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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자살은 세계적인 공중보건의 문제로,� 매년 거의 80만 명의 사람들이 자살로 목숨을 잃는다.� 자

살은 세계의 모든 지역과 사회인구학적 집단에 영향을 끼치며,� 한 번의 자살시도는 자살의 중요

한 위험요인이다.� 자살 또는 자살시도를 한 사람으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사별을 경험한 가족,�

친구,� 학우,� 직장동료,� 지역사회는 쉽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침묵과 낙인이 이들의 도움 요청을

방해한다.� 자살은 만 15세부터 29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망 요인이며,� 자살의 많은 수가

(79%)� 자살 현황파악과 관리를 위한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발생한다.� 이

와 같은 사실들이 현재 진행 중인 비극을 절대 무시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국가 자살예방전략은 자살예방을 정치적 사안으로 다루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다.� 자살예방의 이

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과 관련 행동계획이 필요하다.� 이것들이 없으면 노력은 줄어들

고,� 자살예방은 무시될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인구 전체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부문의 포괄

적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

이 보고서는 자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진전을 보이는 나라들을 장려하고 정부와 정책입안자가

국가 자살예방전략을 설립하고 개정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지도자로서 여러 이해당사자를 조직화하고 협력을 선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자살과 자살시도를 감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철

저한 감시는 필요한 행동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철저한 감시 없이는

인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각� 지역의 사례를 제시함으

로써 국가 자살예방전략의 다양한 접근 방법과 선택된 지표를 보여준다.� 국가 자살예방전략의 개

발,� 실행,� 그리고 평가를 이루는 요인들과 극복 해야 할 장벽이 이 보고서에 서술되어 있다.

최종 목표인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는 국가 자살예방전략이 필요하다.� WHO의 가입국들은 정

신건강 실행계획 2013-2020(Mental� Health� Action� Plan� 2013-2020)에 따라 2020년까지 자

살률 10%� 감소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자살률은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건강을 위한 지표 3.4� 중 하나이다.� 예방,� 치료,� 그리고

정신건강과 행복의 증진을 통해 2030년까지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줄이고자 한

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살예방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Dr� Svetlana� Akselrod

Assistant� Director-General

Noncommunicable� Diseases� and� Mental� Health

World� Healt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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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배경

세계적으로 일 년에 대략 80만 명의 사람들이 자살로 사망하며,� 이 중 거의 3분의 1은 젊은 사람들

이다.� 자살은 만 15세부터 29세의 사망원인 중 두 번째로 높으며,� 만 15세부터 19세 여성 중에서

도 두 번째로 높은 사망원인에 해당한다.� 이 결과는 2016년에 인구 10만 명 당 10.5명이 자살로

사망했다는 세계의 연령-표준화(age-standardized)� 자살률과 일치하며,� 구체적으로 남자는 13.7명,�

여자는 7.5명이다(WHO,� 2018a).

   
자살은 고소득 국가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79%의 자살사망은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국가에서 전 세계 자살사망의 부담을 더 크게 지닌다.� 고소득 국가

에서는 남성 자살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많지만,�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여성 1명 당 남성

1.6명이 자살하여 남녀 비율 차이가 더 작다.� 자살률은 만 15세 미만의 여성과 남성에서 가장 낮으

며,�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만 70세 이상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 어떤 지역에서는 자살률이 나이

가� 증가할수록 같이 증가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젊은 층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 고소득 국가와 저소

득 및 중간소득 국가를 비교했을 때,�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는 젊은 성인과 노인 여성의 자살률이

높으며,� 고소득 국가는 중년 남성의 자살률이 높다(WHO,� 2014).

한 명이 자살로 사망할 때,� 20명 이상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시도는 차후의 자살

의 중요한 위험요인이다(WHO,� 2014).

자살로 사망하거나 자살시도한 사람의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지역사회를 고려하면,� 매년 전 세계의 수

많은 사람이 자살로부터 영향을 받는다(Pitman� 외,� 2014;� Cerel� 외,� 2018).� 자살은 여전히 민감한 주제

이기 때문에,�낙인,�범죄화,�허술한 감시체계로 인해 실제보다 축소하여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자살의 위험성은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그리고 다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높아지지만,� 자살에

대한 낙인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자살의 위험요인으로는 과거

의 자살시도 경험,� 정신건강문제,� 알코올 남용,� 물질사용,� 실직 또는 경제적 손실,� 대인관계 실패,� 트

라우마 및 학대,� 폭력,� 갈등 및 재난,� 만성 통증 및 질병이 포함된다(WHO,� 2014).

안타깝게도 자살예방은 정부와 정책입안자에게 낮은 우선순위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자살예방은

세계 보건과 공공정책 의제에서 우선시 되어야 하며,�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인 영향을 인지하는 다

차원적인 접근방안을 통해 자살을 공중보건 문제로써 대중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WHO,� 2014).

국가 자살예방전략은 국가의 자살문제를 우선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약속,� 지도력 제공,� 그리

고 핵심적인 증거기반 자살예방 개입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WH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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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살예방을 위한 세계적 행동

2013년 세계보건총회 (World� Health� Assembly)에서 WHO의 2013~2020년 정신건강 실행계획

(Mental� Health� Action� Plan� 2013-2020)이 채택되었다(WHO,� 2013).� 이 실행계획에서는 2020

년까지 자살률을 10%� 감소시키는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우선 사항으로 서술하면서,� 자살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적절한 노력을 통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부문에서 국가적 자살예방전략을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2015년 세계보건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달성될 수 있는 목표들이 서술되어있는 UN� 지속가능개발

목표(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채택되었다.� 지속가능개발목표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보다 범위가 넓으며,� 목표 중 세 번째는 모든 연

령대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를 촉진하는 것이다.� SDGs의 목표 3.4는 예방과 치료,� 정신건강

과 안녕의 증진을 통해 2020년까지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3분의 1로 줄이는 것으

로,� 자살률은 목표 3.4의 지표에 해당한다.� 자살예방은 개인과 가족에게 중요할 뿐 아니라 사회의

안녕,� 의료시스템,� 경제 전반에 걸쳐 도움이 된다.

1.3� 역사적 맥락에서 본 국가 자살예방전략

1990년 초,� UN은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과 WHO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자살예방:국가적 전략수립

과 실행지침(Prevention� of� suicide:� guidelines� for�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strategies)이라는 중대한 보고서를 출판했다.� 이 보고서는 부문 간 협력,�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접근,� 그리고 지속적인 평가와 검토를 강조하였으며,� 효과적인 자살예방전략을 위한 필수적인

핵심요소들을 서술했다(UN,� 1996).� 더 나아가 이 보고서는 자살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는 국가적

자살예방전략과 이 전략을 개발,� 실행,� 감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N이 이 보고서를 출판한 이후로 자살에 대한 지식이 크게 발전하였다.� 예를 들면,� 여러 연구를 통

해 자살행위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문화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정의된다고

밝혔으며,� 동시에 역학연구는 일반인구와 취약집단(예를 들면,� 원주민,� 임신한 어린 여성,� 이민자,� 수

감자,� 군인,� 여자 동성애자,� 남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인 사람(LGBTQ))의 자살의 위

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문화와 종교가 자살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자살위험

으로부터 보호해주기도 한다고 밝힘으로써 자살위험의 문화적 변이성은 더 명확해졌다(WHO,�

2014).� UN의 보고서 이후 2012년에 WHO의 자살예방을 위한 공중보건의 실천적 구성(Public�

health� action�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 a� framework)이 출간되었으며,� 이 문헌에는 국가

자살예방 개발을 위한 요인과 단계가 서술되어 있다(WHO,� 2012).�

2014년 WHO는 최초로 세계 자살예방 보고서인 자살예방:� 세계적 의무(Preventing� suicide� a�

global� imperative)를 출간했다(WHO,� 2014).� 이 보고서에서 WHO는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이해당사자를 통합하고,� 현재 자원과 상황에 맞는 포괄적인 태도와 다부문적 접근을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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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것은 요청했다.� 그 후 WHO는 많은 국가로부터 자살예방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국가 자살

예방전략 검토 및 논평에 대한 요구를 받았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WHO는 국제자살예방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uicide� Prevention;� IASP)를 포함한 협력기관과 함께 본부,�

지역,� 국가적 수준에서 이러한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

UN� 지침서가 처음 준비되었을 때,� 오직 핀란드만이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 개발의 체계

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40개의 모든 소득수준의 국가들이 국가 자살예방전략을

채택하였으며,� 그중 몇 개의 국가들은 이미 국가적 전략을 검토하거나 검토한 사항을 실행 중이다.�

하지만,� 자살의 79%가� 발생하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 중에서는 소수의 국가만이 국가 자살예

방전략을 채택하였다.�

WHO� MiNDbank� 온라인 플랫폼은 자살,� 물질남용,� 장애,� 일반적인 정신건강 및 인권과 같은 정신

건강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국가/지역 차원의 정책,� 전략,� 법률 및 서비스 표준에 신속하고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자살예방에 이용 가능한 국가전략 역시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별로 검

색하고 접근할 수 있다(부록 1의 개요).�

자살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세계적 노력은 IASP가� 주최한 자살예방의 날이다.� 2003년부터 세계

적으로 매해 9월 10일로 지정된 이 날은 자살과 자살예방을 위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회

를 제공한다.� 이날은 일부 나라에서 국가 자살예방전략을 개발할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 중요한 보건 문제를 기념하기 위해 자살예방의 날을 일주일이나 한 달로 연장하였다.�

2017년 IASP는 효과적인 국가 자살예방전략과 실행에 대한 특별이익집단을 발족하였다.�

1.4� 보고서의 목표

1990년대 UN이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아직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 보고서는 국가의 자살률이나 자살예방 성과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현재 실행 중인 것을 이어

가고,�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자살이 정치적 의제에서 우선시 되는 것을 장려한다.� 이

보고서는 선택된 사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원 역할을 하고,� 정책입안자들에게 그들의 지역 상황

에 맞는 그들만의 국가 자살예방전략을 수립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해당사자

가� 서로 화합하도록 조율할 수 있으므로 국가 자살예방전략의 지도자 역할은 정부가 맡아야 한다.�

정부는 감시체계를 개발 및 강화하고,� 자료를 필요한 곳에 제공,�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에 있

다(WHO,� 2014).

이 보고서는 국가별 국가 자살예방전략의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사례들은 다양한 접근과 배경을

반영하며,� 독자들에게 국가 자살예방전략 실행의 다양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략이나 지표의 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WHO의 각� 지역별로 최소한 하나의 사례를 포함시

키려고 했다.� 사례를 제시하기에 앞서,� LIVE� LIFE� 접근을 통해 포괄적이고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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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살예방전략의 개발,� 실행 및 평가에 대한 전략적 접근법의 핵심요소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 자살예방전략을 개발하는데 흔히 발생하는 장애물과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조치에 대해

서도 논의하였으며,� 별도의 국가 자살예방전략을 가진 국가들의 명단이 부록 1에 제시되어있다.� 국

가�자살예방전략을 위한 지표는 부록 2에 수록되어있다.

박스 1.� 성공적인 국가 자살예방전략 사례:� 영국

영국의 범정부적 자살예방전략(The� Cross-Government� Suicide� Prevention� Strategy)은 2002년에 수립

된 원본에 대한 수정을 걸쳐 2012년에 발표되었다.� 이 전략은 포괄적이며 증거와 국가 정부,� 기관,� 자선단

체 등 부문 간의 협력에 기초하였다.� 이 전략에는 자살을 줄이기 위한 7개의 주요 분야가 있는데,� 이는 건

강,� 사회복지,� 정의 및 공중보건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 걸쳐 있다.�

영국의 자살률은 현재 가장 낮은 기록을 달성하였으며 유럽의 기준에서도 낮은 편이다.� 세계불황 때 자살

률이 증가했으나,� 지금은 다시 내림세를 타고 있으며,� 남성의 자살률은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살률 또한 감소하고 있으며 입원환자의 자살은 반으로 감소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이 명백한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 전문가,� 자선단체,� 학자,� 정부 부처의 폭넓은

지원,� 2)� 개인의 경험 통해 정치인과 언론의 관심을 유도한 유가족들의 옹호,� 3)� 최신 자료와 증거의 활용,�

4)� 새로운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감시,� 5)� 우울증과 자해에 대한 임상 지

침서를 발표한 국립보건임상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와 지방정

부를 위한 자살예방 지침서를 발표한 영국 공중보건국 (Public� Health� England)과 같은 정부 기관들과의

협력,� 6)� 더 넓은 정신건강정책과의 연결(예를 들면,� 지역사회 관리,� 심리치료에 대한 낙인감소).

영국의 자살예방은 정치적 의제를 일으켰으며 정당 간의 의견일치를 이루었다.� 2020년까지 자살률을

10%� 감소시키겠다는 국가적 목표는 2016년에 달성되었고,� 2017년 국무총리는 젊은 층과 자해에 중점을

둔 전략을 덧붙여 발표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기관에 걸친 자살예방계획을 수립하였고,� 2천 5백

만 파운드가 투자된 국민 건강 서비스에는 자살예방 개선 프로그램이 있으며,� 입원환자 자살 제로

(zero-suicide)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젊은 층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전반적 자살률이 감소추세인 것에 대조적으로,� 만 15세부터

19세까지의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사람들의 치명적이지 않은 자해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가

장 높은 자살률은 중년 남성들에서 나타나지만,� 이들은 도움 요청을 꺼린다.� 또한,� 온라인 안전,� 의료종사

자들의 스트레스,� 도박중독과 소셜미디어 중독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있다.� 국가적 정책,� 정부 간의 노

력,� 지역 자살예방계획에 이러한 새로운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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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적 다부문적인 국가 자살예방전략의 개발,� 실행,� 평가

2.1� 국가 자살예방전략은 왜 중요한가?

국가 자살예방전략 개발의 중요성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였고,� 여러 가지 이점은 아래와 같다(WHO,�

2012):�

w 국가 자살예방전략은 문제의 범위뿐만 아니라 규모에 대한 윤곽을 보여주며,� 더 중요한 것은

자살행위를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하게 한다.�

w 전략은 자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다.�

w 응집된 전략은 자살예방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하여 구조적인 틀을 권고한다.

w 전략은 주요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활동에 대한 권위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효과적인 예방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들을 구별한다.�

w 전략은 주요 이해당사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이들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할당한다.�

더 나아가,� 전략은 이들 사이에 필요한 협력방안을 서술한다.

w 전략은 현재 존재하는 법률,� 서비스 제공,� 자료수집의 보완할 점을 파악도록 한다.

w 전략은 개입을 위한 인적자원과 재정을 제시한다.

w 전략은 자살예방에 대한 옹호,� 인식개선,� 그리고 미디어 소통을 형성한다.

w 전략은 감시와 평가에 대한 견고한 틀을 제안함으로써 개입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한다.

w 전략은 자살행동에 관한 연구에 맥락을 제공한다.

2.2� 국가 자살예방전략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 대응을 결심한 국가들에게는 국가의 맥락과 맞는 자살예방을 공략할 기회

가� 주어진다.�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의 현재 진행 중인 노력 및 자원과 상관없이 국가적 대응을 설

립하는 과정 그 자체만으로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살예방활동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국가

는 이해당사자들을 파악하는 것과 자원이 이미 존재하는 곳 또는 도움이 가장 절실한 곳에서의 활

동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살예방활동을 이미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상황분석을

통해 현재 무엇이 잘 실행되고 있고 보완될 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교적 포

괄적인 국가 자살예방전략을 갖춘 국가는,� 평가와 개선,� 자료 갱신,� 그리고 효과성과 효율성에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WHO,� 2014).� 단기 및 중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원을 할

당해야 한다.� 효과적인 계획과 전략이 주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연구결과를 적용해 미래 계획

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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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략적인 접근

국가 자살예방전략은 건강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 사회복지,� 농업,� 경영,� 정의,� 법률,� 국방,� 정

치,� 그리고 언론 분야를 포함해 다분야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각� 국가의 문화와 사회적 맥락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행동계획을 통해 전략을 개념화하고 실행할 때는 명확한 목표,� 대상,� 지표,�

추진일정,� 중요한 단계,� 지정된 책임,� 그리고 예산 배분을 분명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활동 계획 없이는 전략이 진전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유념

해야 한다.� 다음 기술된 요인들은,� 순서와 상관없이 국가전략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이다.� 이 중 일부는 다른 요인이 수행되기 이전에 필요하거나 다른 것과 동시에 시행된

다.� 주어진 상황 안에서 우선순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상황 정보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해당사자 파악하기

국가적 전략을 세울 때 자살예방의 이해당사자가 누군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살예방은 정부

부처,� 보건관리 기관,� 비정부기구 및 비영리 기구,� 대학,� 시민사회 등과 같이 사회의 각기 다른 수준

(국가,� 지역,� 주 또는 지방,� 지역사회)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일하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학문을 포함

해야 한다.� 주요 이해당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WHO의 자살예방:� 세계적 의무(Preventing�

suicide:� a� global� imperative)에 나열되어 있고(WHO,� 2014),� WHO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모음(Preventing� suicide:� a� community� engagement� toolkit)에는 지역사회의 잠재적인 이

해당사자가 누군지에 대해 수록되어 있다(WHO,� 2018b).�

상황분석 시행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시작으로 하여 철저한 상황분석을 시행하는 것은 특정 지리적 영역(국가 전체

혹은 국가의 하위 영역)에서 문제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상황분석 시행 시,� 전략 실행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실행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장애물을 파악하는 과정이 없다면 국가전략활동

을 시행할 때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자원 평가

개발과 실행을 위해 인적,� 재정적 자원의 가용성과 접근성을 확인하는 것은 정책입안자들의 의지와

마찬가지로 공중보건개입의 성공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다.� 자원의 평가도 상황분석에 포함될 수

있다.

