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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 자살은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심각한 세계 공중 보건의 문제이지만 자살을 막는 것은 쉽지 않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 예방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잘 길러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효과적인 치료,� 위험요소를 환경적으로 통제하는 것까지의 활동을 포함한다.� 적절한 정보의 보급

과 인식 제고는 성공적인 자살예방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문화,� 연령 및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 � 1999년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 예방을 위한 범세계적 계획에 착수하였다.� 본 책자는 자살예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특정 사회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 중 하나이다.� 이 소책자는 의료종

사자,� 교육가,� 사회기관,� 정부,� 입법자,� 사회활동가,� 법 집행자,� 가족 및 지역사회가 서로 연관되어있는 유기적

인 체계임을 나타낸다.�

� � 우리는 특히 이 보고서의 초판을 작성한 Lifeline� Australia의 Alan� Woodward를 비롯하여 아래의 분들께

감사드린다.�

Professor� Diego� de� Leo,� Australian� Institute� for� Suicide� Research� and� Prevention,� Griffith�

University,� Australia;� Professor� Brian� Mishara,� Crise,� University� of� Quebec,� Montreal,� Canada;� Dr�

Gillian� Murphy,� National� Suicide� Prevention� Lifeline,� United� States� of� America;� Mrs� Dawn� O'Neil,�

Collective� Impact,� Australia;� Mrs� Mary� Parsissons,� Lifeline� International,� Australia;� Dr� Diana� Rucli,�

IFOTES,� Italy.

� � 본문은 아래의 전문가들에 의해 검토되었으며,� 마찬가지로 감사를 전한다.

Professor� Ella� Arensman,� National� Suicide� Research� Foundation,� Cork,� Ireland;� Mrs� Marlys� Bueber,�

Shanghai� Mental� Health� Center,� Shanghai,� China;� Dr� Kairi� Kolves,� Australian� Institute� for� Suicide�

Research� and� Prevention,� Griffith� University,� Australia;� Dr� Elise� Paul,� Leipzig� University� Hospital,�

Germany;� Dr� Morton� Silverman,�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United� States� of� America;�

Professor� Jean-Pierre� Soubrier,� Centre� Ressources� en� Suicidologie,� Paris,� France;� Dr� Yongsheng�

Tong,� Beijing� Suicide� Research� and� Prevention� Center,� Hui� Long� Guan� Hospital,� Beijing,� China;� Dr�

Lakshmi� Vijayakumar,� SNEHA,� Chennai,� India.

� � 또한,� 우리는 편집에 힘써준 스위스의 David� Bramley와 그래픽 디자인 및 레이아웃을 담당한 일본의

Yusuke� Nakazawa에게도 감사드린다.� 자살 예방 관련 활동을 WHO와 협력하여 수행한 자살 예방 국제 협

회(IASP)에게도 감사하는 바이다.� 이 자료는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그 효과를 얻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 현

지 여건에 적합하게 번역되기를 바란다.�

Alexandra� Fleisch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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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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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자살 행동(suicidal� behaviour)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입 및 관리는 자살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위기전화는 1950년대 고소득 국가에서 가정용 전화기가 보급되며 등장하였고,� 현재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부록 1.� 위기전화의 발달사 참고).� 전

화라는 수단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고,� 직접 대면보다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많

은 지역을 포괄할 수 있어,� 개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매력적인 매체로 여겨졌다.� 그 이후 아프리

카,� 미국,� 아시아 및 유럽 전역에 위기전화가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일부 저소득 국가에서는 위기전화

가� 자살예방을 위한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1,000개 이상의 위기전화가 설치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기전화란 무엇인가 (What� are� crisis� lines?)

위기전화는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 특히 자살의 위험이나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다.� 위기전화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생

각되는 순간에 비판단적이고 무조건적인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위기전화는 기본적으로 전화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면상담과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

는 계기가 된다(예.� 영국의 SAMARITANS).� 위기전화는 헬프라인,� 전화상담서비스,� 핫라인,� 조난 전

화,� 전화 비상 서비스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 몇 년간 신기술을 이용한 서비스가 급속히 확대되

고 있으며(Mishara� &� Kerkhof,� 2013),�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 채팅 서비스,� 문자메시지를 주로 사

용한다.� 본 책자의 목적을 위해서 “위기전화”라는 용어에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며,� 모든 경로

를 통해 연락을 취하는 사람을 “내담자(callers)”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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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을 위한 위기전화의 필요성

(The importance of crisis lines for suicide prevention)

� � 정기적인 만남과 보살핌에 대한 개인의 욕구는 주변 사람들(부모,� 형제·자매,� 친구,� 교사·동료 등)에

의해 충족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리적 고립 혹은 만성의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같은 다른 유

형의 고립 등으로 인해 상호작용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 욕구를 유지하는 데 필

요한 배려적 관계나 소속감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위기전화는 개인이 경험 중인 고통을 덜어주

고,� 그러한 감정의 강도를 감소시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돕는다.

