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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disclaimers.� The� designations� employed� and� the� presentation� of�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do� not� imply� the� expression� of� any� opinion� whatsoever� on� the� part� of� WHO�

concerning� the� legal� status� of� any� country,� territory,� city� or� area� or� of� its� authorities,� or�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its� frontiers� or� boundaries.� Dotted� and� dashed� lines� on� maps� represent�

approximate� border� lines� for� which� there� may� not� yet� be� full� agreement.

일반 면책사항(General� disclaimers):� 본 출판물에서 사용하는 명칭이나 제시된 자료가 특정 국가,� 영토,� 도시

나 지역 또는 해당 당국의 합법적 상태에 관한,� 또는 그 국경이나 경계선의 결정에 관한 WHO� 측의 무엇이든

지 간에 어떤 의견이라도 표명함을 의미하지 않음.� 지도상의 점선이나 파선은 아직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을 수

도 있는 대략적인 경계선을 나타내고 있음.

The� mention� of� specific� companies� or� of� certain� manufacturers’� products� does� not� imply� that� they�

are� endorsed� or� recommended� by� WHO� in� preference� to� others� of� a� similar� nature� that� are� not�

mentioned.� Errors� and� omissions� excepted,� the� names� of� proprietary� products� are� distinguished� by�

initial� capital� letters.

특정 기업이나 어느 제조업체의 제품을 언급한다고 해서,� 언급하지 않은 유사한 유형의 다른 기업이나 제품보

다 선호하기 때문에 WHO가� 이를 보증 또는 권장함을 의미하지는 않음.� 오류와 누락은 제외하고,� 전매특허제

품의 명칭은 대문자 이니셜로 구별함.

All� reasonable� precautions� have� been� taken� by� WHO� to� verify�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However,� the� published� material� is� being� distributed�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ither� expressed� or� impli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terpretation� and� use� of� the� material� lies�

with� the� reader.� In� no� event� shall� WHO� be� liable� for� damages� arising� from� its� use.

WHO는 타당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여 본 출판물에 기재된 정보를 확인하였음.� 그러나,� 본 출판물은 명시적

또는 암시적이든 간에 어떤 종류의 보증도 없이 배포되고 있음.� 본 자료의 해석과 이용에 대한 책임은 독자에

게 있음.� 어떤 경우에도 세계보건기구는 본 문서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 지지 않음.

Printed� in� Switzerland

스위스에서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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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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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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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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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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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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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연령 및 성별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하겠다.�

1999년에 WHO는 자살 예방을 위한 범세계적 계획에 착수하였다.� 본 책자는 자살 예방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있는 사회 집단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작성된 자료들 중의 한 문서에 대한 2차 개정판이다.� 개정된

책자는 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uicide� Prevention:� IASP)의 지속적인 협

력을 통하여 완성되었다.� 우리는 이 보고서가 의료종사자,� 교육가,� 사회기관,� 정부,� 입법자,� 사회활동가,� 법 집

행자,� 가족과 지역사회 등 매우 다양한 사람과 집단들을 자살예방이라는 큰 틀로 연결하는 고리(link)가�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특히 본 책자의 초판을 제작한 호주 Diego� de� Leo� 교수(Griffith� University,� Brisbane,� Queensland)에

게 힘입은 바가 크다.� 또한 기술적 편집에 도움을 준 인도의 Lakshmi� Vijayakumar� 박사(SNEHA,� Chennai)

에게도 감사드린다.� 다음에 명시한 WHO� 국제자살예방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Suicide�

Prevention)� 회원들이 초판을 검토하였으며,� 이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Dr� Sergio� Perez� Barrero,� Hospital� de� Bayamo,� Granma,� Cuba;� Dr� Annette� Beautrais,� Christchurch�

School� of� Medicine,� Christchurch,� New� Zealand;� Dr� Ahmed� Okasha,� Ain� Shams� University,� Cairo,�

Egypt;� Professor� Lourens� Schlebusch,� University� of� Natal,� Durban,� South� Africa;� Professor� Jean-Pierre�

Soubrier,� Centre� de� Ressources� en� Suicidologie� (CRES),� Paris,� France;� Professor� Airi� Varnik,� Tallinn�

University,� Tallinn,� Estonia;� Professor� Danuta� Wasserman,� National� Centre� for� Suicide� Research� and�

Prevention� of� Mental� Ill� Health� (NASP),� Karolinska� Institutet,� Stockholm,� Sweden;� Dr� Shutao� Zhai,�

Nanjing� Medical� University� Brain� Hospital,� Nanjing,� China

본 책자의 1차 개정판은 호주의 Jane� Pirkis� 부교수(School� of� Population� Health,� University� of�Melbourne)

의 주도 하에 IASP의 언론 대책위원회(Media� Task� Force)가�수행하였다.

본 책자의 2차 개정판은 IASP의 자살보도 언론권고사항 대책위원회(Task� Force� on� Media� Recommendations�

for� Suicide� Reporting)가� 수행하였으며 특히 오스트리아의 부교수 Thomas� Niederkrotenthaler� 박사(Centre� for�

Public� Health,� Medical� University� of� Vienna)와,� 개정작업을 총지휘한 대책위원회 공동의장인 미국 Daniel�

Reidenberg�박사(Suicide� Awareness� Voices� of� Education:� SAVE)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다음과 같은 IASP� 자살보도 언론권고사항 대책위원회의 회원들에게도 그들의 기고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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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Karl� Andriessen,� School� of� Psychiatr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ydney,� Australia;�

Professor� Ella� Arensman,� Department� of� Epidemiology� and� Public� Health,� University� College� Cork,�

Cork,� Ireland;� Ms� Jane� Arigho,� Headline,� Dublin,� Ireland;� Dr� Loraine� Barnaby,� Department� of�

Community� Health� and� Psychiatry,�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Mona,� Jamaica;� Dr� Jo� Bell,�

School� of� Health� and� Social� Work,� University� of� Hull,� Hull,� England;� Professor� Silvia� Sara� Canetto,�

Colorado� State� University,� Fort� Collins,� CO,� USA;� Assistant� Professor� Qijin� Cheng,� Hong� Kong�

Jockey� Club� Centre� for� Suicide� Research� and� Prevention,�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Hong� Kong� SAR),� China;� Professor� Sunny� Collings,� Social� Psychiatry�

and� Population� Mental� Health� Research� Unit,� University� of� Otago,� Wellington� School� of� Medicine�

and� Health� Sciences,� Christchurch,� New� Zealand;� Professor� Diego� De� Leo,Australian� Institute� for�

Suicide� Research� and� Prevention,� Griffith� University,� Brisbane,� Australia;� Professor� Elmar�

Etzersdorfer,� Furtbachkrankenhaus,� Clinic� for� Psychiatry� and� Psychotherapy,� Stuttgart,� Germany;�

Professor� Madelyn� Gould,� Columbia� University� Medical� Center,� New� York� State� Psychiatric�

Institute,� New� York,� NY,� USA;� Professor� Gopalkrishna� Gururaj,�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and� Neurosciences,� Bangalore,� India;� Professor� Keith� Hawton,� Centre� for� Suicide� Research,� Oxford�

University,� Oxford,� England;� Ms� Irina� Inostroza,� STOP� Suicide,� Geneva,� Switzerland;� Dr� Karolina�

Krysinska,� School� of� Psychiatr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ydney,� Australia;� Ms� Caroline�

Lowe,� Investigative� Journalism,� Minneapolis,� MN,� USA;� Dr� Ann� Luce,� School� of� Journalism,� English�

and� Communication,� Bournemouth� University,� Bournemouth,� England;� Associate� Professor� Lisa�

Marzano,� Facul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iddlesex� University,� London,� England;� Professor�

Brian� Mishara,� Centre�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on� Suicide� and� Euthanasia,� University� of�

Quebec� at� Montreal,� Montreal,� Canada;� Dr� Charles-Edouard,� Notredame,� University� Medical�

Center,� Regional� Hospital� University� Centre� of� Lille,� Lille,� France;� Professor� Jane� Pirkis,� Centre� for�

Mental� Health,� University� of� Melbourne,� Melbourne,� Australia;� Professor� Steve� Platt,� University� of�

Edinburgh,� Edinburgh,� Scotland;� Dr� Sebastian� Scher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cience� and�

Media� Research,� University� of� Munich,� (LMU),� Munich,� Germany;� Professor� Merike� Sisask,�

Estonian-Swedish� Mental� Health� and� Suicidology� Institute� (ERSI),� School� of� Governance,� Law� and�

Society,� Tallinn� University,� Tallinn,� Estonia;� Mrs� Jaelea� Skehan,� Hunter� Institute� of� Mental� Health,�

Australia;� Professor� Gernot� Sonneck,� Crisis� Intervention� Centre� Vienna,� Vienna,� Vienna,� Austria;�

Professor� Steven� Stack,� Wayne� State� University,� Detroit,� MI,� USA;� Assistant� Professor� Benedikt� Till,�

Suicide� Research� Unit,� Department� of� Social� and� Preventive� Medicine,� Centre� for� Public� Health,�

Medical� University� of� Vienna,� Austria;� Dr� Michael� Westerlund,� Department� of� Media� Studies,�

Stockholm� University,� Stockholm,� Sweden;� Professor� Paul� Yip,� Hong� Kong,� Jockey� Club� Centre� for�

Suicide� Research� and� Prevention,�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SAR,�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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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정판을 검토한 아래의 전문가들께 또한 감사드린다.

Dr� Andrea� Bruni,� WHO� Regional� Office� for� the� Americas,� Washington,� DC,� USA;� Dr� Vladimir�

Carli,� NASP,� Karolinska� Institute,� Stockholm,� Sweden;� Dr� Jorge� Castro,� WHO� Regional� Office� for�

the� Americas,� Washington,� DC,� USA;� Dr� Claudina� Cayetano,� WHO� Regional� Office� for� the�

Americas,� Washington,� DC,� USA;� Mrs� Bridgette� Hausman,� Suicide� Prevention� Resource� Center,�

Washington,� DC,� USA;� Dr� Devora� Kestel,� WHO� Regional� Office� for� the� Americas,� Washington,�

DC,� USA;� Dr� Kairi� Kolves,� Australian� Institute� for� Suicide� Research� and� Prevention� (AISRAP),�

Griffith� University,� Brisbane,� Australia;� Mr� Ed� Mantler,� Mental� Health� Commission� of� Canada,�

Ottawa,� Canada;� Mrs� Carmen� Martinez,� WHO� Regional� Office� for� the� Americas,� Washington,� DC,�

USA;� Professor� Michael� Phillips,� Suicide� Research� and� Prevention� Center,� Shanghai� Mental� Health�

Center,�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hanghai,� China;� Dr� Jerry� Reed,� Suicide�

Prevention� Resource� Center,� Washington,� DC,� USA;� Professor� Jean-Pierre� Soubrier,� CRES,� Paris,�

France;� Mrs� Kim� Torguson,� Action� Alliance� for� Suicide� Prevention,� Washington,� DC,� USA;� Dr�

Lakshmi� Vijayakumar,� Voluntary� Health� Services,� SNEHA,� Chennai,� India;� Professor� Danuta�

Wasserman,� NASP,� Karolinska� Institute,� Stockholm,� Sweden.