정치적 공약 달성

정치적 공약이 없는 전략은 한낱 종이에 불과해 부분적으로만 실행되거나 아예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 주,� 그리고 지역 지도자의 자원 제공과 관심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

치적 공약이 필수적이다.� 지속 가능하고 정부의 변화를 초월한 정치적 공약을 달성하는 것은 길고

힘든 과정이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발휘하는 잠재적인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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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 해결

자살과 관련된 낙인은 자살예방 노력의 주요 장애물로 남아있다.� 자살 유족과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

은 종종 지역사회 내 낙인에 부딪히며,� 낙인은 이들의 도움 요청을 방해한다.� 낙인은 자살예방서비

스 접근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특히 자살행위가 처벌되는 국가에서 우려되는 사항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낙인은 자살 및 자살시도 기록 및 보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식 개선

자살예방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은 자살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살예방의 중

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언론을 활용할 때 자살예방전략 시행단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개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이 이 문제와 개입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인식에 대한 노력은 이

해당사자들의 더 크고 지속적인 관여를 야기할 수 있고,� 지역사회가 자살예방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명확한 목표 명시

효과적인 자살예방전략은 명확히 진술할 필요가 있는 여러 가지 평행적이고 상호 연결된 목표를 가

져야 한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식별� � �

개인,� 가족,� 지역 및 사회 수준에서 자살과 자살시도의 위험 및 보호요인을 식별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요구되는 개입의 본질과 유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효과적인 개입 선택

국가전략과 그 실행계획은 관련 위험요소 및 상황분석 결과,� 보유한 자원에 기초하여 가장 적합한

유형과 근거기반 개입 방안(보편적 선택적,� 집중적)을 제시한다.� 보편적 개입은 인구 전체를 대상으

로 한다.� 선택적 개입은 자살 위험성이 높은 집단에 집중하며,� 이 집단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지리

적 분포,� 정신 및 물질사용장애의 유병률 등에 기초(이러한 요인이 자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 집중적 개입은 자살에 취약하다고 이미 알려진 사람들 또는 자살을 시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포괄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보편적,� 선택적,� 집중적 개입

의 조합을 사용한다.�

 
사례 등록의 개선과 연구 수행

자살은 종종 잘못 분류되거나,� 보고되지 않거나,� 과소보고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가용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감시시스템이 필요하다.� 자살시도 및 자해를 위한 감시시스템 구축 및 유지의 실행

지침� (Practice� manual� for�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surveillance� systems� for� suicide�

attempts� and� self-harm)에 제시되어있듯이,� 이전의 자살시도는 후속 자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

측 변수이기 때문에,� 자살시도에 대한 자료로 역시 자살에 대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며(WHO,�

2016),�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방식이 핵심적이다(WHO,� 2014� 참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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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주어진 맥락 내에서 위험 및 보호요인과 취약집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며,� 전략 실행에 있어

중간결과들 사이의 연결을 확인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그 예로는 의료계 종사자의 진료 개선과 자

살 및 자살시도와 같은 1차 결과 변수가 있다.�

관찰과 평가

관찰과 평가는 개입 실행과 관련된 핵심인력과 지역주민들의 피드백을 포함해,� 관련된 모든 이해당

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미리 계획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평가는 개입의 변화가 필요한지,� 혹

은 개입의 규모를 늘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행 중인 개별 개입방법을

평가하는 것은 전략 전체를 평가할 때 개별 개입의 결과 및 공식적 목적과 관련된 영향을 비판적으

로 검토할 기회를 제공한다.� 단기적으로 자살예방 노력에 영향을 받는 중간결과들은 핵심적인 일차

결과 변수인 자살률과 자살시도율의 장기적 감소를 목표로 하는 전략과 행동계획이 미칠 영향에 대

한 근거를 제공한다.� 중간결과의 예는 다음과 같다:� 언론의 더욱 책임감 있는 자살 보도;� 자살행위

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지식,� 태도,� 실천 강화;� 지원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수 증

가;� 자살행위에 대한 인식과 이해 증진.� 자살과 자살시도를 감소시키는 주요 결과에 대한 강조가 분

명히 남아있다.� 중간결과들은 일차 결과와 명확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확립될 수 있을 때만 유용할

수 있다.� 중간결과를 통한 실행계획의 질과 1차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면,� 실행계획의 어떤

측면이 자살 및 자살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실행계획의 어떤 측면에 개선이 필요

한지를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비용의 절감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지원 부족 등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WHO,� 2014).�

관찰과 평가는 전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게끔 하는 지속적인 의

견 고리(feedback� loop)� 중 일부로 보아야 한다.� 관찰과 평가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 장에서

제시된다.�

2.4� 국가 자살예방전략의 성공 여부 측정

국가 자살예방전략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국가전략의 평가가 최대한 견고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다.� 한가지 주요한 고려사항은,� 국가전략이 설계상 여러

구성요소가 있으며 대규모로 배포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다양한 요인들이 자살률에 영

향을 미치며,� 이러한 요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한다는 것이다.� 이은 국가전략에 의한 자살

률의 변화를 감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

은 평가는 “프로그램 논리(programme� logic)”�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과 성공의 여러 지표를 사용하

는 것이다.

프로그램 논리 접근법은 주어진 국가전략의 행동이론을 체계화하는 방법이다.� 이 접근법은 주로 명

시된 전략의 목표를 운용하는 목표의 계층 구조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목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구조와 프로세스가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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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고,� 다음 단계는 즉각적인 결과와 중간결과에 대한 것이며,� 가장 높은 수준은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일차 결과와 관련된다.� 이 논리는 가장 낮은 수준의 목표가 충족되면 중간 목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목표들이 충족될 경우 최고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종종 이 계층 구조는 전략의 활동 분야와 나란히 흐름을 타며,� 각� 흐름의 목표

달성 여부를 각기 다른 지표로 평가한다.� 예를 들면,� 국가전략의 한가지 주요 요소가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의 개선이라고 하면,� 제일 낮은 단계의 목표는 언론인들을 위한 지침서 배포 및 올바른 보

도를 위한 언론인 교육에 관한 것일 수 있으며,� 다음 단계는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의 개선이며,� 더

높은 단계는 자살과 자살시도의 감소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핵심요소가 자살자의 접근성

과 치료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가장 낮은 단계의 목표는 일반 의료진이 자살행동을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중간 단계의 목표는 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

들을 더 많이 수용하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될 수 있으며,� 더 높은 단계는 자

살과 자살시도의 감소일 수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자살과 자살시도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

문에 이러한 흐름은 종종 접근 단계의 높은 지점에서 모이게 된다.�

다양한 목표가 달성되는 정도에 대한 평가는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지표를 사용하는 것에 의존한다.�

이상적으로는 전략의 성공을 가늠하기 위해 복수의 자료와 측정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일부 데이터

는 사망 기록부나 병원 입원 자료와 같은 일상적인 자료에서 얻을 수 있으며,� 다른 데이터는 조사나

인터뷰를 통해 목적에 맞게 설계된 방식으로 수집될 것이다.� 가능한 한 자살행동을 한 사람뿐만 아

니라 자살로 사별을 경험한 사람의 견해까지 포함하여 전략 성공 평가의 관점을 모색해야 한다.� 다

양한 출처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질적,� 정량적 접근을 수반할 것이다.�

프로그램 논리 접근법을 취하고 여러 출처의 자료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다양한 이점이 있다.�

첫째,� 이 접근법은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전략을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것과 그 방법에 대해 서로

동의하도록 한다.� 둘째,� 전략 전체뿐만 아니라 그 구성까지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그리고

셋째,� 전략의 주요 목표가 달성되는 경로를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재구성이 필요한 구조와 과정에

대한 초기 통찰력을 제공하고,� 중간 및 최종 결과물의 관계를 포함한 결과의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있게 한다.�

2.5� LIVE� LIFE

자살예방을 위한 LIVE� LIFE는 자살예방전략의 요인과 효과적인 핵심 전략들이 포함되어있다.� LIVE는

리더십( eadership),� 개입( nterventions),� 비전( ision),� 그리고 평가( valuation)의 약자이며

LIFE의 기둥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핵심 개입들은 다음과 같다:� 더 적은 수단(즉,� 자살수단의 제

한)( ess� means),� 책임감 있는 보도를 위한 언론과의 소통( nteraction� with� media),� 청년의 생

활력 형성( orm� young),� 조기발견·관리와 후속 조치( arly� Identification)� (그림 1).� LIVE� LIFE는

국가 자살예방전략의 수립이 기반을 두어야 할 주요 구성요인을 수립한다.� LIVE� LIFE의 구성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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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리더십( eadership).� �

국가는 정부 및 비정부 부문,� 시민사회,� 지역사회와 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조정을 통해 리

더십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자살률과 자살시도율 감소를 목표로 한 국가 자살예방

전략을 통해 문화를 고려한 대응을 정의할 수 있다.� 리더십은 상황분석,� 인식 제고,� 정신건강,� 농약

및 알코올과 같은 자살예방과 관련된 분야를 포괄한 정책의 개발,� 적용,� 제정에 필수적이다.�

개입( ntervention).�

LIFE는 근거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핵심 전략의 실행에 관해 서술하였다(아래를 참고).� 여기서는 자

살시도자와 그들의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유가족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와 치료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다.�

비전( ision).�

변화와 장애물을 극복하여 자살과 자살시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비전을 갖

는 것은 필수적이다.� 비전은 새로운 자금과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

와 파트너십을 찾는 데 필요하다.� 자살예방에 대한 옹호는 그 과정을 반등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혁신을 도입하고 새로운 전달 플랫폼을 시험해 볼 때도 비전이 중요하다.

평가( valuation).�

자살예방의 목적과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입의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개입이 지속

해서 감시받고 평가되어야 한다.� 평가와 개선을 위한 피드백(효과 및 효율성 포함)과 연구 활동의

초석을 가능하게 하는 고품질 사례 등록 및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LIFE

수단 제한( ess� means).�

수단(예:� 농약,� 총기류)에 대한 접근제한은 보편적 개입의 필수적 요인이다.� 잘 정립된 감시체계는

국가 또는 특정 상황에서 가장 일반적인 수단을 식별하고 목표로 정하는 데 중요하다.

언론과의 소통( nteraction� with� media).�

언론의 책임감 있는 보도는 자살예방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언론인들은 자살 사례를 미화시켜 보도

하는 것을 자제하면서 취약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받는 등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사례를 전달해야

한다.� 또한,� 언론은 자살에 대한 낙인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자살예방,�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일반적으로 더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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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 형성( orm� the� young).�

젊은이들의 문제해결능력,� 대처 및 삶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살예방에 효

과적인 개입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각기 다른 플랫폼(예:� 학교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조기발견( arly� identification).�

조기발견과 평가,� 관리 및 후속 조치는 자살의 위험이 있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보건의료체계는 자살예방을 핵심요소로 통합해야 하며,� 지역사회

수준을 포함한 모든 보건종사자들은 서비스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취약계

층이 자살예방전략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편적인 건강 보장을 통해 모든 사람에 대

한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그림 1.� 자살예방:� �

리더십
EADERSHIP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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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VALUATION

LIVE�
LIFE
자살예방

언론과의 소통
� 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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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NTER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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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제한
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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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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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젊은 층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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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다중부문 협력을 위한 eadership

실행을 위한 개입 ntervention

혁신,� 자금,� 전달 플랫폼을 위한 ision

모니터링,� 감시,� 연구에 대한 valuation

수단 제한을 통한 ess� means� �

언론의 책임감 있는 보도를 위한� nteraction�

생활 기술을 통한 orm� the� young�

관리와 후속 조치를 통한 arly�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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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2.� 성공적인 국가 자살예방전략 사례:� 스코틀랜드

지난 17년간 스코틀랜드 정부는 국가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건강 스코틀랜드(NHS�

Health� Scotland),� 사회복지,� 스코틀랜드 경찰국과 제3부문(자발적 및 지역 사회 조직)�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Choose� Life� strategy� and� action� plan� (2002-2013)1과 자살예방전략(Suicide� prevention�

strategy)� (2013-2016)2을 통해 자살예방과 자살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2018년 8월,� 스코틀랜드 정

부의 새로운 자살예방 행동계획인 모든 삶은 중요하다(Every� life� matters)3가� 발표되어� 지역사회의 자살에

대한 대응에 중대한 변화를 제기했다.�

2002~2006년과 2013~2017년 사이에,� 스코틀랜드의 자살률은 20%� 감소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중 대

부분 기간에 스코틀랜드의 자살률은 WHO� 유럽 지역 회원국인 53개 국가의 평균보다 지속해서 낮게 기록

되었다.� 자살률 감소 성공의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w 10년 국가전략과 행동계획(Choose� Life)을 부분적으로 평가하고 갱신,� 자살예방활동과 결과에 지

속적인 관심;

w 주요 국가 파트너들이 자살예방 정책팀과 정부 장관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임된 정부;�

2016년에 새로 만들어진 정신건강 장관 직위;

w 스코틀랜드 정부 및 국가 기관의 헌신적인 리더십,� 공통의 비전을 통한 대중과 지방정부 차원,� 그

리고 제3부문 기관이 참여한 자살예방의 긍정적인 효과;

w 자살예방에 대한 폭넓은 보건복지 접근을 위한 노력,� 인구 기반 조치와 및 공평에 대한 초점을 고

위험 집단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과 통합,� 전통적인 (정신)� 건강 서비스를 포괄하면서 그것

을 넘어선 자살예방에 대한 광범위한 공중보건 접근;

w 정서적 어려움이나 자살위험이 있는 개인에게 훈련(STORM,� ASIST,� safeTALK� and� Scottish�

Mental� Health� First� Aid)과 다른 교육자료를 통해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

여 보건 및 사회 치료 시스템의 능력을 향상;

w 자살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에 관한 연구,� 경험적 증거를 수집,� 분석,� 배포,� 행동하는 것에 있어 국

가�기관에 걸친 협력;

w 합의된 브랜딩(Choose� Life),� 국가 캠페인,� 그리고 자살예방 주간 전국 및 지역 활동을 통해 대중

의 인식 높이기;

w 알코올 단기개입을 통한 1차 진료,� 사고 및 응급 서비스,� 산전 관리 환경에서의 음주 문제 공략,�

1차 진료에서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관심 증진;

w 영국의 정신질환자 대상 자살과 타살에 대한 국가 기밀 조사 (National� Confidential� Inquiry� into�

Suicide� and� Homicide� by� People� with� Mental� Illness)에 기반을 둔 근거기반 지역 환자 안전

개선(특히 퇴원 계획에 관한 작업)

개선이 필요하거나 아직 달성되지 않은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w 대면 및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감정적 고통이나 자살위험에 처하거나 자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을 위해,�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

w 트라우마에 입각한 치료 제공을 위한 역량 강화(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

도록 관리,� 지원하고,� 치료에 접근할 때 직면하는 장애물을 해결한다);� 최근에 출간된 행동 계획

(Action� Plan)에 따라 새로운 학습 자원에 이를 통합;

w 자살예방 조치를 지역(지역사회)� 계획 및 다른 전략적 문서에 통합;

w 지역 차원의 자살행동 역학 및 특성에 관한 데이터(실시간 및 역사적)에 대한 자살예방 기관의 접

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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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자살로 인한 모든 사망자(지역사회에서는 물론 서비스 환경에 있는)에 대한 적절한 검토 및 감사

의 개발,� 그리고 결과의 공유와 결과에 따른 행동 조치;

w Choose� Life와 같은 복잡한 국가 자살예방 개입의 핵심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더 정교한 평가 연

구를 수행

1� http://www.gov.scot/Publications/2002/12/15873/14466,� accessed� 16� November� 2018.

2� http://www.chooselife.net/Home/index.aspx� ,� accessed� 16� November� 2018.

3� https://www.gov.scot/Publications/2018/08/8874,� accessed� 16� November� 2018.

4� https://www.nes.scot.nhs.uk/education-and-training/by-discipline/psychology/multiprofessional

� � -psychology/national-trauma-training-framework.aspx,� accessed� 16�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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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자살예방전략 실행의 장애물

잘 설계된 자살예방전략이 있더라도,�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표1의

예를 참조).�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조치는 잘 정의되고 체계화되어야 하며,� 관련된 이

해당사자,� 이용 가능한 자원,� 국가적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미리 고려하면 장애

물을 피하고 그 장애물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3.1� 장애물 인지

잠재적인 난관이나 장애물을 조기에 밝혀내지 않으면,� 예방전략을 구현하기 어려워지거나 완전히 실

패할 수 있다.� 각� 전략적 행동의 이행을 계획할 때 발생 가능한 장애물을 고려해야 하며,� 준비에는

식별된 장애물 해결을 위한 추가 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

3.2� 장애물 극복

장애물을 극복하거나 우회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구성하는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당사

자들은 장애물에 의해 생성된 문제를 정의하고 토론해야 하며 잠재적 해결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일단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조치가 취해지면,�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표 1.� 국가 자살예방전략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할 장애물

장애물 장애물에 대한 설명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

�관리 및 실행 계획

문제에

대한 이해

국가적 또는 지역적 맥락에서 자살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하면,� 지역사회에 필요한

명확한 목표와 행동을 개발하기 어렵다.

