습니

다.� 그 점만으로도 이 보관함이 저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

(스리랑카의 농약 보관함 프로젝트 참여자로부터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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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농약음독 자살 예방에 관해 알려진 내용

6.� 내용 정리

이러한 사례연구에서 농약 음독을 통한 자살 및 자살시도의 감소 또는 증가는 신중하게 해석되어

야 한다.� 3개의 프로젝트는 모두 비교적 작은 시골지역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일부의 경우에는 비교

지역이 개입 지역과 상당히 달라 비교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역사회 이해관계 집단이 함께 토론함

으로써 확인된 바에 의하면 본 사례 연구의 결과인 '개입의 실행 가능성 및 효과성에 관한 질적인 자

료'가� 농약 자살 예방을 위한 보다 나은 개입방법을 수립하려는 시도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본 사례 연구의 결과가 농약 음독을 세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진행되는 다른 연구들과

결합되고,� 샘플 크기가 충분한 대규모의 무작위 통제 집단 대조군 연구를 통해 검증된 개입 및 시험

방법을 구축해 나간다면 농약 음독 자살 예방에 대한 확고한 기반이 될 것이다.

1. 기획 단계에서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참여는 개입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주인의식을 갖

는데 필수적임.�지역사회 지도자 및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주인의식은 몇 가

지 핵심 분야에서 개입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첫째,�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

은 상황에 맞게 조정되므로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음.� 예를 들어 농약을

가내에 보관하는 것보다 지역사회 및 그 지도자가 참여하여 중앙 집중형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

적일 수 있음.� 둘째,� 개입의 시행에 지역사회 단위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예를 들어 지역사회 지

도자들로 하여금 개입과 그 목적에 관한 말을 전하게 한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개입을 자신의 문제

로 받아들이고 주인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더 많아져,� 보다 많은 참여로 이어지고 개입에 신뢰감과

수용성을 부여함.

2. 농약 보관함 개입은 비단 자살문제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의 안전에 도움이 됨.�농약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중앙집중식 혹은 가정 내에서 보관함을 이용하는 것의 주요 이점을 당사

자들에게 물어보면,� 자살 예방뿐만 아니라 실수로 농약을 마실 수 있는 아이들의 안전 강화,� 농약

분실로부터의 안전,� 도난 방지,� 성분이 손상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보고됨.� 농약 보관함 정책이 자살 예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면,�

개입에 대한 참여도와 유지하려는 동기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3. 모든 보관함 개입은 반드시 당사자와 농가에 편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실천 방법이 너무

어렵다거나 현재 행동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면 그 시행은 난관을 겪을 수 있음.� 행동 변화에

는 시간과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임.� 개입이 당사자들에게 일상적인 습관을 너무 많이

바꾸도록 요구한다면,�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한,� 성공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됨.� 중앙집

중식 보관시설을 설치하든 집안이나 집 밖에서 농약을 자물쇠로 잠그는 방법이든 관계없이,� 당사

자들에게 지나치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중앙집중식 보관장소는 당사자의 집에

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하고 보관함은 이용이 쉽고 여는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야 함.�

농약에 대한 접근은 충동에 의한 음독을 통제하면서도 농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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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충분한 자원을 계획에 할당해야 함.�중앙집

중식 보관장치의 모니터링 요원에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농업용으로 농약이 필요

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음.� 이는 적절한 보상이 모니터링 요원에게 동기로 작용했

기 때문에 가능하였음.� 이와 비교하면,� 처음에는 교육을 받았지만 자신의 노력에 대해 계속해서 보

상이 없는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은 점차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경향을 보임.� 보관함을 잠그는 것

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행동을 바꿈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경우,� 무보수의 자원봉사자들은 쉽

게 동기를 잃어버림.� 모니터링 요원들에 대한 보수 지급 이외에도,� 개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의 할당에 대해서도 또한 고려해보아야 함.

5. 지역사회 교육은 자살을 줄이기 위한 개입의 역할에 관한 이해도를 증진 시키는 데 중요함.�또한,�

과거에는 금기시되었던 주제에 관한 지역사회 의견 청취 기회를 늘릴 수도 있음.� 아직도 많은 곳

에서는 자살에 대한 낙인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사회 교육이 포함된 개입은 금기시될 수 있는

주제에 관한 대화를 시작할 기회를 제공함.� 교육을 통해 유족이 자살문제에 차분히 대처할 수 있

도록 안전감을 증진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대처한다

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음.� 이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개인과 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고립감 완화에

도움이 됨.� 또한,� 농약 자살을 줄이기 위한 개입 방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할 것인가에 대하

여 심층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이를 계기로 하여 개입이 성공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음.