편집 작업을 한 스위스의 David� Bramley,� 표지를 제작한 WHO의 Denis� Meissner와,� 그래픽 디자인 및

레이아웃을 담당한 일본의 Yusuke� Nakazawa에게도 감사드린다.

WHO는 본 책자를 제작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한 일본 정부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자살

예방에 관련된 활동을 WHO와 협력하여 수행한 IASP에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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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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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xandra� Fleischmann

정신건강 및 물질남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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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Ella� Arensman

회장

국제자살예방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uicid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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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살에 대한 책임 있는 보도:� 빠른 참조 가이드

해야 할 일

Ÿ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

Ÿ 자살에 대한 근거없는 믿음(myth)을 유포하지 않는 보도 방식

Ÿ 생활 스트레스 요인 및 자살 충동을 극복하고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한 기사를 보도할 것

Ÿ 유명 인사의 자살 보도 시에 유의할 것

Ÿ 자살 유족 및 친구 면담 시 유의할 것

Ÿ 미디어 전문가 역시 자살 관련 기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스스로 인지할 것

하지 말아야 할 일

Ÿ 자살 기사를 부각시키지 말고 불필요한 중복기사는 피할 것

Ÿ 자살을 선정적으로 다루거나 보편화하지 말고,�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지 말 것

Ÿ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Ÿ 자살 현장/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Ÿ 선정적인 표제 사용을 자제할 것

Ÿ 사진,� 비디오 장면,� 소셜 미디어 링크의 첨부를 자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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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문

자살은 주요 공중보건 문제로서,� 이에 따른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영향은 광범위하다.� 세계적으로

매년 약 80만 건의 자살이 발생하고 있으며,� 1건의 자살 사망으로 적어도 6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

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과 그 예방에 이르는 요인은 복합적이어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언론이 자살 예

방 노력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자살 관

련 언론 보도로 모방 자살 위험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즉 언론은 자살에 대해 유용하고도 교

육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한편 취약한 사람들은 언론의 자살 보도를 보고 모방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진다.� 특히 보도

가�광범위하고,� 두드러지며,� 선정적이고,� 자살 방법을 분명하게 나타내며 자살에 대한 넓게 퍼진 근거

없는 믿음을 용납하거나 지지하는 경우 그러하다.� 자살사망자의 사회적 신분이 높거나 쉽게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 특히 위험이 커진다.� 후속적 자살을 유발하는 자살 보도는 보통 오랫동안 계속된다.�

언론 보도가 자살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베르테르 효과”라 부르는데 이는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

르의 슬픔”에서 연인을 잃어버려 자살한 주인공 베르테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이다.

반면,� 자살에 대한 책임 있는 언론 보도는 자살과 자살 예방에 대하여 대중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대안적인 행동을 권장하고,� 보다 솔직하고 희망적인 대

화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역경 속에서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기사는 자살에 대한 보호 요인을 강

조하여 자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자살 관련 언론 보도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24시간 운영되는 공인된 자살 예방 서비스 기관을 명

시해야 한다.� 자살에 대한 책임 있는 언론 보도의 예방 효과는 전문용어로 “파파게노 효과”라고 하는

데 이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서 자기의 연인을 잃었다고 생각하여 자살 충동을 갖지만 마

지막 순간에 삶의 길을 택하는 등장인물 파파게노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언론 보도는 전통적 매체와 디지털 매체에 맞추어 이뤄져야 하며,� 자살 예방에 대해 가능한 한 많

은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매체의 특징은 정보가 매우 빠르게 전파되어 그 감시나

통제가 더 어렵다는 점이다.� 디지털 매체와 전통적 매체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매체가 자살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디지털 매체의 자살 예방 조치를 알려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디지털 매체가 자살 행위의 증가나 예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은 전통적 매체에서

자살 예방 조치를 알려주는데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책자에서는 자살 관련 언론 보도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금까지의 증거를 간략히 요

약한 후,� 자살을 뉴스로서 보도할 가치(newsworthiness)가�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미디어 전문가의

자살 보도 방식에 관한 정보를 제시한다.� 본 책자는 이러한 뉴스가 정확하고,� 책임있고,� 적절하게 전

달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며,� 이는 전통적 매체 및 디지털 매체 보도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본 자료 책자는 다양한 매체 유형에서의 자살 보도와 표현이 국가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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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어떤 방식이 보도에 적합한지 또는 특정 자살의 정보

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본 책자는 여러 문화 간에 적용되는 안내 원칙을 제

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미디어 전문가는 지역의 자살 예방 공동체와 함께 활동하고,� 가능하면 지

역의 언론 보도 지침을 참조토록 권장된다.� 언론 보도 지역의 자살예방 전문가는 본 책자에 기여한

세계의 전문가 숫자로 증명된 바와 같이 세계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자살 보도가 책임

감 있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취약한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미디어 전문가와 함께

할 준비가 되어있다.� 일부 국가에서 자살 예방 지침은 언론의 행동수칙에 포함되어 있다.�

본 책자는 인쇄,� 방송 및 온라인 매체에 종사하는 미디어 전문가용으로 작성되었다.� 대부분의 권고

사항은 모든 매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일부 권고 사항은 특히 인쇄 매체나 디지털 매체에

관련 되어있다.� 디지털 매체용 고려사항에 대한 간략한 요약은 부록 1에 나와 있다.� 웹사이트,� 영화,�

TV� 연속극,� 연극 분야와 관련된 문제점의 취급은 본 책자 범위 밖이다.� 관련 정보는 연예산업협회

(Entertainment� Industry� Council)의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http://www.eiconline.org/).� 총기 난

사(mass� shootings)와 테러에 관한 보도는 부록 2에 나와 있다.