자살 및 자살시도의 수와 비율,� 그 수단을 기록

함으로써 문제를 철저히 이해한다.� 관련 위험 및

보호요인과 취약집단을 식별한다.� 건강관리 인프

라,� 서비스 및 관리를 위한 자원을 평가한다.� 적

절한 일정과 자원 사용을 통해 효율적인 구현이

가능하도록 문제를 적절하게 정의한다.

조치와 개입

조치와 개입에 대한 잘못된 설명(예를 들

어,� 목적,� 필요한 자원,� 이행에 대한 책

임,� 일정)은 체계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인

전략을 낳을 수 있다.

각� 조치와 개입의 명확한 목적,� 예상 결과,� 이행

을 맡을 사람,� 자원 분할,� 인프라 및 일정을 정

의한다.

� 이해당사자

리더십과 관리

자살 관련 이해당사자는 관련될 수 있는

정부 지도자들에 대해 널리 잘 알아야 한

다.� 부재하거나 비효율적인 리더십,� 특히

이해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리더십은

목표를 성취하는 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의사소통하며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운다.� 리더십의 잦은 전환이 있는 상황

에 적응한다.� 비효율적인 리더십의 특징을 파악해

위험을 피하고 지도 능력을 강화한다.� 정부 리더

십과 함께 훌륭한 관리 기술이 갖춰져야 한다.

팀워크와 협력

부족한 팀워크,� 화합,� 협력은 통일된 방

식으로 공통의 목적을 위해 일하기보다

자신만의 관심사 또는 방식을 따르게 하

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한다.� 이해당사

자들은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고 서로 다른 개입 간

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 이는 목표의 공동 달성

을 위해 개인을 단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살예방을 위한 국가 자원 센터를 지정해 브리핑하

고 보고서를 제공하며 국제적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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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장애물에 대한 설명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

입법과 정책

자살방지 노력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과

정책은 시행을 저해할 수 있다.

자살 및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 자살예방

에 관한 법률과 정책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되

도록 한다.

� 재정적 자원

실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정치적 지원이 부족하면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 필요 자금에 대한 부적절한 예측

은 개입의 완전한 이행을 저해할 수 있다.

개입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예측하고,� 자금이 지

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

을 감시한다.� 준비금을 유지하여 안정성을 확보

하고 불확실성을 줄인다.� 자금 배분을 명확히 하

지 않으면 개입이 시행되거나 평가될 가능성이

줄어들므로 이를 명확히 한다.

� 인적자원

훈련

보건의료종사자들이 자살행위를 식별하고

관리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제공되

는 서비스의 질이 부적절하고 일관성이

없을 수 있다.

자살행위와 정신,� 신경 및 물질사용장애의 평가

와 관리에 전문화되지 않은 보건의료종사자를 교

육하고,� 이들이 역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다.� 보건의료종사자를 현장 상황에 맞게 적응시

키는 것은 동기부여와 상호작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근거기반 개입의 실행을 방해하는 맥락

적 요소를 이해함으로써,� 실무자들이 이러한 문

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다분야 참여

수단에 대한

접근제한

자살의 주요 수단 중 하나는 농약 음독이

다.� 그러나 많은 맥락에서 이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으며,� 거의 아무런 조

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자살 또는 자살시도에서 농약의 사용을 감시하는

것은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농약 접

근에 대한 국가적 규제에 관련 기관과 정부 부문

(예:� 농업)을 참여시킨다.

책임감

있는

언론의 보도

언론에서 자살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가

지속된다.

자극적인 기사가 있을 때 즉시 개입할 수 있도

록 언론을 적극적으로 감시한다.� 언론 전문가들

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자살 보

도를 관리하기 위해 언론 규제 기관과 협력한다.�

긍정적인 보도(예:� 성공 또는 회복 사례,� 반(反)�

낙인 및 인식개선 캠페인)에 언론을 포함시킨다.

학교기반

개입

학교에서 관리자와 부모,� 양육자들이 다

른 주제들보다 정신건강문제,� 정서적 고

통,� 자살행위에 대해 논의하기를 꺼린다.

젊은 층의 자살위험을 고려하여,� 예방 활동과 정

서 및 생활 기술 훈련의 필요성에 관해 교육 부

문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게

이트키퍼 훈련 제공한다.� 지역사회에서 학부모들

을 위해 인식개선 및 훈련을 제공한다.� 예방 프

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청소년을 참여시킨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건 또는 사회 보장 혜택이 제한되어 있

어,� 자살시도 또는 자살사망자 유족에게

필요한 개입 또는 후속 조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지역사회 실무자를 훈련하여 자조 그룹

(self-help� group)을 만들고 동료지원(peer�

support)을 제공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탐구한

다.

의료시스템의

지속적 관리

서로 의사소통하지 않는 다른 서비스와

보건의료종사자들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

들을 추적할 수 없어 관리의 연속성이 중

단될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의뢰,� 회의,� 공동 훈련을 촉진한다.� 서비스 통합

및 종합적 치료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촉진한

다.

� 자료

자료수집

자료 및 정보의 부족은 의사 결정자가 우

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할당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부적절한 정보 수집은 실행

과정에서 비효과적인 개입으로 자원이 낭

비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살과 자살시도에 대한 감시체계를 설립하고 강

화한다.� 감시는 자살예방의 핵심요소로 여겨져야

한다.� 정확한 자료수집으로 주요 결과에 대한 효

과를 감시하여,� 시행방안 조정을 통해 효과를 향

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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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장애물에 대한 설명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

�낙인

낙인

자살을 시도한 사람과 그 가족,� 자살 후

남겨진 사람들은 모두 낙인이 찍힌다.� 낙

인은 보건의료서비스 자원을 활용하려는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제공되

는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이 문

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전략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식개선 캠페인의 실시는 낙인,� 차별,� 기타 불

평등(예:� 자살행위에 대한 도움에의 접근성 결

여)과 싸우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박스 3.� 성공적인 국가 자살예방전략 사례:� 스웨덴

2008년 스웨덴 의회는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 행동프로그램(National� Action� Programme� for� Suicide�

Prevention)인 “비전 제로 정책(Vision� Zero� Policy)”을 채택했다.� 프로그램의 비전은 그 누구도 자살을 유

일한 탈출구로 보는 그러한 취약한 상황에 놓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1995년 자살위기지원(Support� in� suicidal� crisis)이라는 보고서에 실린 스웨덴의 첫 국가 자살예방 프로그

램은,� 스웨덴 자살방지 협의회(Swedish� National� Council� for� Suicide� Prevention)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국립 공중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스웨덴 국립 보건 복지위원회(Swedish�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자살연구 및 정신건강관리 센터(National� Centre� for� Suicide� Research�

and� Prevention� of� Mental� Ill-Health;� NASP)의 도움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스웨덴 의회의 승인을 위

해 제출된 적이 없었고 예방 활동은 공공 당국과 다양한 단체 및 개인의 선의에 의존해야 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시행의 단점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국가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국립 공중보건원(현 스웨덴 공중보건국)과 국가보건복지원이 NASP의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 스웨덴 의회에서 승인되었고,� 자살에 대한 비

전 제로 정책을 발표한 스웨덴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다.� 이 정책은 전 국민에게 이 주제가 중요하다는 강

력한 신호를 보내며,� 자살충동이 있는 사람이나 자살 유족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에게 관심의 우선순위가 부

여되었다고 느꼈다.

의회의 승인은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에 법적 지위를 부여했을 뿐 아니라 다음의 9개 행동 영역

의 실행에 기여했다 :

1.� 특권층에게 좋은 삶의 기회를 제공

2.� 자살위험이 높은 인구 및 집단 내 알코올 소비 감소

3.� 자살수단 및 방법에 대한 접근감소

4.� 자살은 심리적 실수라는 관점

5.� 의료적,� 심리학적 및 심리사회적 자주성 증진

6.� 자살감소를 위한 근거기반 지식 배포

7.� 의료서비스에서 직원 및 기타 주요 실무자의 기술 수준 향상

8.� 자살 사건 발생 후 “근본 원인”� 또는 사건 분석 수행

9.� 자원봉사 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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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공중 보건국(Public� Health� Agency)은 2015년 정부로부터 국가 수준의 자살예방수행에 대한 위임

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건국은 자살예방 이행을 전국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관련 정부 기관 간의 조정과

이해당사자 간의 조정 및 협력을 발전시켰다.�

이것이 승인된 이후,� 두 번째 국가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스웨덴 사회와 보건 및 공공 정신건강 시스템 내

인식증진의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사회 내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태

도가 달라졌다.� 자살을 둘러싼 낙인이 풀리면서 자살이 더는 금기된 주제가 아니게 되었다.� 자살을 촉발하

는 위험요인과 사회적,� 의료적/정신의학적,� 심리적 측정을 통해 자살행동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

또한,� 개인이 자살행동에 대처하고 정신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보호요인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였으며,�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자살은 예방되거나 치료할 수 없다는 견해가 줄어들었다.� 자살이 개인의 삶과 자유를 통

제한다는 견해가 아닌,� 인생이 견딜 수 없도록 힘들고 모든 것이 개인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에서 발생한

다는 관점이 더욱 강조되었다.

마찬가지로,� 1997년에는 스웨덴의 교통사고에 대한 비전 제로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대중의 인식

이 높아졌으며,� 당사자들을 위한 지원 자금이 매우 증가했다.� 도로 안전 개선 및 교통법 변경으로 20년 동

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 감소했다.� 자살에 대한 비전 제로 정책이 비슷한 효과를 내길 기대

되고 있다.�

자살을 위한 비전 제로 정책이 승인된 이후,� 일부 프로젝트에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었으나,� 자살에 대한 재

정지원은 교통사고에 대한 재정지원에 비해 크게 부족했다.� 영구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

할 것이다.� 최선의 예방과 치료가 제공되게 하려면,� 자살행위를 줄이는 근거기반 방법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급에 힘입어 건강 및 공공 전신건강 체계에서 적절하게 훈련된 인적자원의 증가가 필요하다.

비전 제로 정책은 때때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이 정책은 자살이 금지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정책의 목

표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과 자살 충동을 가진 사람들에게 최선의 예방,� 관리,�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자

살예방은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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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라별 사례

최근 수십 년 동안,� 특히 2000년 이후로,� 많은 국가 자살예방전략이 개발되었다.� 2017년 현재 거

의 40개의 국가가 자립적 국가전략을 이용하고 있으며(WHO,� 2018c),� 이는 자살예방에 대한 노력

을 입증한다.� 국가전략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는 10%가량이 국가

전략을 쓰고 있지만,� 중상위 및 고소득 국가는 약 3분의 1이 자살예방 국가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자살예방 체계와 특정 집단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으

며,� 자살예방을 정신건강 또는 기타 건강 분야에 대한 국가 계획에 통합하고 있다(WHO,� 2018c).�

이 장은 국가 자살예방전략을 개발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에 있는 국가를 돕기 위해 전략의 사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래의 설명과 지표는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며,� 다양한 지리적 범위에

걸친 사례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별 사례는 관련 국가전략 문서와 지표를 통해 직접 요약

하였으며 모두 합해 10개의 국가별 사례가 기술되어있다(표2).� 사회인구학적 정보 및 국가별 자살

추정치는 정신건강 아틀라스 2017(Mental� health� atlas� 2017)1의 국가 프로필과 WHO의 자살예

방 누리집2에서 찾을 수 있다.

1� http://www.who.int/mental_health/evidence/atlas/profiles-2017/en,� accessed� 8� November� 2018.

2� https://www.who.int/mental_health/prevention/suicide/suicideprevent/en,� accessed� 8� November� 2018

국가 사례는 여러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자살예방을 위한 맥락이 제공되었다.� 둘째,� 비전,� 임

무,� 기간,� 연간 예산,� 목표,� 기본 원칙과 같은 전략의 주요 구성요소가 제시되었다.� 셋째,� 전략의 이

행과 감시 및 평가가 기술되었다.�

전략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은 보통 자살감소 및 자살 없애기(예:� 자살 없는 국가),� 또는 개

선된 정신건강 및 복지이다.�

국가 자살예방전략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요인으로는 수단 제한,� 책임 있는 언론 보도,� 서비스

접근,� 치료,� 위기개입,� 교육훈련,� 사후관리,� 감시,� 인식개선,� 낙인감소,� 감시 및 조정이 있으며(WHO,�

2014),� 이것들은 보편적,� 선택적,� 집중적 개입을 반영한다.

표 2.� 나라별 사례의 개요

1.� 부탄 (동남아시아 지역)

2.� 가이아나 (아메리카 지역)

3.� 이란 이슬람 공화국 (동지중해 지역)

4.� 아일랜드 (유럽 지역)

5.� 일본 (서태평양 지역)

6.� 나미비아 (아프리카 지역)

7.� 대한민국 (서태평양 지역)

8.� 스위스 (유럽 지역)

9.� 미국 (아메리카 지역)

10.� 우루과이 (아메리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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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부탄 (동남아시아 지역)

다음 정보는 “부탄의 자살예방(Suicide� Prevention� in� Bhutan)”이라 불리는 부탄 왕립 정부의 국가 자

살예방전략(National� Suicide� Prevention� Strategy� of� the� Royal� Government� of� Bhutan)에서 요약

되었다.�출처에 더 자세한 내용과 참고자료가 기재되어 있다.

출처:� http://www.mindbank.info/item/6176

자살예방의 배경

2015년 부탄 왕립 정부가 3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자립적이고 포괄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이 없었으나,� 1차 의료 정신건강서비스,� 가정폭력 방지,� 알코올 및 마약을 위한 중독 치료 전략을

통해 통합된 서비스의 형태를 갖출 수 있었다.� 정신건강 검진이나 자살위험 식별은 일상적인 서비스

가�아니었고,� 대부분의 재활서비스는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중요

한 자원에 접근할 수 없었다.

전략의 핵심요소

비전 자살 없는 국가

임무
국가,� dzongkhags� (지역구),� gewogs� (마을단체)�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적절한 부문 간 행동계획 및 프로그램 추진,� 조정 및 지원

기간 2015-2018

연간 예산 9.6� million� BTN

목적 부탄 인구 중 자살로 인한 조기 사망 예방

목표

구체적인 목표

1.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을 위해 리더십,� 다분야 참여 및 협업을 개선한다.

2. 포괄적 자살예방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정부 및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3. 자살예방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심리·사회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 및 자살위험이 가장 높은 사

람들(자살 생각,� 자해 또는 치명적이지 않은 자살시도력 포함)에 대한 지원을 향상한다.

4. 보건의료서비스 및 게이트키퍼의 능력을 함양하여 자살예방서비스를 제공한다.

5. 자살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회복 탄력성 및 사회적 지원을 개선한다.

6. 자살예방계획 및 프로그래밍에 대한 데이터,� 근거 및 정보를 개선한다.

원칙

Ÿ 자살예방은 자살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계자,� 조직 및 부문과 협력하는

광범위하고 조직화한 체계여야 한다.

Ÿ 자살예방은 사회적 지지,� 정신질환,� 약물 남용,� 경제적 요인,� 지역사회 및 개인의 위험성과 탄

력성을 포함하여 자살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다룬다.�

Ÿ 자살예방은 포괄적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지역사회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자살에 대한 개인

수준의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

Ÿ 자살예방은 위험 식별과 개별 맞춤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춘 공중보건 및 개별 임상 접근

방법의 조합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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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실행계획은 세 가지 수준의 개입을 제안한다:� 전체인구 대상으로 고안된 보편적 자살예방전략;� 인구

집단 내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자살예방전략;� 그리고 치명적이지 않은 자살행동에 가담했

거나 자살 유족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 자살예방전략.

보편적 전략 :� 자살에 대한 책임 있는 언론 보도 추진;� 종교적 신념 및 문화적 관습;� 육아교육 및

인식 프로그램,� 지도상담사 등을 제공하는 학교;�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병원이나 정

신과 병동 등의 기반 시설 등을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 농약 이용 가능성 및 공급을

제한을 통한 수단 제한.

선택적 전략 :� 취약 여성,� 어린이 대상;� 중독 및 약물 남용 방지,� 확립된 프로그램,� 지원센터,� 복지

센터,� 재활 서비스;� 지역사회 회복 탄력성 및 지원 프로그램;� 동료 상담자,� 건강 및

사회적 상담자와의 상담.

집중적 전략 :� 위기상담 전화,� 건강정보 서비스 등 자살위험이 높은 개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관

리;� 자살행동의 추가 위험을 줄이고,� 자살위험이 큰 다른 구성원 등을 식별하여 자살

전염을 예방하는 사후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의뢰와 표준화.

실행

부탄 정부는 행동계획이 현실적이어야 하며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이어야 함을 인식했다.� 효

율적인 교차부문 구현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 활동을 5가지 영역(효과성,� 비용,� 실행 가능성,�

공중보건 혜택,� 문화적 수용 가능성)에서 10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국가적 자살예방대응을 위해,� 보

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대표들과 다른 주요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자살예방 운영위원회

(Suicide� Prevention� Steering� Committee)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6개월마다 개최되며,� 주요

기능은 자살예방에 있어 다분야 대응에 추진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살예방 계획의 실행은 dzonkhakgs(지역구)�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자살예방 활동이 정부 성과 관리 시스템(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내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지역구 자살예방 대응팀은 관련 단체의 적절한 대표와 함께 경찰

그리고 보건의료 관련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20개의 지역구 모두에 설립되었다.� 팀의 주요 기

능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살시도와 자해에 대해 효과적인 구조 대응을 보장하는 것이다.

감시와 평가

감시와 평가는 자살예방 운영위원회의 지도로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팀 구성과 현장 작업 조정,�

그리고 평가 및 관리를 담당한다.