7.� 결론

중국,� 인도 및 스리랑카의 사례연구는 농약 수단 통제에 관하여 다수의 중요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

다.� 중앙 혹은 가정에서 관리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보관함 형태의 지역사회 개입방법은 상황에 맞게

조정되고 보다 포괄적인 자살예방 전략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수치

측면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농약 문제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풍부한 질적 정

보를 제공하였다.

향후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가정 내의 보관함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을 경우 오히려 농약이

자살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반작용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약에 접근이 어려워질 때 다른 자살 수단으로 집중되지는 않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수단통제 전략을 평가하려면 신뢰할만한 감시시스템이 먼저 필요하다.� 농약 음독을 비롯하여 자살

방법 별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치명적,� 비치명적 자살시도의 발생과 사망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기존에 마련되어 있다면 새로운 개입의 영향을 평가하기에 매우 바람직하다.� 이러한 데이터

나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다면,� 개입으로 인한 자살 시도의 변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개인행동에 의존하는 수단통제 개입이 완벽하게 준수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가

정에서의 일반적인 자해 방법(농약,� 기타 독극물,� 약효가 강한 약물,� 총기류 및 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 기반하는 통제는 필연적으로 개입을 준수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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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농약이나 기타 자해 수단에 대한 안전한 보관은 그것이 설령 0%에서 20%로의 증가라

하더라도 여전히 긍정적인 결과이며 다른 모든 수단에 의한 자살이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라면 궁극적

으로 자살률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본 사례 연구는 개인 수준에서의 행동 변화와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제한된 자원이라는 문제점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진은 사례 연구의 결과를 적용한 향후 개입이 의도하지 않게 자살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변이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적극적인 적용을 촉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가

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참여와 주인의식의 중요성을 본 연구가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살예방 개입의 초기 계획 및 시행에 지역 주민과 지도자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의 이점을 명확히 하

였다.� 모든 농약 자살 예방에 대한 노력은 반드시 해당 국가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

조하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자살 수단의 개입은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함은 물론,� 보다

광범위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체계 내에서 수행될 경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SAFER� ACCESS� TO� PESTICIDES� FOR� SUICIDE� PREVENTION

242�자살 예방 문헌집

참 고 문 헌

1. Cha� ES,� Chang� SS,� Gunnell� D,� Eddleston� M,� Khang� YH,� Lee� WJ� (2015).� Impact� of�

paraquat� regulation� on� suicide� in� South� Korea.� Int� J� Epidemiol.� Nov� 18.�

doi:10.1093/ije/dyv304.

   

2. Dawson� AH,� Eddleston� M,� Senarathna� L,� Mohamed� F,� Gawarammana� I,� Bowe� SJ� et� al�

(2010).� Acute� human� lethal� toxicity� of� agricultural� pesticides:� a� prospective� cohort� study.�

PLoS� Med.7� (10):e1000357.� doi:10.1371/journal.pmed.1000357.

   

3. Eddleston� M,� Phillips� MR� (2004).� Self-poisoning� with� pesticides.� BMJ.28:42.�

doi:http://dx.doi.org/10.1136/bmj.328.7430.42.

   

4. Gajalakshmi� V,� Peto� R� (2007).� Suicide� rates� in� rural� Tamil� Nadu,� South� India:� verbal�

autopsy� of� 39000� deaths� in� 1997-98.� Int� J� Epidemiol.36(1):203–7.

   

5. Gunnell� D,� Eddleston� M� (2003).� Suicide� by� intentional� ingestion� of� pesticides:� a� continuing�

tragedy� in� developing� countries.� Int� J� Epidemiol.32(6):902–9.

   

6. Gunnell� D,� Eddleston� M,� Phillips� MR,� Konradsen� F� (2007a).� The� global� distribution� of� fatal�

pesticide� self-poisoning:� a� systematic� review.� BMC� Public� Health.7:357.�

doi:10.1186/1471-2458-7-357.

   

7. Gunnell� D,� Fernando� R,� Hewagama� M,� Priyangika� WDD,� Konradsen� F,� Eddleston� D�

(2007b).� The� impact� of� pesticide� regulations� on� suicide� in� Sri� Lanka.� Int� J�

Epidemiol.36(6):1235–42.� doi:10.1093/ije/dym164.