� � 자살충동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은 대면 의료 서비스나 친구,� 가족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려는 경향

이 있다.� 전문가에게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 일부의 사람들도 자살사고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지 않는

다.� 자살 및 정신건강문제를 둘러싼 낙인은 개인이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구하기 어렵게 하며,� 위기

전화가 제공하는 익명의 서비스는 이러한 낙인의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

유로 위기전화는 자살사고에 대하여 달리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관심을 끈다.�

� � 대부분의 위기전화는 내담자와 상호작용이 익명으로 이루어지고,� 비교적 짧으며,� 일반적으로 후속

조치나 연속성이 없는 일회성 서비스라는 특성으로 인해,� 그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몇몇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미국 내 위기전화의 내담자에 대한 주요 결과에서 통

화가 끝날 때 사망 의도가 감소되었음을 발견했다(Gould� et� al.,� 2007).� 호주에서 청소년 위기전화로

전화를 했던 이들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통화 중에 자살 사고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ng� et� al.,� 2003).� 최근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위기전화가 내담자의 자살 및 자해 생각을 줄이

는 데 효과적이었다(Tyson� et� al.,� 2016)고 보고되었다.

� � 위기전화는 지리적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하고,� 즉각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한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국가 자살 예방 정책에 종종 포함된다.� 정신건강 증진,� 정신 및 물질사용장애 예방과 치료,�

자살 예방을 위한 기타 개입과 함께 위기전화는 중요한 보완적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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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전화 서비스 제공 (Crisis� line� service� delivery)

� � 위기전화의 주요 특징은 전화를 거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고,� 비판단적이며 공감적이고 존중하는

자세로 듣는다는 점이다.� 일부 위기전화는 상담자(crisis� line� worker)가� 질문을 통해 자살 위험성을

평가하고,� 내담자가 대화를 통하여 행동을 촉진하는 방법들을 탐색하도록 하여 자살 예방을 하는 데

초점을 둔다.�

� � 또 다른 위기전화에서는 정서적인 지지와 비판단적인 경청을 강조한다.�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환경에서 삶의 문제를 탐색하면서 내담자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 상담자들이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와 교류(connection)는�서비스 제공 모델의 핵심요소들이다.� 내담

자의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감과 존중을 보일 뿐 아니라,� 내담자와 교류하는 능력은 자살 위험

을 줄이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서,� 상담자의 핵심 역량인 것으로 나타났다(Mishara� et� al.,� 2007b).

� � 위기전화는 일반적으로 전화나 뉴 미디어(메일,� 온라인 채팅,�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플랫폼)를

통해 무료 혹은 지역 통화비용만 지불하면 이용 가능하다.� 위기전화는 수용능력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24시간,� 365일 운영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 대부분의 위기전화 서비스는 아래 내용을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 모델이 있다.

•�무료 제공(또는 내담자가 지역통화 비용만 지불)

•� 훈련된 자원봉사자,� 유급 정신건강전문가 또는 유급 준전문가(기준에 따라 수련 혹은 공인받았지

만 전문기관에 소속되지 않은)가� 정규직 또는 시간제 직원으로 상근

•� 익명성.� 즉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름,� 개인 신상 증명이 필요하지 않음(단,� 일부 위기관리 전화는

상담자가 다시 전화할 때 연속성을 위하여 이름 또는 가명으로 내담자를 식별함)

•�비밀보장(안전문제가 있는 비상 상황의 경우는 제외)1)

•�대부분의 경우,� 각�통화는 시간제한이 없는 단일 회기로 간주

•�어떠한 경우에는 안전과 안녕감(well-being)을 확인하기 위한 추후 상담 전화가 포함

•�비판단적

•�정서적인 지지와 교류(connection)를 제공

•� 비차별적임.� 즉,� 도움을 받기 위하여 종교적,� 정치적 또는 이념적 요구사항이 필요치 않으며,� 종교

적,� 정치적 또는 이념적 신념이 내담자에게 전달되지 않음

•� 모든 통화에서 일상적인 안전 점검,� 자살 사고와 평상시 자살 위험 수준에 대해 정례적으로 파악

하고 위기 개입 기술을 적절히 활용

•�업무 수행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훈련되고 지도받은 상담자를 보유

•�필요시 다른 자원에 의뢰(referral)하기 위한 조언을 제공

•� 경우에 따라 청각장애 혹은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통역서비스 및 접근법(access)을 제