감시 및 평가 체계는 전략의 성취 또는 진전을 보여주는 일련의 입출력 지표를 따른다(부록 2.1).�

이행 동업자는 표준보고서 양식을 사용하여 6개월 단위로 실행보고서를 제출한다.� 자살감소의 전체

추세는 자살과 자해 대한 국가 사례 등록을 통해 수집된 자살 국가자료를 사용해 추적된다.� 마지막

으로,� 매년 진행 보고서가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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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가이아나 (아메리카 지역)

이 사례는 “자살방지계획 :� 가이아나의 자살예방전략(National� Suicide� Prevention� Plan:� A�

National� Suicide� Prevention� Strategy� for� Guyana)”으로 불리는 가이아나 정부의 국가 자살예방

전략(National� Suicide� Prevention� Strategy� of� the� government� of� Guyana)에서 요약되었다.� 출

처에 더 자세한 내용과 참고자료가 기재되어 있다.�

출처 :� https://www.mindbank.info/item/6321

자살예방의 배경

가이아나는 높은 자살률에 직면하고 있으며,� 상황분석 결과 훈련받은 인력을 갖춘 1차 의료 센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이 다른 분야에서도 문제가 존재했다.� 예를 들어,� 언론 매체

는 자살 및 자살시도 사례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하여 “모방 자살”� 현상을 증가시켰고,� 자살시도

와 자살에 관한 데이터의 질은 열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에 국가 자살예방계

획이 개발되었다.�

전략의 핵심요소

비전 가이아나의 모든 사람의 정신적,� 사회적 복지향상에 기여

임무
국가의 경험을 반영하고,� 자살을 예방·통제하기 위한 우선순위 및 관리 설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보건 체계 건강 결정
요인 및 제약 사항을 해결한다.

기간 2015-2020

연간 예산
건강 예산은 GYD� 23,455,957,000;�
이 중 2018년 정신건강 예산은 GYD� 105,550,000�

목적
자살사망률과 자살시도율을 감소시킴으로써(20%까지 감소),� 2015~2020년
의 자살이나 장애로 인한 조기 사망을 방지한다.

목표

전반적 목표

1. 위험성이 특히 높은 집단에서 자살행위를 줄이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홍보하고 문화적으

로 민감한 접근법을 실행한다.

2. 자살수단(예:� 농약,� 약물,� 총기류)의 유용성,� 접근성 및 관심을 줄인다.

3. 자살예방을 위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개입과 조치를 개발하고,� 자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

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실행한다.

4. 약물 남용 치료와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이용을 장려한다.

5. 자살 및 자살시도에 관한 국가 데이터의 품질과 적시성을 증가시키고,� 통합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전략

1. 위험요인 감소,� 건강증진과 예방

특히 고위험군에서 건강한 생활습관 증진과 자살행동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입을 개발한다.

구체적 목표:

Ÿ 자살행동의 규모,� 위험 및 결과에 대한 근거기반의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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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물질남용 및 알코올 섭취 감소를 자살예방의 한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일반 대중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촉진한다.

Ÿ 자살행동에 중점을 둔 전문화된 사회적 소통 전략을 통해 의사소통한다.

Ÿ 고위험군의 자살위험을 줄인다.

2.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제한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 제한하기 위한 개입을 개발한다.

구체적 목표:

Ÿ 자해 및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Ÿ 음독으로 인한 자살 수를 줄인다.

Ÿ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자살 수를 줄인다.

Ÿ 목매달림 및 목졸림으로 자살 수를 줄인다.�

Ÿ 위험이 큰 지역에서 자살 수를 줄인다.

Ÿ 도로에서 일어나는 자살 수를 줄인다.�

Ÿ 새로운 자살방법에 대응한다.

3. 자살행위에 대한 보건의료시스템의 대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

구체적 목표:

Ÿ 의료서비스 대응의 수용력과 질을 향상한다.

Ÿ 자살시도자의 치료,� 통제,� 재활을 위한 관리 접근성을 높인다.

Ÿ 자살행위에 대비한 관리,� 치료,� 지원을 위해 건강체계 및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강화한다.

Ÿ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식별하고,� 위험 수준을 파악하고,� 게이트키퍼에게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치료로 연계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Ÿ 자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트라우마 및 학대,� 차별,� 대인관계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개입방법을 개발하고 지역사회를 동원한다.

Ÿ 유가족들을 위한 개입을 개발한다.

4. 자살에 대한 감시와 연구

자살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하며,� 효과적인 개입법을 평가한다.

구체적 목표:

Ÿ 사례 등록을 개선한다.

Ÿ 자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실행

문제의 심각성,� 사용 가능한 자원,�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상황분석이 실시되었

다.� 잠재적 관계자와 함께 보건복지부 내에서의 통치,� 역할 및 책임을 고려해 실행계획을 개발했다.�

주요 이해당사자들은 구체적인 업무와 그들 사이에서 효과적인 조정을 할 방법에 대한 책임을 졌다.�

실행계획은 리더십을 제공하고 주요 근거기반 자살예방 개입과 그것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다.� 많

은 부분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정되다.� 보건 및 건강 부문의 설립은 효과적인

지역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의 자원과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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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평가

국가전략에 대한 감시와 평가는 명시된 목표와 관련된 개입의 결과 및 영향을 조사한다.� 감시와 평

가�계획은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되고 합의하여 이루어진다.� 평가

는 측정할 수 있고,� 구체적이고,� 달성할 수 있고,� 연관성이 있고,� 시간에 기반을 둔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표를 통해 개별 개입과 전략 전체의 투입량,� 과정,� 영향 및 결과를 측정할 수 있다.

(부록 2.2).

이 계획의 평가 요인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Ÿ 전국 10개 지역에서 자살 발생률과 유병률을 감시하고,� 자살과 자살시도의 횟수를 확인하고 기록

한다.

Ÿ 문서 및 절차의 검토를 통해 감시체계의 모든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 기록 및 처리를 평가한다.

Ÿ 모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응급실,� 입원 및 외래 환자,� 정신건강,�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서비

스)에서의 자살행동의 관리 및 치료를 평가하고,� 개입의 질과 효과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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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이란 이슬람 공화국 (동지중해 지역)

이 사례는 “국가 자살예방 및 자살등록 프로그램(National� suicide� prevention� and� suicide� registration�

programmes)”으로 불리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부의 국가 자살예방전략(National� Suicide� Prevention�

Strategy� of�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에서 요약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참

고자료는 출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출처:�WHO�협력센터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공유하는 전략 문서

자살예방의 배경

지난 10년 반 동안,� 이란은 호라마바드(Khoramabad)� 지역에서 우울증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기반

을 둔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2009년 이 프로그램은

두 개 지역에서 시행되었고,� 자살률은 현저하게 감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에 이란 공공 의료

시스템 구현을 위한 국가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다.

전략의 핵심요소

비전 정보 없음

임무 정보 없음

기간 2010-정보 없음

연간 예산 정보 없음

목적 1차 보건의료시스템이 적용되는 인구 집단의 자살감소

목표

구체적 목표:

1. 자살 및 자살시도(치명적이지 않은 자해)에 대한 통계의 정확도를 개선한다.�

2. 자살행동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낙인을 줄이고,� 인식을 개선하며,� 정신건강 증진을 촉진한다.�

3. 자살에 취약한 사람들의 평가와 관리를 위한 진료 경로의 접근성과 일관성을 향상한다.�

4. 언론 지침,� 훈련과 준수에 대한 언론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여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를 개

선하고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배포한다.�

5. 농약과 빈번히 사용되는 약물을 포함하여 자주 사용되는 치명적인 자살 및 자살시도(비치명적

자해)� 수단에 대한 접근을 줄이고,� 목매달기 및 자기희생(self-immolation)과 같은 기타 치명

적인 방법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한다.�

6.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서 자살행동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고 유지하며 관리의 지

속성을 보장한다.

7. 지속성 복합 애도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살 유족 지원서비스 및 전문적 개입 능력

을 향상하고 유지한다.�

8. 정신질환의 낙인을 줄이고 학생들의 도움 요청 행위를 장려한다.

9. 국가 감시 및 평가 체계를 개발하고,� 국가 혁신을 지원하는 관련 연구를 촉진하며,�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지식의 격차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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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서비스 전략 :�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에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포함;� 실무자 및 게이트키퍼를 교육하여

전문가 연계시스템을 강화;� 지원 및 치료서비스 강화;� 지역사회에서 상담서비스 제공.

관리 전략 :� 담당자 지정;�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다분야 그룹을 설치.

교육 전략 :�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생활 기술을 향상하는 방법에 관한 공교육;� 다양한 수준의

보건의료 인력을 위한 교육 준비;� 교육 워크숍 개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가족

구성원과 게이트키퍼를 대상의 교육 준비;� 언론 지침 작성.

치료 전략 :� 자살생존자 및 자살 고위험자를 감지;� 상담서비스 제공;� 퇴원 후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들에 대한 추적 조사.

연구 전략 :� 국가 자살 현황의 역학 평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자살에 대한 병인론적 연구;� 자살

발생률 및 원인 평가;� 각� 개입의 영향 평가;� 자살에 대한 보건의료종사자 및 일반 대중

의 지식과 태도에 대한 평가.

실천 분야 (전체인구,� 지역사회,� 보건의료시스템 및 서비스 수준으로 구분)�

Ÿ 자살과 자살시도의 법적 지위

Ÿ 자살 및 자살시도에 대한 사례 등록

Ÿ 인식과 낙인감소

Ÿ 치료

Ÿ 언론

Ÿ 수단에 대한 접근제한

Ÿ 위기개입

Ÿ 자살 사별 /� 사후관리

Ÿ 젊은 층의 정신건강 증진

실행

2010년은 국가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한 첫해였다.� 보건부가 실행계획에 관한 대화를 주도했지만,�

다른 관련 부처 및 이해당사자와 협력하여 부문 간 접근법을 채택했다.� 실행계획의 수행은 전체인

구,� 지역사회,� 보건의료시스템 및 서비스 수준의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져 있다.�

감시와 평가

국가 실행계획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과정과 결과가 평가되었다.� 과정 평가와 더불어,� 조치 이행

의 질,� 조치 이행의 진전,� 전략적 조치가 달성하고자 하는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결과를 측정하였다(부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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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아일랜드 (유럽 지역)

이 사례는 “삶의 연결 :� 아일랜드의 자살 감축 전략 2015-2020(Connecting� for� Life:� Ireland`s� National�

Strategy� to� Reduce� Suicide� 2015–2020)”이라는 정부 전략에서 요약되었다.�더 자세한 내용과 참고자

료는 출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출처:� http://www.mindbank.info/item/5640

자살예방에 대한 배경

아일랜드의 자살예방전략은 2005~2014년 전국 최초의 자살예방전략인 “Reach� Out”에 의해 주도

되었다.1� 이 전략은 자살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 분야의 활동을 주도하였다.� Reach� Out은

자살예방에 대한 비전과 지침원칙을 제시한다.� 이 기간에 96건의 행동과 주관기구가 개설되었다.�

Reach� Out� 이후 자살예방과 관련된 연구,� 정책 및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중요한 발전이 이루어졌

다.� 새로운 전략 2015-2020� Life� for� Connecting은 Reach� Out에 기반을 둔다.

1� Health� Service� Executive,� the� National� Suicide� Review� Group� and� Department� of� Health� and�

Children(2005)� Reach� Out:� National� Strategy� for� Action� on� Suicide� Prevention�

http://health.gov.ie/wp-content/uploads/2014/03/reach_out.pdf,� accessed� 8� November� 2018.�

�

전략의 핵심요소

비전
아일랜드에서 자살로 인한 죽음을 줄이고,� 지역사회와 개개인은 정신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임무 정보 없음

기간 2015-2020

연간 예산 2016년 한 해에 US$� 13,073,535

목적 전체인구와 특정 집단의 자살률 및 자살시도율을 감소시킨다.

목표

1.� 자살행동,� 정신건강 및 복지,� 관련된 위험 및 보호요인에 대한 인구 전체의 이해 개선

� � � 구체적 목표:

Ÿ 자살,� 정신건강 및 안녕(well-being),� 관련 위험 및 보호요인에 대한 이해향상

Ÿ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 증대

Ÿ 인구 전체와 우선순위 집단 내 정신건강 및 자살행동에 대해 낙인 찍는 태도 감소

Ÿ 언론,� 출판 및 온라인 매체 내에서 자살행위 보도를 개선하기 위해 언론 지침,� 도구 및 교육

프로그램에 언론을 참여시키고 협력하기

2.� 자살행동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의 역량 지원;� 잘 조직되고 조정된 지역사회 기

반의 계획은 가족이나 개인에게 보호 혜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자살행위의 위험을 낮추

는 데 이바지한다.�

� � � 구체적 목표:

Ÿ 계획된 다부문적 접근방식을 통해 자살에 대한 지역사회 수준 대응의 지속성 개선

Ÿ 지역사회 기반 조직(예:� 가족 자원 센터,� 스포츠 단체)에 효과적인 자살예방에 관한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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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지침이 제공되는지 확인

Ÿ 지역사회 단체에 자살예방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전달되는지 확인

3.� 우선순위 집단의 자살률 감소와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접근 방법:� 15~24세 청소년,� 모든 연령대

의 정신건강문제,� 알코올 및 마약 문제가 있는 사람,� 유족,� 수감자와 자살,� 성 노동자,� 만성 질환

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 등을 고려

� � � 구체적 목표:

Ÿ 우선순위 집단의 자살행동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접근법의 구현을 개선

Ÿ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약물 남용 전략을 지원하여 높은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비율을 해결

Ÿ 정신건강문제가 있거나 자살에 취약한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강화

4.� 자살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의 접근성,� 일관성 및 관리 강화:� 자살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속적 접근 보장;� 서비스에 대한 쉬운 접근,� 법률에 따른 또는 법률에 따르지 않은 서비스의 치

료 경로 통합

� � � 구체적 목표:

Ÿ 자살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심리사회적,� 정신과적 평가 및 관리 경로 개선

Ÿ 자살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효과적인 치료 개입(예:� 상담,� 변증법적 행동 치료,� 인지 행동

치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Ÿ 자살로 사별한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지원의 일관성,� 효과성,� 적시성 향상

5.� 자살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보장:� 기관에 우수 치료 지침서,� 명확

한 관리 절차와 적절한 훈련 및 감독 구조를 갖춤.� 모든 서비스는 회복을 향한 의욕 촉진하고,�

자기 가치와 자기 믿음을 기초로 하여 독립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 � � 구체적 목표:

Ÿ 자살예방에 이바지하는 공식 및 비공식 단체에 대한 국가 표준 지침을 개발,� 시행

Ÿ 정신건강 서비스 초기에 초점을 맞춰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내에서 자살행위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고,� 형사 사법제도에서 자살행위를 줄이고 예방하도록 함

Ÿ 자해에 대한 임상 지침과 자살예방에 대한 공인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최선의 개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함

6.� 자살행동의 수단에 대한 접근을 줄이고 제한하기:� 수단을 규제하는 전략의 실행은 법령과 규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다.

� � � 구체적 목표:

Ÿ 의도적 약물 과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약물에 대한 접근성 감소

Ÿ 자살에 사용되는 치명적 수단에 대한 접근성 감소

7.� 자살행동과 관련된 감시,� 평가,� 연구의 개선:� 자살에 대한 실시간으로 잘 통합된 데이터 감시시스

템을 갖추고,� 연구결과를 실제 업무에 빠르게 적용

� � � 구체적 목표:

Ÿ 삶을 위한 연결(Connecting� for� Life)에 대한 효과성과 비용-효율성 평가

Ÿ 자살과 자해에 대한 시기적절하고 고품질 자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Ÿ 자살사망에 대한 현재의 기록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함

Ÿ 자살위험의 조기발견,� 평가,� 개입 및 예방을 목표로 한 혁신을 지원하는 국가 연구 및 평가

계획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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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침원칙

Ÿ 협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한다.

Ÿ 책임:� 명확한 관리구조와 전략 수행의 개방성을 갖춘다.

Ÿ 응답성:� 고품질의 대응 서비스를 제공한다.

Ÿ 근거에 기반한 정보와 결과 중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국제적 권장 사항에 기

반한 조치를 취한다.

Ÿ 변화에 적응:� 새롭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한다.