3.� 언론이 자살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보도는 자살 행위의 위험요인

모방 자살(자살 관련 언론 보도와 직접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자살)에 대해 100건 이상의 연구가 이

루어졌다.� 이런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일한 결론이 일관성 있게 도출되었다.� 즉,� 자살 사건

에 대한 언론 보도는 후속의 추가적 자살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모방 자살 행위는 특

정한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특히,� 반복되는 보도,�충격이 크거나 세간의

이목을 끄는 기사가 모방 자살 행위와 가장 많이 연관되고 있다.� 하나의 자살 사건 보도가 후속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기사에 나오는 사람이 유명인이며 독자나 시청자가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커진

다.� 특히 특정 집단(청소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 자살로 사별을 당

한 사람)이 모방 자살 충동에 취약하다.� 자살사망자의 성격이 어떤 면에서 독자나 시청자와 비슷하거나,�

이들이 보도된 사람과 동일시하는 경우 위험이 가장 커진다.� 또한,� 기사 내용도 중요하게 작용하여 자

살과 관련된 근거 없는 믿음을 확인,� 반복하는 기사나 특정의 자살 방식이 세부적으로 기술된 기사는

모방 자살과 연관될 가능성을 높여준다.� 반면,� 보도 지침에 따라 작성된 언론의 자살 보도는 자살 예방

을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이 크며 대개 후속 자살을 촉발하지는 않는다.

보도의 긍정적 영향

언론의 유해한 자살 보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편,� 지난 수년 동안 많

은 연구 결과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살 보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입증해 왔다.� 살아가면서 역경을 경

험하였음에도 자살 충동에 건설적으로 대처한 인물에 관한 언론 보도는 자살 행위 감소와의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언론의 영향에 관한 더 자세한 학술문헌의 개요는 부록 3을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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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 있는 보도를 위한 지침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

도움이 될 자원에 대한 정보는 모든 자살 관련 기사의 말미에 제공해야 한다.� 세부적 자료에는 자

살 예방 센터,� 비상시 전화상담 서비스,� 기타 보건/복지 전문가 및 자조 모임(self-help� group)에 대

한 정보가 나타나야 한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관한 정보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가

우수하다고 공인되어 있으며,� 24시간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기관이 포함돼야 한다.� 이런 자료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목록에 있는 자원의 주소나 연락처는 정확성을 기

해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가용 자원의 긴 목록은 오히려 비생산적이 될 수 있어서 제한

된 숫자의 자료(예컨대,� 하나의 전화번호,� 한 개의 웹사이트 등)만 제공해야 한다.

자살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을 유포하지 않는 보도 방식

자살과 관련하여 잘못 알려진 관념이 많이 있다.� 연구결과 언론 보도가 이러한 근거없는 믿음(myth)

을 반복하면 모방 자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대중은 근거없는 믿음을 언론

의 “근거없는 믿음 대 사실”의 이분법적 구도로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부

록 4를 참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살에 대해 근거없는 믿음이 아닌 사실을 제공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살을 논하면서 사실을 세심하게 조사하는 것과는 별도로 자살 예방 방법을 보

도하고,� 충동이 있는 사람은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그러한 도움으로 접근하는 방법

을 표시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된다.

생활 스트레스 요인 및 자살 충동을 극복하고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한 기사를 보도할 것

역경과 자살 충동을 극복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은 역경에 처한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대처 전략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극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

을 받는 방법을 설명하는 교육 자료를 포함시키는 기사도 권장된다.� 이런 기사에는 보통 다른 사람이

그들의 자살 충동을 극복하면서 구사한 구체적 방법을 명시하고 자살 충동이 있을 때 도움을 받기 위

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강조해야 한다.

유명 인사의 자살 보도 시 유의할 것

유명인사의 자살은 뉴스의 가치가 있고 그런 사실의 보도는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되

고 있다.� 하지만 이는 취약한 사람에게 모방 자살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유명인 자살은 본의 아니

게 자살 행위 자체를 미화하여 타인의 자살 행위를 촉발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유명 인사의 자살

보도 시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그런 보도에서 자살을 미화하거나 자살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서는 안 된다.� 유명인의 인생,� 사회공헌 사실,� 이들의 죽음이 타인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자세한 자살 행위의 보도 또는 자살 발생 원인에 대한 단순한 설명보

다 바람직하다.� 또한,� 사인이 즉시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 유명인의 죽음을 보도할 때 조심해야 한다.�

언론의 자살 추측은 해로울 수 있어 사인이 알려질 때까지 기다리고 구체적 상황을 세심하게 조사하

는 것이 더 좋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보도에는 죽음으로 상처를 받거나 자살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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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방법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나타나야 한다.

자살 유족 및 친구 면담 시 유의할 것

자살로 상실을 경험한 사람의 견해는 다른 사람에게 자살의 실상을 알려주는데 아주 훌륭한 자료

가�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정보를 얻어 자살 관련 언론 보도로 사용할 때 몇 가지 중요하게 고려해

야 할 점이 있다.� 극심한 상실로 고민하고 위험 상황에 처해있을 지도 모르는 가족,� 친구,� 다른 사람

이 관련되었으면 조심해야 한다.� 자살로 사별한 사람과의 인터뷰 결정은 절대로 경솔하게 이뤄지면

안 된다.� 그들이 슬픔에 잠긴 과정에서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극적인 기사를

쓰는 것보다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먼저다.� 일부 국가에서 언론인이 그런 인터뷰를 할 때

보도 지침이 적용되기도 한다.