   

8. Ito� T,� Nakamura� Y� (2008).� Deaths� from� pesticide� poisoning� in� Japan,� 1968–2005:� data�

from� vital� statistics.� J� Rural� Med.3(1):5–9.

   

9. Knipe� DW,� Matcalfe� C,� Fernando� R,� Pearson� M,� Konradsen� F,� Eddleston� M,� Gunnell� D�

(2014).� Suicide� in� Sri� Lanka� 1975–2012:� age,� period� and� cohort� analysis� of� police� and�

hospital� data.� BMC� Public� Health.14:839.� doi:10.1186/1471-2458-14-839.

   

10. Ministry� of� Home� Affairs� (2006).� Accidental� deaths� and� suicides� in� India,� 2006.� New�

Delhi:

   

11. Ministry� of� Home� Affairs� of� the� Government� of� India� (National� Crime� Records� Bureau);�

2006.

   



자살 예방을 위한 농약의 안전한 관리 방법

자살 예방 문헌집� 243

12. Mann� JJ,� Apter� A,� Bertolote� J,� Beautrais� A,� Currier� D,� Haas� A� et� al.� (2005).� Suicide�

prevention� strategies:� a� systematic� review.� JAMA.294(16):2064–74.

   

13. Myung� W,� Lee� GH,� Won� HH,� Fava� M,� Mischoulon� D,� Nyer� M� et� al.� (2015).� Paraquat�

prohibition� and� change� in� the� suicide� rate� and� methods� in� South� Korea.� PLoS�

ONE.10(6):e0128980.� doi:10.1371/journal.pone.0128980.

   

14. Patel� V,� Ramasundarahettige� C,� Vijaykumar� L,� Thakur� J,� Gajalaksmhi� V,� Gururaj� G� et� al.�

(2012).� Suicide� mortality� in� India:�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tudy.� Lancet.379:2343–51.�

doi:10.1016/S0140-6736(12)60606-0.

   

15. Pearson� M,� Zwi� AB,� Buckley� NA,� Manuweera� G,� Fernando� R,� Dawson� AH� et� al.� (2015).�

Policymaking� ‘under� the� radar’:� a� case� study� of� pesticide� regulation� to� prevent� intentional�

poisoning� in� Sri� Lanka.� Health� Policy� Plan.30:56–67.� doi:10.1093/heapol/czt096.

   

16. Vijayakumar� L,� Lakshmanan� J,� Kumar� S,� Mohanaj� R,� Shanmugasundaram� D,� Manikandan�

S� (2013).� A� central� storage� facility� to� reduce� pesticide� suicides� –� a� feasibility� study� from�

India.� BMC� Public� Health.13:850.� doi:10.1186/1471-2458-13-850.

   

17. WHO� (2006).� Safer� access� to� pesticides:� community� intervention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18. WHO� (2008).� Prevention� of� suicidal� behaviours:� feasibility� demonstration� projects� on�

community� interventions� for� safer� access� to� pesticide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19. WHO� (2014).� Preventing� suicide:� a� global� imperative.� Geneva:�World� Health� Organization.



자살예방 문헌집

발 행 일 2019년 3월

발 행 인 전홍진

기 획 · 제 작   이구상, 최진화, 이순주, 홍혜인, 이선아

제 작 협 조   나은진, 권희연, 김다정, 김미화, 이예진, 문윤재, 성근혜, 이다은, 이정윤

협 조   곽아름, 문미진, 박재영, 서지혜, 오민아, 유득권, 윤해인, 이윤아, 이효진, 황선주 (가나다순)

발 행 처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부검센터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00길 32 삼송빌딩 2층

전 화 02-555-1095

홈 페 이 지 www.psyauto.or.kr

본 문서는 WHO가� 제공하는 문헌을 중앙심리부검센터가 번역·제작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WHO의 제

작물이 아니며,� WHO는 본 제작물의 내용이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WHO는 영문판 원본

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본은 WHO� 홈페이지(http://www.who.int/mental_health/suic

ide-prevention/e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is� translated� and� produced� by� the� Korea� Psychological� Autopsy� Center,� whic

h� is� in� principle� not� produc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WHO� is� not� respon

sible� for� the� contents� or� accuracy� of� this� document,� and� has� the� copyright� in� the� English� v

ersion� of� the� original� only,� which� can� be� found� on� the� WHO� website(http://www.who.int/

mental_health/suicide-prevention/en/).

본 제작물은 중앙심리부검센터의 소유이므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복제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