실행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5개의 자문단체가 임명되었으며,� 이들은 연구,� 정책,� 실습,� 참여,� 소

통 및 언론 영역을 담당하였다.� 이 전략은 근거기반 접근법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정책 및 서비스와

관련된 우수사례에서 얻은 지식에 근거한다.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네 가지 단계가 만들어졌으며,� 각�단계는 각기 다른 조건과 활동을 필요로 한

다.� 조건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 탐구 및 준비,� 계획 및 자원 확보,� 구현 및 운영,� 완전한 실행.� 근

거에 기반을 둔 여러 개의 개입이 전략 전반에 걸쳐 포함되어있다.� 전략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의

사소통 및 자원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삶을 위한 연결은 근본적으로 정부 부처와 기관 간의 조정에 달려있다.� 공식적인 책임,� 예산 관리,�

역량 개발 및 평가 구조는 명확한 역할 및 책임과 함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의 정부 전략은 견고한 실행 구조를 갖추면 활동의 감시가 용이해지고,� 명확한 의

사결정 과정이 수립되어,� 책임과 함의를 명확히 하거나 성급하게 결정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삶을

위한 연결의 다섯 가지 핵심 실행 구조는 전달에 관여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단체를 대표하고,� 참

여를 위한 장을 제공하며,�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명확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며,� 효율적인 작업을 보

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되었다.�

감시와 평가

감시와 평가는 실행과정에 포함되어있으며,� 진행 상황을 감시하고 기준치의 지표와 비교하여 전략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부록 2.4).� 이 지표는 주요 목표의 성과를 조사하기 위해

주요 결과를 측정하고,� 자살예방전략의 단기적 효과에 대한 예비적 증거 제공을 위해 중간결과를 측

정한다.� 전략에 대한 평가는 주요 및 중간 평가 이외에 과정 변수도 포함한다.� 이은 수행된 활동과

투입물에서 결과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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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일본 (서태평양 지역)

이 사례는 2017년 일본 내각 결정(2017� Japanese� Cabinet� Decision)의 “자살예방정책의 일반적

원칙:� 자살 없는 사회 실현(The� general� principles� of� suicide� prevention� policy:� realizing� a�

society� in� which� no� one� is� driven� to� take� their� own� life)”을 요약한 정보이다.� 더 자세한 내용

과 참고자료는 출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출처 :� http://www.mindbank.info/item/6766

자살예방의 배경

자살은 2005년경부터 일본에서 사회 문제로 간주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이 시작되었다.� 2005년 5월

자살대책 심포지엄에서 NGO들과 Diet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살예방을 위한 긴급 제안서를 제출하

였고,� 보건부 장관과 노동복지 장관은 자살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6월,� 일본의 자살예

방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의 추진기관이 보건복지부와 노동복지부에서 내각부로 이

동하였고,� 자살예방은 다부처의 정부 정책이 되었다.� 2007년 자살예방정책의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 of� suicide� prevention� policy)이 제정되었고,� 자살예방과 유족지원을 목표로 했다.� 이 원

칙은 2012년에 개정1,2되어 젊은이들과 자살시도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1� Cabinet� Decision.� Japanese� Government.� The� General� Principles� of� Suicide� Prevention� Policy:� realizing� a� society� in�

which� no� one� is� driven� to� take� their� own� life.� Suicide� Policy� Research.� 2017;� 1:15-44� (https://jssc.ncnp.go.jp/file/p

df/SPR2017_1_4.pdf,� accessed� 8� November� 2018).

2�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Guidelines� for� Municipal� Suicide� Countermeasure� Planning.� Suicide� Policy�

Research.� 2018;� 2(1):37-65.� (https://jssc.ncnp.go.jp/file/pdf/SPR2018_1_4.pdf,� accessed� 8� November� 2018).

전략의 핵심요소

비전 자살 없는 사회의 구현

임무

삶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으로서의 자살대책을 추진한다;� 자살에 대한 포괄적
인 대응에 관한 조정을 강화한다;� 단계별 대응에 맞춰 정책 및 조치를 상호
연계한다;�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중앙 정부,� 지방
공공 단체,� 관련 단체,� 민간단체,� 기업 및 일본 국민의 역할을 파악하고 그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촉진한다.

기간 2016-2020

연간 예산 US$� 27.58� million� (JPY� 3.1� billion)

목적 2026년까지 자살률을 2015년 대비 30%�이상으로 줄인다.

목표

1.� 지역사회 수준에서 실제적인 계획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적 요인 등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

사와 연구를 장려함으로써 자살의 맥락적 조건에 근거한 예방조치를 촉진한다.

� � � 구체적 목표:

Ÿ 실제 현지 자살 상황 프로파일 준비

Ÿ 지역 자살대책 정책 패키지 준비

Ÿ 자살대책을 위한 지역 계획 수립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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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자살대책을 위한 지역 계획 수립 지침 작성

Ÿ 자살대책을 위한 지역 지원센터 도움

Ÿ 자살대책 전담 부서 설치 및 상근 직원 배정 추진

2.� 모든 국민이 잠재적 자살 희생자를 인식하고 관찰하도록 격려한다:� 대중 인식을 증진한다.

� � � 구체적 목표:

Ÿ 자살예방의 주,� 자살대책 강화의 달을 실행

Ÿ 초중등 학교에서 자살대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 시행

Ÿ 자살 및 자살 관련 현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Ÿ 우울증에 대한 대중 인식 캠페인 촉진

3.� 포괄적인 자살대책 추진에 이바지할 조사와 연구 촉진

� � � 구체적 목표:

Ÿ 자살 실태 및 자살대책 시행 현황 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검증

Ÿ 조사,� 연구 및 검증 결과를 활용

Ÿ 진보적인 지역 접근법에 대한 정보 수집,� 정리 및 제공

Ÿ 어린이와 청소년 자살연구

Ÿ 사망원인을 조사 체계와 연계하여 실제 자살을 조명

Ÿ 우울증 및 기타 정신질환의 병리학을 명확히 하고,� 치료 방법을 개발하며,� 지역사회 기반 치

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학제 간 연구 수행

Ÿ 기존 데이터의 사용 및 적용 시간 단축

4.� 자살대책 종사자의 채용,� 교육 및 질적 향상

� � � 구체적 목표:

Ÿ 자살 고위험자 조기발견 및 대응

Ÿ 대학 및 특별 직업학교와 협력하여 자살대책에 관한 교육 장려

Ÿ 자살대책 조정 담당 교육 인력

Ÿ 가정의 및 기타 일차진료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위험을 평가 및 기술 향상

Ÿ 학교 직원의 인식개선

Ÿ 지역 보건 직원 및 산업 보건 직원의 관리능력 향상

Ÿ 장기 요양 보호 전문가 및 관련자를 위한 훈련 제공

Ÿ 지역 복지 위원,� 위탁 아동 복지 자원봉사자 및 관련자를 위한 훈련 제공

Ÿ 사회적 요인에 대한 상담자의 질적 향상

Ÿ 유족 및 관련자와 상대하는 공공기관 인력 수준 향상

Ÿ 다양한 분야의 게이트키퍼 교육

Ÿ 자살대책 종사자의 정신건강 증진

Ÿ 가족과 친구를 포함한 지지자들을 지원

Ÿ 교육자료 개발

5.� 정신건강 증진을 촉진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을 제공

� � � 구체적 목표:

Ÿ 직장 내 정신건강 대책 촉진

Ÿ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 개선

Ÿ 학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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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대규모 재난 피해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삶의 재건 촉진

6.� 적절한 정신건강,� 의료 및 복지서비스 보장

� � � 구체적 목표:

Ÿ 정신과 진료,� 의료,� 복지 등 각�프로그램의 상호 연계성 향상

Ÿ 정신건강,� 의료,� 복지서비스를 책임지는 인력을 교육하여 정신건강관리 체계 강화

Ÿ 정신건강,� 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상호 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지정

Ÿ 자살위험을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가정의 및 기타 일차진료 제공자의 기술 향상

Ÿ 아동에게 정신건강,�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Ÿ 우울증 및 기타 정신질환 검진

Ÿ 우울증 이외의 정신질환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 추진

Ÿ 암 환자와 만성질환자를 지원

7.� 사회 전반에서 자살위험 감소

� � � 구체적 목표:

Ÿ 사회적인 지원 확장

Ÿ 지역사회 상담 시스템을 개선,� 지원 정책 및 상담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제공

Ÿ 다중 채무와 관련된 상담서비스 개선 및 안전망 대출 증가

Ÿ 실업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개선

Ÿ 사업주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시행

Ÿ 법적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개선

Ÿ 위험한 장소,� 마약 등 규제

Ÿ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자살대책 강화

Ÿ 인터넷에서 자살 관련 정보 처리 방안 추진

Ÿ 인터넷에서 자살신고를 처리

Ÿ 간병인 지원 개선

Ÿ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개선

Ÿ 아동학대,� 성범죄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개선

Ÿ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및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개선

Ÿ 한부모 가정을 위한 상담서비스 개선

Ÿ 임산부를 위한 지원 향상

Ÿ 성 소수자를 위한 지원 향상

Ÿ 홍보 강화 및 다양한 상담 방법 보장

Ÿ 관련 조직 간 조정에 필요한 잘 알려진 정보 공유 방법 제정

Ÿ 자살대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장소 조성 추진

Ÿ WHO�지침을 뉴스 매체를 통해 알리기

8.� 반복적 자살시도 예방

� � � 구체적 목표:

Ÿ 반복적인 자살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강화

Ÿ 자살시도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지원하는 핵심 기능 담당 의료시설 설치

Ÿ 응급 의료시설에서 정신과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 체계 개선

Ÿ 의료와 지역사회 사이의 조정을 촉진하여 자살시도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 강화

Ÿ 상호 연계성을 통해 갈 곳을 만들기 위한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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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가족 및 다른 가까운 지지자들에게 도움 제공

Ÿ 학교 및 직장에서의 위기대응 장려

9.�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개선

� � � 구체적 목표:

Ÿ 가족 구성원의 자살 또는 자살시도 직후 유족 지원 제공

Ÿ 유족을 위한 자조 단체 운영 지원

Ÿ 학교 및 직장에서의 위기대응 장려

Ÿ 유족에 대한 정보제공 촉진

Ÿ 유족 및 관련자들을 상대하는 공공기관의 인력 수준 향상

Ÿ 사별을 경험한 아동 지원

�

10.� 민간 부문과의 조정 강화

� � � � 구체적 목표:

Ÿ 자살예방대책 홍보

Ÿ 민간단체의 인적자원 개발 지원

Ÿ 지역사회 조정 시스템 구축

Ÿ 민간단체의 상담 프로그램 지원

Ÿ 민간단체의 선구적 및 실험적 접근방식과 자살 다발 발생 장소에서의 노력 지원

11.� 어린이 및 젊은 층 자살에 대한 장기적 대책 추진

� � � � 구체적 목표:

Ÿ 따돌림 피해 아동의 자살예방

Ÿ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원 향상

Ÿ 도움 요청을 향상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홍보

Ÿ 어린이를 위한 지원 향상

Ÿ 젊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향상

Ÿ 젊은 사람들의 특별한 특성에 맞춘 지원 향상

Ÿ 친구와 지인을 지원

12.� 업무 관련 문제로 인한 자살의 장기적 대책 추진

� � � � 구체적 목표:

Ÿ 긴 근무 시간의 조정

Ÿ 직장 내 정신건강 대책 증진

Ÿ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목표

Ÿ 국가 차원의 체계를 장려한다:� 포괄적인 자살예방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된 부처와

기관은 이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그리고 정부,� 지방 당국,� 관련 기관,� 비정부기구 및 기타기

관이 서로 조정하고 협력할 방법을 만들어,� 국가 예방 방안이 국가 전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Ÿ 지역사회 차원의 조정과 협력을 보장한다:� 다양한 분야의 관련 단체와 기관으로 구성된 위

원회가 만들어낸 조치를 연구하기 위한 포럼이 지방행정구역 및 지정된 도시에서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제공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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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리:� 자살예방정책협의회(Council� on� Suicide� Prevention� Policy)� 평

가에 근거해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한다.� 여기에는 일반원칙에 따른 정책 실행 현황을 검증

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확립하는 것도 포함한다.�

Ÿ 사회경제적인 변화,� 자살에 관한 상황,� 정책 실행의 진전,� 정책 목표 달성 상태 등을 고려

하여 5년마다 자살예방 정책의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 of� suicide� prevention�

policy)을 검토한다.

�

실행

국가 정부,� 지방 공공 단체,� 관련 기관,� 민간 부문,� 사업체 및 일본 국민의 역할을 지정하고 이들 간

의 협조 및 조정을 도모한다.

감시와 평가

일본 자살대책 지원센터(The� Japan� Support� Center� for� Suicide� Countermeasures)는 계획의 주

기마다 단계별 연구를 실행하여 자살대책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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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나미비아 (아프리카 지역)

다음 사례는 2011년 나미비아 보건사회부(Namibian�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에서

발표한 “2012-2016년 나미비아 자살예방 국가전략계획(National� Strategic� Plan� on� the� Prevention�

of� Suicide� in� Namibia� 2012-2016”을 요약한 내용이다.� 더 자세한 내용과 참고자료는 출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출처:� https://www.mindbank.info/item/6272

자살예방 배경

SWOT� 분석에 따르면,� 국가전략이 실행되기 전 나미비아는 전문가 및 인프라 부족,� 높은 낙인화

(stigmatization)와 정부 분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분석결과는 자살과 예방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핵심 정보였다.� 나미비아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국가 자살예방전략을 도입 한 첫 국가이다.�

자살예방에 관한 국가 전략계획과 더불어,� 자살예방 프로그램,� 워크숍,� 훈련과정,� 상담,� 기타 인식개

선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팀들이 도전 과제를 해결할 기회를 얻었다.� 국가 전략계획은

자살예방 분야의 모든 이해당사자가 협력하여 개발되었다.

전략의 핵심요소

비전 자살 없는 국가

임무
자살 관련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포괄적이고 경제적이며 접근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

기간 2012-2016

연간 예산 정보 없음

목적 정보 없음

목표

1.� 선거구 및 이해당사자 관련 목표

� � � 구체적 목표:

Ÿ 대응 가능한 입법/정책 체제 보장

Ÿ 이해당사자의 관계 조성

Ÿ 책임 있는 조정 기관을 확보

Ÿ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접근성 보장

Ÿ 자살의 발생률 감소 보장

Ÿ 운영위원회의 책임 역할 강화

Ÿ 강화된 자살 서비스 보장

Ÿ 자살 현상에 대한 적절한 이해 촉진

2.� 내부 과정 관련 목표

� � � 구체적 목표:

Ÿ 자살 서비스 강화 보장

Ÿ 국가 자살예방계획의 실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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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분산된 서비스

Ÿ 기능 조정 기구 보장

Ÿ 자살 관련 서비스의 효율적인 조정

Ÿ 대중의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

Ÿ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장

3.� 배움과 성장 관련 목표

� � � 구체적 목표:

Ÿ 숙련된 서비스 제공자 보장

Ÿ 전문성,� 지식 및 기술에 대한 관련 이해당사자의 역량 강화

Ÿ 동기 부여된 인력의 확보

Ÿ 실무자의 긍정적 사기 증진

4.� 예산과 재원 관련 목표

� � � 구체적 목표:

Ÿ 자금의 가용성 보장

Ÿ 부처,� 부서 및 이해당사자 간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

Ÿ 효과적인 재무 관리

실행

정보 없음

감시와 평가

정보 없음.� 지표 참고 (부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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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 대한민국 (서태평양 지역)

다음 사례는 “생명사랑플랜:� 제3차 자살예방 기본계획(Life� Love� Plan:� Third� Basic� Plan� for� Suicide�

Prevention)”이라는 정부 계획을 요약한 정보이다.� 더 자세한 내용과 참고자료는 출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출처:� 한국 자살예방센터(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의 전략자료

자살예방 배경

대한민국이 개발한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플랜은 자살을 줄이는데 성공하고 자살률 증가추세를

뒤집는데 성공한 이전의 두 가지 국가전략에 이은 세 번째 자살예방 국가계획이었다.� 비록 정부 차

원의 협력 부족,� 맞춤형 전략,� 우울증 치료 및 인프라 부족과 같은 현존하고 예상된 어려움이 있었

지만,�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공표된 후,� 한국의 자살률은

불과 3년 만에 100,000명당 31.7명에서 27.3명으로 감소했다.� 3년 만에 13.8%가� 감소한 것은

엄청난 업적이었으며 국가전략의 효율성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한국에서 자살을

줄이겠다는 정부와 모든 이해당사자의 약속을 대변했다.

전략의 핵심요소

비전
자살하지 않는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자살위험을 줄이고,�

사람들의 자살예방 역량을 강화한다.

임무 정보 없음

기간 2016-2020

연간 예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KRW� 148.14� billion

목적
자살률을 2014년 인구 10만 명 당 27.3명에서 2020년 인구 10만 명 당

20.0명으로 감소시킨다(26.7� %� 감소).

목표

1.� 사회 전반의 자살예방을 가능하게 한다.

� � � 구체적 목표:

Ÿ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자살 관련 보도자료 개선,� 자살률이 높은 달에 캠페인 구성,�

언론 조정 등 생명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을 강화

Ÿ 자살을 막기 위한 사회지원 체계를 구성:� 사회안전망 향상;� 범정부 자살예방시스템 및 지방정

부와의 협력

Ÿ 자살위험 감소를 위한 환경 개선:� 자살수단에의 접근 차단(위험 물질 관리,� 위험환경 개선);�

온라인에서 해로운 정보 차단

2.� 자살예방서비스를 제공한다.�

� � � 구체적 목표:

Ÿ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추진:� 아동·청소년 특정적 자살예방 프로그램 제작;� 청년기 및 중년

기 자살예방(예:� 직장 및 대학에서);� 노인 자살예방(예:� 통합서비스,� 조기발견 시스템).

Ÿ 고위험 집단 지원 시스템을 강화:� 특정 고위험 집단(예:� 유족,� 신체 질환자,� 실업자나 빈곤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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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대책,� 중증 환자에 대한 자살예방 지침;�복지 시스템 전반의 통합

Ÿ 비상 대응 및 사후관리 체계 준비:� 24시간 자살위기대응시스템;� 자살시도자를 위한 사후개입

체계 준비

3.� 자살예방의 기반을 강화한다.