미디어 전문가는 인터뷰 중에 증인이나 유족이 알지 못하는 자살이나 고인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정보의 유출은 유족에게 해로울 수 있는 것이다.� 기자는 인터뷰

중에 유족으로부터 받은 정보의 정확성을 조심스럽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어떤 상황,� 대화

또는 자살 행위의 회상은 비탄한 감정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도가 근래의 상실과 관련되는 것이 아닌 경우,� 자살에서 오는 상실을 극복하여 언론에 기사를 제

공하려는 사람은 일반인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한 상황에 대처하는 유효한 방식을 제시하는데 많

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실제 상실이 오래 전에 발생했더라도 과거의 자살 이야기를 하면 고통스

런 기억이나 감정이 유발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발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유

족은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대중에게 유포될 수 있다는 결과를 모를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이 인터뷰 전

에 미리 협의돼야 하고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가능하면 유족의 개인적인

기술 내용을 언론 보도 전에 유족과 상의하여 수정이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미디어 전문가 역시 자살 관련 기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스스로 인지할 것

자살에 관한 기사를 준비하는 것은 미디어 전문가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상기시키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모든 자살 관련 기사에서 받을 수 있지만,� 특히 미디어 전문가와 지역적 연대감이 강

한 소규모의,� 긴밀한 지역사회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 언론기관은 미디어 전문가에게

필요한 지원(예:� 디브리핑 혹은 멘토링 제도)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디어 전문가 개개인은 어

쨌든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경우 서슴지 말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

자살 기사를 부각시키지 말고 불필요한 중복기사는 피할 것

자살 기사에 대한 부각이나 불필요한 중복기사는 자살에 관해 자세히 보도하는 것 보다 후속 자살

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 신문의 자살 관련 기사는 1면이나 안쪽 페이지의 상단보다는 안쪽

페이지의 하단 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살에 대한 방송 보도는 TV� 뉴스

의 두 세 번째에,� 라디오의 경우 나중에,� 또는 주요 기사 대신 온라인 기사로 취급해야 한다.� 보도 반

복이나 원래 기사의 최근 정보 제공은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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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선정적으로 다루거나 보편화하지 말고,� 건설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지 말 것

자살을 선정적으로 다루는 언어는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살 유행”보다는 “자살률 증가”라는

제목이 훨씬 좋다.� 자살 보도 시에,� 자살은 공중보건 문제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자살 예방에 대한 메

시지와 함께 위험요인을 찾는 것이 대중에게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교육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중에게 자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자살을 보편적인 것 혹은 매우 단순한 것으로 설

명하는 언어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물론 통계적으로 자살 경향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검증돼야 한다.�

통계적으로 믿을 만한 증가나 감소라기보다는 일시적 변화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를

들어 “정치적 자살”과 같이 자살의 원래 의미에서 벗어나는 사용으로 대중은 그 심각성을 둔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죽음을 마치 바람직한 결과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자살실패”,� “자살성공”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대신 “비치명적 자살 행위”와 같은 용어가 좀 더 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적다.� “자살했다(committed� suicide)”는 말은 범죄임을 시사(일부 국가에서 자살은 범죄행위에 해당)

하고 유족의 오명을 불필요하게 부각시킬 수 있음으로 “자살로 사망(died� by� suicide)”� 또는 “죽었다

(took� own� life)”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사용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논의는 취약한 사람이 이를 모방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피

해야 한다.� 예컨대 약물 과다복용 보도 시에 약물의 상표명,� 명칭,� 특성,� 수량,� 함께 사용된 약물 또

는 취득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해로울 수 있다.

또한,� 자살 방법이 희귀하고 새로운 경우에는 조심해야 한다.� 특이한 방법으로 죽었다는 보도로 뉴

스 가치는 높아질 수 있지만,� 사용 방법에 대한 보도로 다른 사람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새로운 방식은 선정적인 언론 보도로 쉽게 퍼지고 소셜 미디어로 파급력이 더욱 높아진다.

자살 현장/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때에 따라 한 장소가,� 예를 들어 자살이 발생한 다리,� 높은 건물,� 절벽,� 기차역 또는 교차로 등이

“자살 장소”로 유명해 질 수 있다.� 보도 시에 선정적 언어 사용 또는 같은 장소에 발생한 자살 사건

의 숫자 등을 내세우는 등 결과적으로 자살 장소로 선전하지 않도록 미디어 전문가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시설이나,� 취약한 사람이 수용되어있는 기관(교도소,� 정신병동,� 병원)에서

의 자살,� 자살시도 보도에도 조심해야 한다.

선정적인 표제 사용을 자제할 것

머리기사는 전체 내용의 요점을 가능한 한 몇 마디로 나타내어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자살”

이라는 말은 머리기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자살 방법이나 장소의 구체적인 명시도 피해야 한다.�

머리기사가 본문을 쓰는 사람이 아닌 다른 미디어 전문가가 만든 경우,� 본문 작성자는 적절한 머리기

사가 선택되도록 머리기사 작성자와 함께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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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비디오 장면,� 소셜 미디어 링크의 첨부를 자제할 것

자살 장면에 관한 사진,� 비디오 장면,� 소셜 미디어 링크는 특히 자살 장소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

급할 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살사망자의 사진 게재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지

사용 시에는 유족으로부터 명백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미지는 눈에 띄는 곳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개인이나 자살 행위가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살 행위와 관련된

사진은 취약한 독자로 하여금 추후 개인적인 위기 상황에서 해당 장면이 활성화 될 소지가 있으며,�

자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본문과 사진 편집의 조정 작업이 권장된다.� 종종 본문을 담당하는 사람

이 이미지 담당자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의 유서,� 마지막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은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

5.� 믿을만한 정보의 출처

미디어 전문가가 자살을 보도할 때에는 믿을만한 자살 통계와 기타 정보의 출처를 사용해야 한다.�

여러 나라의 정부 통계기관은 대개 연령/성별 연간 자살률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보건기

구의 회원국은 자살을 포함 사망 자료를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하고 있다(http://www.who.int/healthi

nfo/mortality_data/en/).� 자료와 통계는 세심하고 정확히 해석돼야 한다.1)