� � � 구체적 목표:

Ÿ 자살에 대한 지역대응 향상:� 주요 의료기관의 자살예방 역량 강화(예:� 신원 확인 및 치료 개

선,� 지침 배포)

Ÿ 정신 보건 인프라 강화:� 지역 및 국가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예:� 게이트키퍼를 통한

전달);� 훈련된 전문가

Ÿ 근거기반의 자살예방 연구체제 마련:� 자살 감시망;� 근거기반 연구 실시(예:� 심리부검)

실행

대한민국의 생명사랑플랜은 다른 나라의 포괄적인 전략 및 근거기반 개입에 근거했으며,� 한국 문화

와 맥락에 맞게 수정했다.� 따라서 이 계획은 국가의 특수한 요구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포괄적인 접

근방식으로 모범사례와 근거기반 개입을 확립했다.� 또한,� 전략상 직면하게 될 과제를 명확하게 규명

하였다.� 더욱이,� 한국의 국가전략에 의해 요약된 목표는 향후 계획에 반영될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

할 단-중기 목표와 장기 목표의 달성을 예상하였다.� 3대 전략 내의 각� 하위 책임은 특정 부처에 할

당되었다.

감시와 평가

자살 개입을 평가하는 것은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 계획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여러 지표

를 명확히 했다(부록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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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 스위스 (유럽 지역)

다음 사례는 “스위스의 자살예방.� 초기 상황,� 행동 및 행동 계획의 필요성(Suicide� prevention� in�

Switzerland.� Initial� situation,� need� for� action� and� action� plan)”이라는 정부 계획을 요약한 정

보이다.� 더 자세한 내용과 참고자료는 출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www.mindbank.info/item/6764

자살예방의 배경

2005년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의 자살과 자살예방� [“Suizid� und� Suizidprävention� in� der�

Schweiz”]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자살예방의 가능성,� 다른 나라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및 과제에 대해 기술하였다.� 2014년 연방의회는 [“Motion� Ingold� 11.3973”]이라는 조치

에 동의함으로써 스위스 전역에 자살예방을 강화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 결과,� 스위스 연방 공중

보건국 (Swiss� Federal� Office� Public� Health)과 주(州)� 건강국장 (Cantonal� Health� Directors)과

스위스 건강증진 재단(Swiss�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Health)이 공동으로 자살예방 실

행계획1을 개발했다.

1.� Bundesamt� für� Gesundheit� (Federal� Office� of� Public� Health).� Aktionsplan� Suizidprävention� Schweiz� Action� plan� on�
suicide� prevention� in� Switzerland)� https://www.bag.admin.ch/bag/en/home/strategie-und-politik/politische-

� � � auftraege-und-aktionsplaene/aktionsplan-suizidpra� evention.html,� accessed� 8� November� 2018.

전략의 핵심요소

비전 자살률과 자살시도율을 지속해서 낮춘다.

임무 자살 수를 줄인다.

기간 2016-정보 없음

연간 예산 CHF� 100,000� (지식기반,� 조정,� 네트워킹 및 조치)

목적

2030년까지 자살사망률을 (2013년 대비)� 25%까지 감소시키고,� 인구 10만 명당

10명의 자살률을 기록한다(남성 10만 명당 15명,� 여성 인구 10만 명 당 5명).� 자

살 건수를 연간 300명으로 줄인다.

목표

1.� 개인적 및 사회적 자원이 심리적 저항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 부담을 다루는 데 개인 및

사회적 자원을 강화한다.

구체적 목표:� 삶의 기술(문제해결,� 의사소통하고 관계를 이끎,� 공감하기,� 비판적 사고 등)을 배움

으로써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개인 및 사회적 자원을 강화한다.

주요 측정/활동:� 아동,� 청소년,� 성인과 노인의 개인 및 사회적 자원을 강화하는 개입을 한다.

2.� 민감화와 정보제공:� 민감화는 자살행동을 낙인화 하지 않는 것에 도움이 되고,� 자살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 목표:�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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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측정/활동:� 1)� 자살 현상에 대한 정보와 예방 활동을 제공하는 자살예방 캠페인을 설계하고,�

2)� 접촉 정보와 예방 옵션을 제공하는 인식개선 캠페인을 한다.

3.� 도움 접근성 향상:� 자살로 영향받은 사람들이 상담 및 응급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 목표:� 서비스를�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보조한다.

주요 측정/활동:� 모두에게 상담과 응급 서비스를 제공한다(24시간 서비스,� 아동/성인 관리 등).

4.� 조기발견 및 개입:� 자살행위의 조기발견 및 개입은 치명적 및 비치명적 결과를 완화하거나 예방

할 수 있다.�

구체적 목표:� 자살행위를 초기 단계에 발견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

주요 측정/활동:� 1)� 의료 및 비의료적 환경에서 전문가를 위한 자살예방 교육을 촉진하고,� 2)� 보건

의료기구 및 기관의 진행 과정과 규정을 통해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촉진한다.

5.� 효과적인 관리와 치료:� 자살시도를 한 사람과 자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재빠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구체적 목표:�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 및 치료를 한다.

주요 측정/활동:� 취약집단과 자살시도자의 구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위스 정신의학의

미래 (the� future� of� psychiatry� in� Switzerland)� 보고의 조치를 실천한다.

6.� 자살방법과 수단:� 사람들은 주로 특정 자살방법이나 장소를 선호하기 때문에 자살수단에 대한 접

근제한은 효과적이다.

구체적 목표:� 철도 운송,� 총기 판매,� 화학 산업 제품 등의 다양한 부문 간의 협력을 통해 방법과

수단의 이용 가능성을 줄인다

주요 측정/활동:� 1)� 건물 건설 전문가가 자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자살예방을 위

한 건설 지침 및 규범을 개발한다,� 2)� 의료 제품 판매 규정을 검토·설정한다,� 3)�

의약품 처방 및 조제를 통제한다,� 4)� 총기류의 개인 보관을 자발적으로 제한하

도록 한다.

7.� 유족과 전문가의 참여:� 자살은 유족과 관련된 전문가의 능력에 큰 고통을 준다.�

구체적 목표:� 유족,�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필요에 맞게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측정/활동:� 자조 그룹,�개별 관리,�취약지단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개발한다.

8.� 자살예방에 대한 언론 보도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모방 자살을 야기

할 수 있다.

구체적 목표:� 자살방지 언론 보도와 자살방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한다.�

주요 측정/활동:� 1)� 기자와 언론인이 자살에 대해 책임감 있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젊은이들의 인터넷 및 기타 의사소통 채널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

고 한다.

9.� 감시와 연구:� 자살 데이터는 실행된 조치를 평가하고 규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구체적 목표:� 자살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 자료를 통해 개입과 프로그램의 효과성

을 평가한다.

주요 측정/활동:� 1)� 자살예방 개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한다,� 2)� 1차,� 2차 및 3차 자살

예방에 관한 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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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수사례:� 우수사례의 배포는 실무자들 사이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구

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구체적 목표:� 이해당사자에게 자살예방의 우수사례들을 제공한다.

주요 측정/활동:� 자살예방의 근거기반 및 우수사례를 검토,� 제안하고 이해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실행

연방정부,� 특히 연방 보건청(Federal� Office� of� Public� Health)은 실행계획 이행에 있어 모든 이해

당사자를 조정하고 지원하여 네트워킹 그룹을 수립한다.� 연방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주요 이해당

사자는 정신건강 네트워크,� 주 정부(canton)� 및 스위스 건강증진 기관이다.

실행계획은 여러 가지 핵심 척도와 행동을 통해,� 실천을 위한 공통의 체제를 제공한다.� 이것들은 국

가적·국제적 근거 및 우수사례에 근거한다.� 특히 연방정부는 목표 9)� 감시와 연구와 목표 10)� 우수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데이터 처리 및 근거기반 실행을 통해 계획의 전체적인 구현을 지원한다.� 주

정부는 주의 건강관리 및 복지 시스템,� 교육기관,� 경찰 및 사법 기관과 같은 자살방지의 다양한 중

요한 영역에 책임이 있다.

감시와 평가

평가는 전체인구,� 위험요인에 노출된 결과로 자살행동을 한 사람(자살시도 포함),� 환경,� 자살예방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기타 사람들에 대한 과거 실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정량화하는 데 초점을 막

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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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 미국 (아메리카 지역)

다음 사례는 “2012� 자살예방 위한 국가전략:� 행동 목적과 목표(2012� National� Strategy� for�

Suicide� Prevention:� Goals� and� Objectives� for� Action)”라는 정부 계획을 요약한 정보이다.� 더 자

세한 내용과 참고자료는 출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mindbank.info/item/2094

자살예방의 배경

자살 유족들이 자살 문제에 대해 연방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자살이 중심 쟁점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외과 의사의 행동 지침서(The�

Surgeon� General's� call� to� action� to� prevent� suicide)가� 발간되었고,� 이를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청사진을 소개하고,� 공중보건정책에 부합하는 15가지 광범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1.� 이는 2001년

첫 번째 국가 자살예방 전략(National� Strategy� for� Suicide� Prevention)2의 개발로 이어졌다.� 또

한,� 같은 해에 미국 물질남용 정신건강관리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은 많은 국가 기관의 지원을 받아 무료 자살 핫라인 번호에 응답하는 국

가� 위기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이는 국가 자살예방 생명의 전화가 되었다.� 생명의 전화는

2017년 2백만 건이 넘는 전화를 받았다.

1.� The� Surgeon� General’s� call� to� action� to� prevent� suicide.�Washington� (DC):� U.S.� Public� Health� Service;� 1999�

(https://profiles.nlm.nih.gov/ps/access/nnbbbh.pdf,� accessed� 8� November� 2018).

2.� National� strategy� for� suicide� prevention:� goals� and� objectives� for� action.� Rockville� (MD):�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1� � (https://www.ncbi.nlm.nih.gov/books/NBK44281/pdf/Bookshelf_NBK44281.pdf,�

accessed� 8� November� 2018).

국가전략의 실행을 촉진하기 위해 2002년 자살예방자원센터(Suicide� Prevention� Resource�

Center)가� 설립되었다.� 2005년,� 의회에서 개렛 리 스미스 기념 법(Garrett� Lee� Smith� Memorial�

Act)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하여 국가전략에 기반을 둔 전국 청소년 자살예방 노력을 개시하였

다.� 이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보조금 제공을 시행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유사 지역을 비교한 결과,�

시행 지역의 청소년 자살 및 자살시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자살예방 전략은 포괄적인

자살예방 계획 및 폭력 사태에 대한 국가보고 체계의 개발을 요구했다.� 이후 단계로 2010년에는 자

살예방을 위한 국가 행동 동맹(National� Action� Alliance� for� Suicide� Prevention)을 결성하고,�

2012년에는 국가전략의 개정이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3.� 민관 협력인 이 동맹은 조정/선임 기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3.� National� strategy� for� suicide� prevention:� goals� and� objectives� for� action.� A� report� of� the� U.S.� Surgeon� General�

and� of� the� National� Action� Alliance� for� Suicide� Prevention.�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2�

(https://www.surgeongeneral.gov/library/reports/national-strategy-suicide-prevention/full-report.pdf,� accessed� 8�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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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핵심요소

비전
자살의 비극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 자살을 예방하고 모든 사람들의 건강,� 탄력성,�
회복력 및 안녕을 증진시킨다.�

임무 국가 자살예방전략의 포괄적인 실행을 통해 자살을 감소시킨다.

기간
2012-2022� (2012년,� 개정된 자살예방 국가전략이 10년간 국가 청사진으로 설계
되어 발표되었음)�

연간 예산
US$� 6천 9백만 (SAMHSA에 대한 의회의 자살예방 예산으로,� 미국 내 전체 연방

투자는 아님)

목적
질병 및 질병에 대한 관심을 건강과 예방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삶의 모든
단계에서 건강한 미국인 수를 증가시킨다;� 2025년까지 자살률을 20%�감소시킨다.

목표

1.� 건강하고 능력 있는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인구의 전반적인 건강을 촉진하고 자살 충동

및 관련 문제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 � � 구체적 목표:

Ÿ 여러 분야 및 환경에서 자살예방 활동을 통합하고 조정한다.

Ÿ 지식,�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켜 자살예방 연구결과에 기초한 의사소통 노력을 구현한다.�

Ÿ 자살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회복을 촉진하는 요인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킨다.�

Ÿ 자살에 대한 책임 있는 언론 보도,� 연예 업계에서의 자살 및 정신질환에 대해 정확한 묘사,�

자살과 관련된 안전한 온라인 콘텐츠 홍보를 구현한다.

2,� 임상 및 지역사회 예방서비스:� 개인의 안녕을 촉진하고 도전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

록 지원 체계와 서비스 및 자원을 개발한다.

� � � 구체적 목표:

Ÿ 개인의 안녕을 촉진하고,� 자살 및 관련 행동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구현하고

모니터링한다.

Ÿ 자살위험이 확인된 사람들의 치명적인 자살수단에의 접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Ÿ 지역사회 및 임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예방 및 관련 행동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3.� 치료와 지원서비스:� 기초적인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안전 계

획과 특정 형태의 심리치료를 포함하여,� 고위험군을 관리하기 위한 근거기반 접근법을 보장한다.

� � � 구체적 목표:

Ÿ 보건의료서비스의 핵심요소로 자살예방을 촉진한다.� 가장 협력적이고 대응이 빠르며 제한적이

지 않은 환경에서 자살위험이 있는 개인에게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임상 및 지역사회 지

원 시스템에 의한 “자살 제로”� 도입을 목표로 한다.

Ÿ 자살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을 평가하고 치료하기 위한 효과적인 임상적 전문적

치료를 촉진하고 구현한다.�

Ÿ 자살사망과 시도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고,� 치유를 촉진하며,� 더 이

상의 자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사회 전략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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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시,� 연구,� 그리고 평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해석하고 시의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을 통해 공중보건 감시를 촉진하며,� 이를 통해 질병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 � � 구체적 목표:

Ÿ 자살예방과 관련된 국가 감시시스템의 적시성과 유용성을 향상시키고,� 자살예방 대책에 이 정

보를 수집,� 분석 및 사용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Ÿ 자살예방 연구를 촉진하고 지원한다.�

Ÿ 자살예방 개입 및 시스템의 효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배포한다.

� � � 우선 분야

Ÿ 의료 개혁에 자살예방을 통합하고 민간 부문에서 유사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장려한다.� �

Ÿ 자살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건강관리시스템을 전환한다.�

Ÿ 자살과 자살예방에 관한 대중 담론을 변화시킨다.

Ÿ 자살행동에 관한 자료의 품질,� 적시성 및 유용성을 향상시킨다.

실행

SAMHSA는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행동연합(National� Action� Alliance� for� Suicide� Prevention)� 및

외과 의사 사무국(Office� of� the� Surgeon� General)과 협력하여 2017년 4월에 시행 평가 보고서

를 발간했다4.

4.� Substance� Abuse� and�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National� Strategy� for� Suicide� Prevention�

Implementation� Assessment� Report.� HHS� Publication� No.� SMA17–5051.� Rockville� (MD):� Center� for� Mental� Health�

Services,� Substance� Abuse� and�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2017�

(https://store.samhsa.gov/system/files/sma17-5051.pdf,� accessed� 8� November� 2018)�

감시와 평가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행동연합과 자살예방에 관한 연방정부 실무집단이 자살예방 국가전략의 실행을

감시했다.� 청소년 자살예방 노력의 평가는 동료 심사를 거친 저널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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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0.� 우루과이 (아메리카 지역)

다음 사례는 “국가 자살예방계획 (National� Suicide� Prevention� Plan)”이라 불리는 정부 계획을 요

약한 정보이다.� 더 자세한 내용과 참고자료는 출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mindbank.info/item/3288

자살예방의 배경

자살예방과 관련된 조치들이 이전에 이미 개발되고 실행되었다.� 2006년 국가 정신건강 프로그램 기

술 자문위원회(Technical� Advisory� Committee� of� the� National� Mental� Health� Programme;�

NMHP),� 특히 폭력과 폭력 사망 관련 단체가,� 자살행동에 관한 지침 및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2008년에는 자살행동의 위험요인 예방 및 탐지 가이드(Prevention� and� detection� guide� of� risk�

factors� for� suicidal� behaviour)가� 출판되었고1,� 이 문헌은 국가의 다양한 행사 및 국가 내 공공,�

민간 및 비영리 보건의료서비스에 배부되었다.� 또한,� 가이드에 근거하여 소방 및 경찰을 대상으로

특별 훈련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2010년에 NMHP는 자살예방전략 지침(Strategic� guidelines� for�

suicide� prevention)을 발표했으며2,� 다음 해에 자살예방에 대한 첫 번째 국가 계획이 개발되었다.

1.� Programa� Nacional� de� Salud�Mental.� Guias� de� prevencion� y� deteccion� de� factores� de� riesgo� de� conductas� suicidas,�

Montevideo:� Ministerio� de� Salud� Publica� del� Uruguay;� 2008�

(http://www.msp.gub.uy/sites/default/files/archivos_adjuntos/Gu%C3%ADas%20de%20detecci%C3%B3n%20de%20

factores%20de%20riesgo%20� � suicida.pdf,� accessed� 8� November� 2018).

2� Lineas� estrategicas� para� la� prevencion� del� suicidio,� Montevideo:� Ministerio� de� Salud� Publica,� Programa� Nacional� de�

Salud�Mental;� 2010� (http://www.mec.gub.uy/innovaportal/file/19089/1/plan_nacional_de_prevencion_del_suicidio.pdf,�

accessed� 8� November� 2018).

전략의 핵심요소

비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의�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높인다.

임무 정보 없음

기간 2011-2015

연간 예산 정보 없음

목적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자살로 인한 사망을 10%�감소한다.

목표

1.� 포괄적인 정신건강관리:�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와 사후관리는 자살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조치이다.