미디어 전문가는 자살에 대한 기사 작성 시 지역의 자살예방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이

들은 자살 관련 자료 해석을 도와주고,� 자살 보도 시 모방 자살의 위험 증가를 피하고 자살 행위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이 포함된 경우 이를 걸러낼 수 있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국가 또는 지역의 자살예방 조직은 보통 언론기관용으로 상세한 연락처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나

라에서 협회가 자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협회는 또한 자살 예방 기구의 역할을 하며,�

자살 충동을 경험하거나 자살로 유족이 된 사람을 지원하고,� 자살 관련 지원 및 연구를 지원한다.� 국

제자살예방협회(IASP)는 이런 서비스를 대표하는 국제기관으로,� 홈페이지(https://www.iasp.info)에

는 자살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미디어 전문가용으로 유용한 배경 정보가 나와 있다.� 여기에는 자살

예방 서비스 기관의 목록,� 몇 개 나라의 자살 보도 언론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전문가,� 자살 예

방 서비스 및 공중 보건 기관에서도 자살 보도에 대한 권고 사항을 개발하여 여러 언어로 게재하고

있다(http://www.reportingonsuicide.org).

1)� 세계의 자살률을 비교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한데,� 이는 나라마다 사망률을 확인하고 자살로 기록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규와 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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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디지털 매체에 대한 고려사항

최근 사람들은 과거보다 정보를 훨씬 광범위한 출처에서 얻고 있으며 전통적 매체와 온라인 매체

간에 중복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인터넷이 특히 청소년과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정보와 소통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 이 책자는 전통적 매체와 디지털 매체 모두에서의 언론 보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매체에서의 자살 보도와 온라인의 자살 내용 관리에는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이 작성된 바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자살 자료의 하이퍼링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디오,� 오디오 자료(비상 호

출 통화 내용 등)� 또는 자살 현장의 소셜 미디어 링크는,� 특히 자살 장소나 방법이 분명히 나오는 경

우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자살사망자의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한다.� 검색 엔진에서

는 특히 머리기사 작성 시 유해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에 관해 민감한 태도를 견지할 필요(머리기사

제목으로 검색이 되기 때문)가� 있다.� 전통적 매체에서와 같이,� 자살관련 자료를 과장하거나 선정적으

로 표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 시각화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디지털 매체(예:� 온라인 신

문,� 종이 신문의 홈페이지)의 논평란에서 잠재적으로 자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이에 시기적절한 대

응을 하는 것에 대하여 미디어 플랫폼 관리자는 적합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온라인 기술과 관련 일련의 모범 사례가 온라인 표현 방식의 소/중/대규모 조직과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개발되었다(http://www.preventtheattempt.com).� 기본,� 중간,� 고급 수준의 권고사항이 제시

되어 있다.� 기본 권고사항에는 지원 센터의 자원 정보 및 자살 예방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제공,�

자살 충동을 가진 이용자 대응 방법에 대한 정책,� 법 집행 관련 규제,� 자살 콘텐츠에 적시 대응,� 자살

충동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는 정보 등이 포함된다.�

다른 권고사항은 Suicide� Awareness� Voices� of� Education:� SAVE가� 블로거용으로 개발한 것으

로,� 전통적 매체용 지침 내용을 바탕으로 블로그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 우려사항 및 대응법을 강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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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총기 난사 및 테러 보도

총기 난사(mass� shootings)와 테러 관련 언론 보도가 모방 자살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일반

적 자살 관련 언론 보도가 모방 자살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보다 광범위하지 않다.� 하지만 살인에

대한 선정적 보도로 살인 행위가 더욱 촉발된다는 증거가 일부 있다.� 이런 사건은 보통 언론의 관심

을 끌고 이러한 사건 이후에 가해자가 자해나 자살하는 일이 수반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만약 가

해자의 자살이 수반되는 경우,� 자살 공격이나 자살 폭탄 테러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보도로 자살 행위가 더욱 부정적으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그런 사건은 그 행위의 목표가 타인 살해이

고 가해자의 일부만 자살하기 때문에 “살해 폭탄 사건”이나 “집단 살해(mass� killings)”로 불리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런 살인 사건의 보도 시에는 가해자가 자살 충동이나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것이 아

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총기 난사는 대부분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Sui

cide� Awareness� Voices� of� Education:� SAVE가� 주도하는 국제 전문가 팀은 가해자에 대한 언론의

관심 축소 등과 같이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보도용 권고사항(https://www.reportingonmassshooti

ngs.org)을 작성한 바 있다.� 언론이 선정적으로 보도하면 다른 사람이 가해자와 일체감을 느끼고 유

사한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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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언론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학술 문헌의 개요

언론의 해로운 영향

언론이 자살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초기 증거는 18세기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

는 소설을 내놓았을 때 나타나고 있다.� 이 소설에서 베르테르는 한 여인과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해

비관하여 자살한다.� 이 소설 출간 이후 유럽 전역에서 자살 소동이 벌어졌다.� 자살한 사람의 많은 수

가�베르테르와 비슷한 패션의 옷을 입고 그 책을 가지고 죽었던 것이다.� 그래서 몇몇 나라에서 이 책

이 금지되기도 했다.

자살 보도나 묘사로 발생하는 모방 자살 행위에 대한 근거는 1970년대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때 Phillips[1]는 후향적으로 미국 언론에서 자살이 신문의 일면 기사로 게재되었던 월(月)과 그렇지 않

았던 월(月)의 자살 사망 수를 비교하였다.� 20년 기간을 통해 33개월 동안 1면 기사로 자살이 보도

되었고 33개월 중 26개월 동안 자살 숫자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Schmidtke와 Häfner[2]도 TV� 시리

즈 방송 후 모방 효과를 확인하였다.