� � � 구체적 목표:�

Ÿ 자살시도자를 관리하는 네트워크를 정의하고 구성하기 위한 매뉴얼을 설계하고,� 개인과 그 가

족에게 종합적인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학제 간 팀을 구성한다.

Ÿ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을 위해 정신건강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Ÿ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을 위한 규제 체제를 개발한다.



NATIONAL� SUICIDE� PREVENTION� STRATEGIES:� PROGRESS,� EXAMPLES,� AND� INDICATORS

50� 2019� WHO� 자살예방 문헌집

2.� 부문 간의 네트워크를 개발한다.

� � � 구체적 목표:� �

Ÿ 자살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홍보하면서 기관 간 또는 부문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

를 강화하다.

3.� 정신건강과 자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교육한다.

� � � 구체적 목표:�

Ÿ 시기적절하고 의미 있는 지역사회 참여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증진 및 정신장애의 탈 낙인

화를 위해 노력한다.�

Ÿ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훈련 강사를 양성한다.

Ÿ 교육,� 경찰 등에서 홍보와 예방에 관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합한다.�

4.� 자살시도자와 생존자의 자살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및 재

교육한다.

� � � 구체적 목표:�

Ÿ 자살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건강증진,�예방,� 치료,�사후관리를 위한 인적자원의 훈련을 개선한다.

5.� 치명적 및 비치명적 자살에 대한 국가 감시시스템을 개발하고 구현한다.�

� � � 구체적 목표:�

Ÿ 자살시도 및 자살에 관한 국가자료를 개선하고,� 사례의 의무 등록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국가

감시시스템을 구현한다.

Ÿ 자살예방전략의 효과와 그 실행에 대한 근거를 얻는다.

실행

국가위원회는 국가 자살예방계획을 명확히 하고,� 감독·평가·모니터링하기 위해 임명되었다.� 국가위원

회는 보건부,� 교육과 문화부,� 내무부의 대표로 구성되며,� 서로 다른 소위원회와 실무 단체를 통해

계획의 실행을 조정한다.� 이 단체는 계획의 전략과 활동을 개발할 책임이 있고,� 예를 들어,� 과학 사

회,� 대학,� 공무원,� NGO� 대표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회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감시와 평가

목표와 목적에 근거하여 지표가 개발되었다(부록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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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국가 자살예방전략을 실행 중인 나라

정부가 채택한 독립적인 국가 자살예방전략을 갖추고 있는 국가가 아래에 나열되어 있다.�

일부 국가들은 자살예방을 그들의 정신건강 및 기타 건강계획에 통합시켰다(예:� 차드,� 쿡 제도,� 크로

아티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인도,� 마샬군도,� 모나코,� 모잠비크,� 필리핀,�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

키아,� 스페인,� 동티모르,� 터키,� 우간다,� 바누아투 등).� 다른 예로는 자살에 대한 국가적 체제는 있지

만 국가전략은 없는 캐나다,� 자살예방이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벨기에,� 국가 계획은 있지만 정

부에서 채택된 전략은 없는 독일,� 구체적인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크로아티아와 이탈리아가

있다(WHO,� 2018c).

국가 WHO�지역 국가 전략 링크 및 코멘트

나미비아 AFR https://www.mindbank.info/item/6272

아르헨티나 AMR 전략 문서 정보 없음

칠레 AMR https://www.mindbank.info/item/5651

코스타리카 AMR 전략 문서 정보 없음

쿠바 AMR 전략 문서 정보 없음

도미니카 공화국 AMR https://www.mindbank.info/item/6094

가이아나 AMR https://www.mindbank.info/item/6321

니카라과 AMR https://www.mindbank.info/item/2849

파나마 AMR https://www.mindbank.info/item/6093

수리남 AMR https://www.mindbank.info/item/6765

미국 AMR https://www.mindbank.info/item/2094

우루과이 AMR https://www.mindbank.info/item/3288

아프가니스탄 EMR 전략 문서 정보 없음

이슬람 공화국 EMR 테헤란 WHO� 협력센터에서 공유한 전략 문서

오스트리아 EUR https://www.mindbank.info/item/4036

벨라루스 EUR https://www.mindbank.info/item/6756

불가리아 EUR https://www.mindbank.info/item/6089

프랑스 EUR https://www.mindbank.info/item/857

아일랜드 EUR https://www.mindbank.info/item/5640

이스라엘 EUR 전략 문서 정보 없음

리투아니아 EUR https://www.mindbank.info/item/6755

룩셈부르크 EUR https://www.mindbank.info/item/6095

네덜란드 EUR https://www.mindbank.info/item/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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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WHO�지역 국가 전략 링크 및 코멘트

노르웨이 EUR https://www.mindbank.info/item/5371

포르투갈 EUR https://www.mindbank.info/item/2343

스웨덴 EUR https://www.mindbank.info/item/5200

스위스 EUR https://www.mindbank.info/item/6764

영국 EUR https://www.mindbank.info/item/4911

우즈베키스탄 EUR https://www.mindbank.info/item/6763

부탄 SEAR https://www.mindbank.info/item/6178

스리랑카 SEAR https://www.mindbank.info/item/6096

태국 SEAR 전략 문서 정보 없음

호주 WPR https://www.mindbank.info/item/6781

피지 WPR https://www.mindbank.info/item/5909

일본 WPR https://www.mindbank.info/item/6766

말레이시아 WPR 전략 문서 정보 없음

뉴질랜드 WPR https://www.mindbank.info/item/3839

한국 WPR 한국 자살예방센터에서 공유한 전략 문서

출처:� MiNDbank� (https://www.mindbank.info/,� accessed� 8� November� 2018).� MiNDbank는 정신건강 및 관련된 자원,�

국가/지역 수준의 정책,� 전략,� 법률,� 서비스 표준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 AFR� =아프리카 지역,� AMR� =� 아메리카 지역,� EMR� =� 동쪽 지중해 지역,� EUR� =� 유럽지역,� SEAR� =� 동남아시아 지역,�

WPR� =� 서태평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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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감시와 평가지표

위 언급한 사례 중 자살예방 전략 문서에 지표가 명시되어 있는 국가(예:� 부탄,� 가이아나,� 이란 이슬

람 공화국,� 아일랜드,� 나미비아,� 대한민국,� 우루과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표를 아래에 나열하였다.�

일본,� 스위스,� 미국은 문서에 명시된 지표가 없으므로 여기서 제시하지 않았다.

여기에 지표를 나열하는 유일한 목적은 예시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략 문서나 그 안의 지표는 심사

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살 및 자살시도 감소의 주요 결과 및 분명하고 직접적인 연

관 있는 중간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록 2.1� 부탄 (동남아시아 지역)

출처:� http://www.mindbank.info/item/6176

지표 2015-2018년 목표

1. 목표:� 지역사회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리더십,� 다분야적 참여 및 협력을 개선

1.1�
중등학교는 매년 최소 한 번 자살예방을 포함한

lam� neten/khenpo에 의해 선택된 choshed� leyrim� 방문

매년 100개 학교가 학생

90%를 대상으로 1건의

chosed� leyrim� 방문

1.2�
정부 또는 기타 출처의 자금으로 지원되는 활동 계획에

명시된 이해당사자의 연간 활동 계획
85%

1.3
일 년에 적어도 한 번 dzongkhag� tshogdue에

자살예방 안건을 포함시킨 Dzongkhags
20

1.4�
Dzongkhags가�정부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GPMS)� 내에서

자살예방 구현 지표를 보고
20

2. 목표:� 포괄적인 자살예방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정부 및 제도적 장치를 강화

2.1 국가 SPSC에서 연 2회 이상 정족수를 갖춘 회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족수를 채운 회의 2건

2.2 국가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상근 직원

2015년 6월까지

상근 직원 1명과

2017년 6월까지

상근 직원 2명

2.3 Dzongdag의 자살예방 대응팀이 자살시도자 구조에 관여 200

3. 목표:� 자살예방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심리·사회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 및 자살위험이 큰 사람들(자살생각,�

자해 또는 치명적이지 않은 자살시도력 포함)에 대한 지원 향상

3.1� 운영 준비가 된 24시간 자살위기상담 전화
2015년 12월까지 운영

준비가 된 센터 1개

3.2� 위기상담센터에 상담한 위기전화 건수 600

3.3� 자살시도 및 자해를 한 사람들이 보건시설에서 상담을 받는 수 200

3,4�
자살 및 자해시도자가 퇴원 후 지침에 따라

1)� 전화 2)� SMS� 3)� 이메일을 통해서 후속 조치를 받음
70%

4. 목표:� 보건의료서비스 및 게이트키퍼의 능력을 함양하여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4.1�
부탄 공인 상담협회 (Bhutan� Board� of� Certified� Counsellor;�

BBCC)에서 인증 한 동료 상담사 수 (학교 상담사 포함)
100

4.2�
범죄,� 법의학 및 의학계 법적 조사에서 인증된 의료종사자,�

경찰 및 기타 직원 수 (1~2개월 과정 기간)
30



국가 자살예방전략:� 진전,� 사례,� 지표

2019� WHO� 자살예방 문헌집� 55

지표 2015-2018년 목표

4.3� 범죄 및 자살 수사를 위한 법의학 절차 개발 2건

4.4�
의료·법률 조사에 훈련된 보건의료종사자와

경찰에 의한 자살사망 및 자살시도 조사 건수
75

4.5�
정신건강 및 자살위험 평가에 대해 훈련된

보건의료종사자가 한 명 이상 있는 보건시설의 수
150

4.6�
1)외래,� 2)입원,� 3)산후 우울증 관리에서

정신건강과 자살위험에 대한 검사를 받는 환자의 수
60%

4.7�

정신건강 및 자살위험 평가를 포함하는 개정 된 양식을 사용하는

드롭인 센터(Drop-in� centers;� DIC),� 재활 센터 및 건강정보 서비스

센터(health� information� and� service� centers;� HISCs)의 수

16

4.8�
해독 치료�환자의 60%�이상에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제공하는 병원의 해독 장치 수
15

4.9�
일반 환자를�대상으로 정신건강평가 및

자살위험평가 체크리스트를 채택한 보건시설의 수
80

4.10�

대상자�의뢰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의뢰 각서를 작성한 후,� 학교,�

지역사회 기반 지원 시스템(community-based� service� system;� CBSS)�

자원봉사자,� DIC,� HISCs,� 재활 센터의 게이트키퍼에 의해 병원으로

연계된 자살위험 환자의 수

200

4.11�
4개의 해독 치료 우수 건강 센터(Detoxification� Excellence�

Health� Center)에서 치료를 받는 대상자의 수
150

4.12�
해독 및 중독 치료에 대해 훈련받은 요원이

적어도 한 명은 있는 보건시설의 수
120

5. 목표:� 자살예방에 대한 지역사회(학교,� 기관 포함)의 회복 탄력성 및 사회적 지원을 개선

5.1�
정신건강,� 행동 장애 및 자살 충동이 있는 학생이나 교사 식별을 위해

매년 2시간의 의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학교 수(모든 수준)
400

5.2
정부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Government�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GPMS)� 내의 학교 지도 및 상담서비스를 보고하는 지역 수
20

5.3� 학교 지도상담사가 스트레스나 고통을 겪고 있는 아동을 상담한 수 매해 1000�

5.4�
학교에서 또래 도움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수행하는 학생이

25명 이상 포함된 중·고등학교 수
75%

5.5�

중·고등학교(사립 학교 포함)� 상담 교사가 월간 상담서비스 보고서를

직업 교육 상담실(Career� Education� and� Counselling� Division;�

CECD)에 보고하는 학교의 수

90

5.6�
훈련된 감독자가 학교 지도 및 상담(School� Guidance� and�

Counselling;� SGC)을 위해 연간 최소 1회를 방문

교육받은 감독이 1년에

한 번 한 학교를 방문

5.7�
초·중·고등학교에서 매년 1회 이상 학교 교육 인식(School� Parenting�

Education� Awareness;� SPEA)�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의 수

연간 학교의 60%에서

부모의 50%�범위

5.8�

CBSS� 자원봉사자가 농촌 및 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현장 지원을 확인하고 제공해야 하는 심리·사회적 고통에 처한

대상자(가정폭력 피해자 포함)의 수

2500

5.9�
CBSS� 자원봉사자가 농촌 및 도시 역으로 구분하여 현장

지원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남성 대상자 수
500

5.10�
지역사회의 자조 및 동료 네트워크 그룹을 통해

도움을 받은 알코올 및 마약 사용자 수
300

5.11�
관계 문제 및 기타 사회적 분쟁 해결을 위한

비공식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건수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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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2015-2018년 목표

5.12�
청년 및 지역사회 단체가 지역사회 내에서 자조 행동이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실시한 행사 수
매해 3건

6. 목표:� 자살예방계획 및 프로그래밍에 대한 데이터,� 근거,� 정보를 개선

6.1�
자해 및 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

사례등록시스템 설립 및 수집 데이터의 사용
1

6.2�
국가 기록원에서 훈련을 받은 로얄 부탄 경찰,�

보건의료종사자,� 상담원의 수
200

6.3� 전국 자살행동계획의 연간 평가 보고서 인쇄 및 배포 400

6.4
고의적 자해와 자살 의도 및 생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학교 지침 및

상담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이를 월별 보고서 수집에 사용
1

6.5

부탄 생활 수준 조사,� 1차 건강관리 설문 조사,�

아동 연구 등과 같이 설문 조사에 자살 충동 및

기타 자살행동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는 전국 설문 조사 수

2-3

6.6�
건강관리정보시스템(Health�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

HMIS)에서 수정된 ICD�코드를 이용하여 자살행위 및 시도를 보고
2016년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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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가이아나 (아메리카 지역)

출처:� https://www.mindbank.info/item/6321

지표 2015-020년 목표

1.� 목표:� 건강증진과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활동 계획수립

전국에서 자살예방계획을 시행하는 보건당국의 % 100%

한 달간 지역사회에서 생활습관을 바꾸기 위한 홍보 활동 건수 3

대중을 교육하기 위해 의사소통 기술을 훈련받은 의사,� 간호사,� 보건의료종사자의 % 80%

취약지역(지역 2,� 3,� 4,� 5,� 6)에서 운영할 준비가 되어있는 상담 시설의 수 5� (지역마다 1)

대중에게 배분된 지원정보 자료의 수 500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 위기상담 전화서비스의 수 3

언론에서 자살행위에 대해 선정적으로 보도한 수 0

2.� 목표:� 보건 및 사회 체계의 강화

자살시도자 또는 위험자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수 12

자살 건수의 감소량 매해 150� 이하

자살시도 건수의 감소량
10-12� x� 1� 보고된

자살시도 감소량

정신과 의사가 통제하고 사후조치를 한 자살행위 환자 % 30%

(일반)의사가 통제하고 사후조치를 한 자살행위 환자 % 50%

특수 집단(어린이,� 청소년과 고령자)의 자살행위 사례 수 단체에 의한 사례 보고

매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훈련 활동의 수
한 달간 한 지역에서

1건

독성 화학 물질의 판매 규제,� 사용·보관 관리를 실행하는 지역 수 10

3.� 목표:� 자살행위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시스템의 인적자원 강화

자살행위 관리를 위해 훈련된 의사,� 간호사,� 보건의료종사자 % 50%

외곽 지역 및 취약계층의 위기관리를 위해 훈련된 직원 % 확인된 지역(5)에 따라

공유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NGO�네트워크 수 50�

농약 접근 감시를 하는 자가 있는 지역사회 수 30%

자살행위의 위험,� 결과,� 관리에 대해 훈련받은 특정 사회 및 비보건 전문가 %�

(교사와 그 외 학교 직원;� 경찰,� 소방관 및 기타 관련 종사자;� 상담가;�

언론 전문가;� 구금 시설 근로자)

50%

4.� 목표:� 자살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와 개입을 위해 자료수집과 연구개선

일상적 체계를 통해 수집된 자료 30

자살행위 통제 및 분류를 위한 설문지가 완료된 사례의 % 80%

사망 등록에서 자살이 사망원인으로 보고된 사례의 % 80%

자살로 판단 완료된 사례 중 통계가 보고된 사례의 % 90%

전국에서 자살행위에 관한 연구의 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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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 이란 이슬람 공화국 (동지중해 지역)

출처:� 테헤란 WHO�협력센터에서 공유한 전략 문서

목표 지표

1. 목표:� 자살 및 자살시도(치명적이지 않은 자해)에 대한 통계의 정확도 개선

자살등록에 대한 보건의료종사자의 지식 증가

보건의료종사자의

자살등록에 대한 지식수준

(훈련 전과 후의 비교)

MoH와 법의학 자료 간의 일관성 향상

매년 자살 관련 자료를

법률 의학 기구(Legal� Medicine�

Organization)의 자료로

정정해 온 대학의 비율

국가 프로토콜에 따라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감시체계 설립

자료수집 범위 확대
국가 프로토콜에 따라 자료를

통제하고 있는 대학의 비율

2. 목표:� 자살행동 및 정신건강 관련 낙인감소,� 인식개선,� 정신건강증진 촉진

지식과 인식도를 높이고,� 대중의 정신건강과

자살에 대한 태도(정신건강 지식)를 개선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에 대해

교육받은 대중의 비율

자살위기자 또는 자살 고위험 집단 중 적어도 70%에서

지식 증가 및 도움 요청 행위 증가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에 대해

교육받은 고위험 집단의 비율

3. 목표:� 자살 취약자의 평가와 관리를 위한 진료 경로의 접근성과 일관성 향상

의뢰 시스템에 자살시도자 중 80%를 유지
의뢰 시스템을 통해 추적될 수 있는

자살시도자의 비율

자살위기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 종사자 100%를 교육

각�구마다 훈련된

보건의료종사자의 비율

자살위기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게이트키퍼 교육
각�구마다 훈련된

게이트키퍼의 비율

양해각서(MOU)를 통해 복지 기관과 전 대학교들의 협업

(사회 비상 전화와 보건센터 간의 적극적 상호 협력)