Phillips� 이래 100건 이상의 다른 모방 자살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총체적으로 이들은 여러 방식으

로 많은 증거를 제시했다.� 첫째,� 이들 연구에는 개선된 방법론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Wasserman[3]과 Stack[4]은 Phillip의 기존 연구 결과를 반복 검증하였고 보다 복잡한 시계열 회귀분

석 기술을 활용하여 관찰 기간을 확대하였으며 자살에 대한 절대적 수치가 아닌 상대적 비율을 제시

하였다.� 둘째,� 이들 연구에서 다른 매체를 조사했다.� 예컨대,� Bollen,� Phillips[5],� Stack[6]은 미국의 TV�

뉴스에서 전국적으로 방영된 자살 기사의 효과를 조사하여 방송 이후 상당한 자살률 증가를 보고했

다.� 초기 연구 대부분은 미국에서 자살만을 주제로 행해졌지만,� 이후의 연구는 아시아와 유럽 국가로

확대되어 자살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Cheng� 등[7,8],� Yip� 등[9]과 Chen� 등[10]

은 중국(대만과 홍콩)과 한국에서 유명인의 자살 뉴스 방영 이후 자살과 자살시도의 증가를 증명하였

다.� Etzersdorfer,� Voracek,� Sonneck[11]의 연구도 오스트리아의 제일 큰 신문사에서 유명인의 자살

을 보도한 후 신문 배급이 제일 많은 지역에서 자살 증가가 더 두드러지는 경향과 함께 비슷한 결과

를 보고했다.� 더욱 최근의 연구에서 언론의 영향 분석 전에 언론 보도 내용의 특성을 분석했다.� 이를

반영하여 Prikis와 동료들은 보도 내용의 차이를 바탕으로 언론 보도의 유형을 구분하였다[12].� 자살 방

법 보도와 자살에 대한 대중의 잘못된 인식을 강조하여 반복하면 후속 자살이 늘어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주목할 만하게,� Gould와 동료들은 신문의 기사가 더 두드러질 경우(1면 배치나 사진 포함),�

더욱 명시적(머리기사에 ‘자살”이라는 말을 포함하거나 자살 방법의 명시)이며 구체적(고인의 이름,� 자

살 방법이나 유서 발견 등)일 경우,� 자살시도보다 자살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의 모방

자살은 더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보고했다[13].

언론과 자살 분야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면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즉,� 자살에 대한 언

론 보도는 후에 자살 행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14-17].� 자살 행위의 증가 가능성은 뉴스 보도

후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함께 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3일 이내에 보통 최고점에 달하고 약 2주

일 후에는 안정되지만[5,18],� 때로는 그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19].� 이런 증가는 보도의 양과 강도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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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며,� 보도의 반복,� 고강도 기사가 모방 행위와 가장 많이 관련되고 있는 것이다[10,11,20-22].� 이런 행

위는 기사에 나오는 사람과 독자나 시청자가 동질감을 느끼거나[22,23],� 유명인으로 이들이 높게 평가하

는 사람인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3,4,7,9,22,24].� 연예계 스타의 자살에 대한 선정적 보도는 후속

자살이 최고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25].� 여러 연구의 종합적인 결론은 유명인의 자살에 대

한 선정적 언론 보도 이후 한 달 동안 자살률의 평균 증가분이 10만명당 0.26명이라는 사실이다.� 하

지만 연예인의 자살 보도에 의한 추정 효과는 더 커진다(10만명당 0.64명)[25].� 언론이 미치는 영향은

또한 대중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인구 분포 중 특정 집단(청소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고인

과 동일시하기 쉬운 사람)이 특히 취약하며 이들의 자살 충동이나 모방 자살 행위의 가능성이 높아진

다[18,26-29].� 또한,� 특이한 방식에 의한 자살의 명시적 묘사는 동일 방식을 사용하는 자살 행위의 증가

로 흔히 나타난다[10,30-33].

언론의 예방적 영향

언론이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일부 증거도 있다.� 언론의 자살에 대한 모

범적 보도가 자살률과 그 시도율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연구에서 그 증거가 제시

되었다.� Etzersdorfer와 동료들은 비엔나 지하철 자살 보도에 대한 언론 지침의 도입으로 여기에서의

자살에 대한 선정적 보도가 줄고 또한 지하철 자살률의 75%� 감소 및 비엔나 지역 전체 자살의 2

0%� 감소라는 결과가 나타났다[34-36].� 이 지침을 지속적으로 배부하여 자살 보도의 품격을 높이고 오

스트리아의 전국 자살률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긍정적 영향은 언론과 협력이 잘 되는 지역에

두드러졌다[37].� 호주,� 중국,� 홍콩,� 독일,� 스위스의 연구도 언론의 지침은 자살 보도의 품질과 긍정적으

로 관련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 지침의 효과성은 이행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38-39].� 호주(h

ttp://www.mindframe-media.info),� 오스트리아(http://www.suizidforschung.at),� 중국,� 홍콩(http://

www.csrp.hku.hk/media/),� 스위스(http://www.stopsuicide.ch),� 영국(http://www.samaritans.org/

media-centre/),� 미국(http://www.reportingonsuicide.org)� 등 몇몇 나라의 경험은 언론 지침 이행에

통찰력을 제공하여 다른 나라에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일부 언론 보도의 자살 예방 효과에 대한 추가적 증거는 Niederkrotenthaler와 동료들이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긍정적 대응,� 위험 극복에 초점을 맞추는 특출한 기사는 언론 보도가 가장 많이 도달하

는 지역의 자살률의 감소와 연관된다고 밝혔다[21].� 이런 언론의 예방효과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

리의 등장인물에서 이름을 빌어 “파파게노 효과”라고 하는데 그는 자살 충동을 느끼지만 마음을 바꾸

어 삶의 길을 택한다.� 파파게노 효과에 대한 최초의 연구 이래 다른 연구에서도 건설적 대응을 내세

우면서 자살 예방에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 자료의 예방적 효과를 확인시켜주었다[28,38,40].

전체적으로 언론과 자살의 관계를 검토하면 언론이 자살 예방에 주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연

구가 모두 있었지만,� 지금까지 연구는 대부분 역기능에 중점을 두어왔다[17].

디지털 매체

아직까지 온라인의 자살 관련 기사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아주 일부만 보호적 영향,� 유해한 영

향 모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온라인 사이트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디지털 매체는 자살 관련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귀중한 자원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살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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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 사용 시 소외감을 덜 느낀다고 흔히 보고되며,� 또한 온라인 활동으로 자

살할 생각이 줄어들었다고 보고되기도 한다.� 이런 긍정적인 상황은 게시물이 건설적인 도움을 제공하

고 자살 행위의 정당화나 용납을 적극 피하는 웹사이트나 게시판에서의 활동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살 행위의 정당화,� 자살과 방법 관련 이미지에의 쉬운 접근,� 집단 괴롭힘(bullying)/희롱

에 사용되는 대화 채널의 운영 등은 디지털 매체의 주요 우려사항이라 하겠다[41,42].� 또한,� 자살을 옹

호하는 사이트가 있어 다른 자살 방법의 특징을 설명하고,� 자살 행위를 권장하거나 동반자살자를 모

집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숫자의 사례연구를 통해 온라인 사이트가 자살 방법을 배우고 취약한 사

람의 자살 행위를 부추기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

결론

자살에 대한 선정적 언론 보도는 후속적 추가 자살 행위(자살,� 자살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

이 강하게 옹호되고 있다.� 선정적 보도에 따른 자살 사건 증가는 어쨌든 일어날 일이 더 일찍 일어난

것이기도 하고(이런 경우,� 이후에는 자살률이 감소할 것이다),� 부적절한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발생하

지 않았을 추가적 자살로 볼 수도 있다.

자살 관련 책임 있는 언론 보도의 잠재적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주 최근에 시작된 것으로 이

런 보도의 장점에 대한 증거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미디어 전문가는 대중의 “알 권리”와 자살의 유해성 간에 균형을 잡아,� 자살 보도에 조심스럽게 대

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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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자살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과 실제

근거없는 믿음(myth):�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나쁜 방법이며,�오히려 자살을 권장할 것이다.

사실(fact):� 자살이라는 것이 금기시,� 죄악시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누구에게 선뜻 자살 사고를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자살에 관한 대화는 자살 행위를 권장한다

기보다,� 공개적으로 말함으로써 당사자의 결정을 번복할 기회와 시간을 주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근거없는 믿음(myth):� 자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죽을 생각이 없을 것이다.

사실(fact):�자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도움이나 지원을 구하려 한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상당

수가 불안,� 우울증,� 절망을 경험하며 다른 선택이 없다고 느낄 수 있다.

근거없는 믿음(myth):�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죽을 결심을 한 것이다.

사실(fact):�이와는 반대로 자살하려는 사람은 삶과 죽음에 대해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

이 계속 살고 싶지만 예를 들어 충동적으로 행동하여 농약을 먹고 며칠 후에 죽을 수도 있다.� 적시에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면 자살은 예방될 수 있다.

근거없는 믿음(myth):� 자살은 대부분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한다.

사실(fact):�자살은 대개 구두나 행동으로 사전에 경고신호가 주어진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예고 없

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이 경고신호인지 이해하고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근거없는 믿음(myth):� 일단 누가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충동은 지속될 것이다.

사실(fact):� 높아진 자살 위험은 대개 단기적이며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자살할 생각이 다시 들 수

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과거에 자살할 생각이나 의도를 가졌던 순간적인 충동을 극복하고 그

이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살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 수도 있다.

근거없는 믿음(myth):�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만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사실(fact):� 자살 행위는 심한 불행감을 전조로 가지고 있지만 항상 정신질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신질환이 있는 많은 사람이 자살 행위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으며,� 자살하는 사람이 모두 정신질환

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근거없는 믿음(myth):� 자살행위는 한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예:� 생활고로 인해 죽었을 것이다).

사실(fact):�자살은 절대로 단순한 요인이나 사건의 결과가 아니다.� 한 개인을 자살로 이끄는 요인은

대부분 많고 복합적이어서 아주 단순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자살 행위를 이해하려면 건강,� 정신건강,�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사회/문화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충동성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사

람의 생활 스트레스 요인과 대인관계 갈등에 대처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자살 위험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신질환 하나로 자살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

다.� 거의 대부분 자살의 원인이 특정 사건 예컨대 시험 낙제,� 상실 경험 등으로 돌리는 것은 실제를

오도하는 것이다.� 사망 원인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인,� 동기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 내

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근거없는 믿음(myth):� 자살은 문제해결의 적절한 수단이 된다.

사실(fact):�자살은 문제해결의 건설적이거나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심각한 고통의 해결

이나 역경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도 아니다.� 자살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역경을 헤쳐나간 사람의

이야기는 현재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자살은 또한 가족,� 친구,� 전

체 공동체에 엄청난 파장을 주어,� 생전에 놓친 경고 신호가 있었는지 고뇌하며 죄책감,� 분노,� 불명예,�

낙망감을 느낄 수 있다.� 슬픔에 잠긴 유족,� 생존자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복합적인 요소를 감

성적으로 탐구하는 자살 관련 보도는 대중으로 하여금 유족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필요에 대한 대

중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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