복지 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회의를 주최한 대학교의 비율

4. 목표:� 언론 지침,� 훈련과 준수에 대한 언론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여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를 개선하고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배포

모든 대학교에 의해

지방 매체(가상 및 인쇄물)와의 부문 간 협력

Ÿ 지역 매체가 자살신고를 위해 보

건시스템의 지침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의 비율

Ÿ 양해각서 서명과 실행계획의 수

Ÿ 연간 미디어의 교육 회의 및 교육

프로그램 수

5. 목표:� 농약과 빈번히 사용되는 약물을 포함하여 자주 사용되는 치명적인 자살 및 자살 시도(비치명적 자해)�

수단에 대한 접근을 줄이고,� 목매달기 및 자기희생과 같은 기타 치명적인 방법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

이해당사자와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실행계획을 제공 양해각서와 실행계획의 수

일반인구의 지식 향상과 인식개선,�

농약을 어떻게 사용하고 보관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 개선

연간 교육 회의와

�언론 프로그램 수

농약과 약물 접근에 관한 정책과 법률 수정 수정된 정책과 법률의 수

6. 목표:�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서 자살행동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고 유지하며 관리의 지속성을

보장

조기발견과 개입을 위해 보건의료체계 실무자들의 지식 및 기술 향상
보건의료체계에서

�놓친 사례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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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지표

자살시도로 응급실로 후송된 사례 중 최소 70%에

지속적인 치료와 적극적인 후속 조치 제공

(응급실 내방)� 자살시도자 중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 조치를

받는 비율

7. 목표:� 지속성 복합 애도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살 유족 지원서비스 및 전문적 개입 능력을

향상하고 유지

심리적 지원과 상담을 위해,� 모든 인구,� 친구,� 동료를 대상으로

자살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수 집단을 식별

Ÿ 사후관리를 받은 가족의 비율

Ÿ 훈련받은 게이트키퍼의 비율

Ÿ 국가 감시 계획에 따른 감시체계

및 정기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대

학의 수

8. 목표:� 정신질환의 낙인을 줄이고 학생들의 도움 요청 행위를 장려

교사,� 상담자,� 관리자를 포함한 학교 내 게이트키퍼 훈련 훈련받은 게이트키퍼의 비율

9. 목표:� 국가 감시 및 평가 체계를 개발하고,� 국가 혁신을 지원하는 관련 연구를 촉진하며,�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지식의 격차를 감소

국가 자살예방 프로그램 감시 감시체계 설립

지역 연구센터가 주최하는 자살예방 프로그램과 그 효과 및 과제에 대한

3개 이상의 보건의료체계 연구(health� system� research;� HSR)
지역 연구센터의 HSR� 과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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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4� 아일랜드 (유럽 지역)

출처:� http://www.mindbank.info/item/5640

주요 결과 (Primary� outcomes) 지표

1.� 목적:� 자살률 감소

01.1 전 인구 대상 Ÿ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명확한 자살)의 표준화된 연간 발생률,�

전반적 및 대상별 비교:성별,� 연령대,� 사회경제적 지위(개인/지역

수준)

Ÿ 남성 자살률 대비 남성 자해 비율(아래 설명1� 참고)
01.2

(자료가 있는)�

우선순위 집단

2.� 목적:� A&E의 자해 비율 감소

02.1 전 인구 대상 Ÿ 표준화된 연간 A&E에서의 자해,� 전반적 및 대상별 비교:성별,�

연령대,� 사회경제적 지위(개인/지역 수준)

Ÿ 사례와 개인

Ÿ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자해의 비율

Ÿ 12개월 후 자해로 A&E에 재입원한 사람의 비율;� 성별;� 성별과

나이 (연도별 코호트)

Ÿ 자해로 A&E에 재입원한 자 중 그 전에 입원력이 있는 사람;�

전반적 및 대상별 비교:성별,� 연령대,� 사회경제적 지위(개인/지역

수준)

02.2
(자료가 있는)�

우선순위 집단

설명 1.�중앙 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CSO)의 자살사망률 발표가 지연되면,� 전략의 주요 결과 중 하
나의 유효한 대리 측정치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시의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아일랜
드 남성 사이에 자해로 인한 병원 방문과 완료된 자살(의도적 자해)은 시간적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아일랜드 국가 자해 등록자료는 자살 자료보다 앞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략의 맥락상,�
남성의 자해 비율은 남성 자살률에 대한 유효하고 유용한 대리 측정치로 간주 될 수 있다.�

설명 2.� 현재의 자료 출처는 이러한 지표의 완성하는 데 활용되거나 추가로 개발될 것이다.

중간 결과 (Intermediate� outcome;� IO) 지표

1. 전략적 목표:� 자살행동,� 정신건강 및 복지에 대한 국가의 이해 및 태도 개선

IO1.1

자살행동에 대한 이해,

� 정신건강 및 안녕,� 관련 위험 및

보호요인에 대한 대중의 이해 증진
Ÿ 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식 및 인식

Ÿ 자살과 자해의 위험 및 보호요인에 대한 이해

Ÿ 정신건강과 행복에 대한 이해

Ÿ 정신질환,� 자해,� 자살에 대한 낙인적인 태도

Ÿ 자기-낙인화(우선순위 집단)

IO1.2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

IO1.3
대중과 우선순위 집단에서 정신건강
및 자살에 대한 부정적 태도 감소

IO1.4

언론 지침,� 도구 및 훈련프로그램과

관련한 언론의 참여와 방송,� 인쇄,�

온라인 매체 내 자살 보도 개선

Ÿ (지침을 따르지 않는)� 좋지 못한 보도

Ÿ (지침을 따르는)� 긍정적인 보도

2. 전략적 목표:� 자살행동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의 역량 지원

IO2.1
여러 기관을 통한 지역사회 수준

자살대응의 지속적인 개선

자살에 대한 지역의 대응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지역 행동계획

IO2.2
지역사회 단체에 제공되는 효과적인

자살예방 개입 정보와 지침서

효과적인 자살예방 개입에 대한 지역사회 조직의 지침,�

프로토콜 및 훈련에 대한 접근 및 지식

IO2.3
지역사회 단체를 위한 자살예방

개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훈련

Ÿ 지역사회 조직에 대한 관련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의 유용성

Ÿ 지역사회 조직에 대한 관련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전달력

3. 전략적 목표:� 우선순위 집단의 자살률 감소와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접근 방법

IO3.1
우선순위 집단에서 자살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의 개선된 실행

Ÿ 우수사례 개입(체계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한 근거)

Ÿ 근거가 없거나 평가되지 않은 개입



국가 자살예방전략:� 진전,� 사례,� 지표

2019� WHO� 자살예방 문헌집� 61

중간 결과 (Intermediate� outcome;� IO) 지표

IO3.2
높은 비율의 알코올 및 마약 오용을

해결하기 위해 물질남용전략에 지원

(지속해서)� 알코올 및 약물 오용의 조기개입과 예방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의 신규 발표

IO3.3

정신건강문제가 있거나

자살에 취약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강화

Ÿ 상담 등 초기 심리지원에 대한 가용성 향상

Ÿ 학교와 교육기관은 건강증진학교,� 건강한 아일랜드와 학교

자체 평가 틀에 따라 보건과 안녕에 대한 학교 전체

접근방식 채택

4. 전략적 목표:� 자살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의 접근성,� 일관성 및 관리 강화

IO4.1
자살 취약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정신건강 평가 및 치료의 통로 개선

Ÿ 1차 및 2차 의료 환경에서 위기 간호의 유용성

Ÿ 1차 의료 환경에서 자살 생각 및 행위를 관리하는 일반의의

훈련

IO4.2

자살 취약자를 위한 효과적인

치료 개입(변증법적 행동치료법,�

인지 행동 치료법)의 개선

Ÿ 자해 및 자살시도를 한 사람들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 개입의

유용성

Ÿ 적격자에게 치료 개입을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

IO4.3

자살로 사별한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지원의 일관성,�

효과성,� 적시성 개선

Ÿ 자살로 사별한 가족들을 위한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원

제공의 체계화된 접근

Ÿ 자살로 사별한 가족들을 위한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원

5. 전략적 목표:� 자살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보장

IO5.1

자살예방에 기여하는 공식 및

비공식 단체에 대한 국가 표준

지침을 개발,� 시행

Ÿ 공인 및 비공인 단체가 제공하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표준

품질

Ÿ 표준 품질의 실행

IO5.2

정신건강 서비스 초기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내에서

자살행위에 대한 대응을 개선

정신건강 서비스에서 자살행위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일관된

절차의 개발과 효과적인 실행

IO5.3
형사사법제도에서 자살행위를

줄이고 예방
감옥(성인)과 소년원(미성년자)에서 자해 및 자살 사고

IO5.4

1)� 자해에 대한 임상 지침 실행,�

2)� 자살예방에 관한 공인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최선의 개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

Ÿ 자해에 대한 임상 지침 실행

Ÿ 자살예방에 관한 공인된 교육 프로그램 전달

6. 전략적 목표:�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제한

IO6.1 자주 쓰이는 약물에 대한 접근감소
잠재적으로 위험한 약 처방(처방마다 포함되는 약의 개수;� 점검

없이 반복되는 처방;� 낮은 치사 약물로의 전환 실패 등 포함)

IO6.2
치명성이 높은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감소

Ÿ 문제 지역의 자살방지

Ÿ 치명적 수단을 이용한 자살의 수 또는 비율 감소

7. 전략적 목표:� 자살행동과 관련된 감시,� 평가,� 연구의 개선

IO7.1
시기적절하고 질 높은 자료에

대한 접근의 향상

Ÿ 자살과 자해에 관한 주요 자료의 유용성과 적시성

Ÿ 핵심 자료 제공의 효과성과 적시성

IO7.2
검토된(필요한 경우 수정된)�

자살사망의 현재 기록 절차
현재 기록 절차의 검토

IO7.3

자살위험의 조기 식별,� 평가,� 개입,�

예방을 목표로 한 혁신을 지원하는

국가 연구 및 평가 계획의 개발

연구와 혁신을 지지하는 국가 계획

IO7.4
삶을 위한 연결에 대한 효과성과

비용-효율성 평가

Ÿ 포괄적인 평가 계획의 발행과 개발

Ÿ 평가 연구의 의뢰

Ÿ 평가 연구의 성공적인 실행

Ÿ 평가 연구결과에 대한 공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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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5� 나미비아 (아프리카 지역)

출처:� https://www.mindbank.info/item/6272�

지표 2012-2016� 목표

선거구/이해당사자

1. 목표:� 대응 가능한 입법 및 정책 체제의 보장

1.1� 개발·승인된 정책의 수 1

2. 목표:� 이해당사자들의 관계 조성

2.1� 계획된 회의 중 개최된 협의회의 수 5

2.2� 만족도 평가 100%

3. 목표:� 책임 있는 조정 기관 확보

3.1� 운영위원회의 존재 5

4. 목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접근성 보장

4.1� 계획에 따라 수행된 지원 % 100%

5. 목표:� 자살의 사례 감소 보장

5.1� 자살사례의 % -

5.2� 자살 발생률 -

6. 목표:� 운영위원회의 책임 역할 강화

6.1� 리더십 훈련받은 관리자 % 100%

6.2� 국가 전략계획에 부합하는 협업계획 %,� 분기별 보고서 수 100%

7. 목표:� 강화된 자살 서비스 보장

7.1� 도움을 요청한 사람의 수 90%

7.2� 자살 수의 감소율 50%

7.3� 만족도 평가 8월 10일

8. 목표:� 자살현상에 대한 적절한 이해 촉진

8.1� 잠재적 자살사례 보고 수 X

8.2� 설문지 평가 -

8.3� 자살감소율 -

내부 과정

1. 목표:� 자살 서비스 강화 보장

1.1� 도움을 요청한 사람의 수 -

1.2� 보고된 자살사례의 % -

2. 목표:� 국가 자살예방계획 실행의 보장

2.1� 성취된/실행된 목표의 % -

3. 목표:� 분산된 서비스

3.1� 분산 서비스를 가진 구의 % 100%

3.2� 사용 가능한 자금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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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2012-2016� 목표

내부 과정

4. 목표:� 기능 조정 기구 보장

4.1� 기능적인 조정 기구를 위한 준비 -

5. 목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보장

5.1� 제공된 서비스의 평가 100

6. 목표:� 자살 서비스의 효율적인 조정

6.1� 조정된 활동의 수 5

6.2� 실행된 인식개선 캠페인의 수 50

6.3� IEC� 자료 개발 및 배분 14

6.4� 목표로 한 대상 수 대비 참가자 수 -

7. 목표:� 대중의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

7.1� 실행된 인식개선 캠페인의 수 -

7.2� IEC� 자료 개발 및 배분 -

7.3� 목표로 한 대상 수 대비해 참가자 수 -

8. 목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보장

8.1 기능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존재 -

학습과 성장

1. 목표:� 숙련된 서비스 제공자 보장

1.1� 훈련받은 사람의 비율 100%

2. 목표:� 전문성,� 지식 및 기술에 대해 관련 이해당사자의 역량강화

2.1� 훈련된 이해당사자 % 100%

3. 목표:� 동기 부여된 인력 확보

3.1� 직원 이직 % 5%

4. 목표:� 직원들의 긍정적 사기 보장

4.1� 직원 이직 % 5%

4.2� 전체 직원 중 보상을 받은 직원의 비율 100%

예산과 재정

1. 목표:� 기금의 가용성 보장

1.1� 요청된 기금 중 배분된 기금의 비율 100%

2. 목표:� 부처,� 부서 및 이해당사자 간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

2.1 배분 기준의 존재 여부 -

3. 목표:� 효과적인 재무 관리

3.1� 비용 절감 회의 개최 수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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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6� 대한민국 (서태평양 지역)

출처:� 한국 자살예방센터에서 공유한 전략문서

지표 2016-2020� 목표

공통부문 1. 자살률 10만 명 당 20.0명

사회 전반에 걸친

자살예방 환경조성

2.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의 비율 87.4%

3. 언론 보도 표준의 권고 준수율 30%

4. 가스 (예 :� 숯)에 의한 자살사망 1,700명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5. 10~19세 청소년의 자살률 10만 명 당 4.0명

6. 20~64세의 청년과 중년의 자살률 10만 명 당 22.5명

7. 65세 이상의 노인의 자살률 110만 명 당 30.0명

8.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 또는 사례관리 비율 62.1%

자살예방 기반강화

9. 1차 의료기관에서의 우울증 선별 실시율 주요 의료기관의 50%

10.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수 250만 명

11. 자살시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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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7� 우루과이 (아메리카 지역)

출처:� https://www.mindbank.info/item/3288

주요 결과

1.� 구성요소:� 포괄적인 정신건강관리

1.1
자살시도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자살시도에 대한 국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건수 나누기 자살시도에

대한 국가 정보시스템의 모든 서비스 수,� 곱하기 100

1.2
자살시도에 대한 국가 정보시스템 사용자 기록과 자살시도자 및 가족의 참조 및 대조 참조 건수,� 나누기

자살시도에 대한 국가 정보시스템의 모든 서비스 수,� 곱하기 100

1.3
자살시도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간병 가이드 및 프로토콜을 사용한 서비스 수,� 나누기 자살시도에 대한
국가 정보시스템의 총 서비스수,� 곱하기 100

1.4 24시간 핫라인 설치 및 운영

2.� 구성요소:� 24시간 핫라인 설치 및 운영

2.1 전국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2.2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자원 가이드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서비스의 수,� 나누기 자살시도에 대한 국가

정보시스템의 모든 서비스 수,� 곱하기 100

3.� 구성요소:�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 교육

3.1 문제의 인식을 위한 책자 및 기타 인쇄물의 수,� 시기적절한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

3.2 자살예방에 관한 대중 매체에 게재된 광고의 수

3.3 전체 인구 대상 훈련프로그램에 배치된 자문의 수 /� 표적 집단의 총 수

3.4 학교에서 시행되는 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

4.� 구성요소:� 자살시도자와 생존자의 자살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적자원 대상 교육,� 훈련 및 재교육

4.1
우루과이 공화국 대학교(Uruguay� Republic� University;� UDELAR)에서 보건분야를 대상으로 개발된

훈련프로그램의 수

4.2
자살예방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1차 의료전문가들의 수,� 나누기 자살시도에 대한 국가 정보시스템의

1차 의료전문가의 수,� 곱하기 100

4.3
자살예방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1차 응급실의 보건 전문가의 수,� 나누기 자살시도에 대한 국가 정보시

스템의 응급실의 보건 전문가의 수,� 곱하기 100�

4.4 자살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훈련 모듈

4.5 대학생과 대학원 교과과정에 자살이 포함되도록 대학과 협의한 수

5.� 구성요소:� 치명적 및 비치명적 자살에 대한 국가 감시시스템의 개발과 구현

5.1 자살시도에 대한 국가 정보 체계 설치 및 운영

5.2
연령,� 지역,� 유형별 서비스 이용 필수 등록 양식의 수,� 나누기 자살시도에 대한 국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건수,� 곱하기 100

5.3 건강 과목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의 수 나누기,� 전체 건강 종사자 수,� 곱하기 100

5.4 자살에 대한 연간 연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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