공

1) 참고:� 자살과 같은 비상사태시 모든 위기전화가 개입하는 것은 아님.� 일부는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개입하지 않

고,� 세계 일부 지역의 경우 응급 서비스의 부족으로 개입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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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전화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로 보완될 수 있다.

•�대면 지원을 제공하는 상담 지원 센터(drop-in� centres)

•� 대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봉사활동 프로그램

•�웹사이트 (예.� 자조self-help� 혹은 다른 온라인상의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문자메시지,� 이메일,� 온라인 채팅,� 토론 포럼,� SMS� 문자메시지에 대한 응답

•� 다양한 형식의 자조(self-help)� 및 기타 정보(예.� 전단지,� 비디오,� CD,� DVD,� 온라인 자조 프로그

램)

•�태풍,�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 후 지원

•� 지역사회 게이트키퍼(예.� 일반의,� 보건종사자,� 가정복지사,� 교사,� 경찰,� 소방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지원 프로그램

•� 자살다발지역(Hotspots)에 대한 서비스 정보 제공 -� 즉,� 자살 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예.� 기

차역,� 교량,� 절벽)에 표지판이나 포스터 설치

•�자살 유족(“생존자”라고도 불리는)에 대한 도움과 지원(주로 집단상담의 형태)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 및 지원

•�자살예방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정부 의지

위기전화 내담자 (Crisis� line� callers)

� � 위기전화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담자들은 전화를 걸기 전 수많은 상황과 경험을 겪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로 근원적인 동기는 도움을 위해 다른 사람과 안전하게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 위기 상황에서의 지원 혹은 일반적인 정서적 욕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 � 대부분의 위기전화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22~55세의 연령대에서는 전화

연락이 많고,� 18세 미만은 채팅 및 문자메시지가 많다(Callahan� &� Inckle,� 2012;� Drexler,� 2013;�

Murphy,� 2013).� 일부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연락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Gould� et� al.,� 2018;� Mishara� &� Diagle,� 2001).

� � 위기전화는 광범위한 문제에 대응한다.� 예를 들어,� 호주 위기전화 직원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가

장 많이 언급되는 문제는 가족 및 대인관계(43.6%),� 건강 및 장애(36.2%),�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기

감(32.7%)으로 나타났다(Lifeline� Australia,� 2009).� Samaritans� hotlines에서 수집된 자료에서도 유

사한 주제,� ‘위기전화에 연락을 취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로 정신건강 문제(13.2%),� 자해(12.3%),�

관계 단절(7.6%),� 관계 문제(6.8%),� 가족 문제(6.5%)임을 나타내고 있다(Pollock� et� al.,� 2010).�

� � 많은 내담자들은 그들이 위기전화로 전화를 건 이유가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심리

적,� 신체적 혼란(turmoil)�때문이라고 말한다.� 일부의 내담자들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모르고 사

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또 다른 내담자들은 특정 위기가 그들에게 전화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관계에서의 실패,� 자녀 양육에 관련된 부담,� (고령의 부모와 같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 직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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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업무 관련 문제,� 금융 위기와 같이 심각한 삶의 문제가 발생되는 기간 동안 많은 전화가 걸려온

다(Lifeline� Australia,� 2009).

� � 위기전화를 거는 많은 이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 호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내담자의 프로

파일에서 불안과 우울이 높게 평가되었다(Burgess� et� al.,� 2008).� 한 북미 연구결과에서는 내담자의

25%가�정신건강서비스 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다(Gould� et� al.,� 2012).�

� �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suicidal� individuals)이 실제로 위기전화에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tman,� 1970;� Sawyer,� Sudak,� &� Hall,� 1972).� 호주의 Lifeline에 전화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당신은 현재 자신을 해치거나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29%가�그렇다고 답했다.� 미국 위기전화로 전화를 건 사람들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 내담자의

절반 이상이 전화 당시 자살 계획이 있었고,� 8%는 전화 직전에 자해 혹은 자살 행동을 하였으며 약

60%가�이전에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Gould� et� al.,� 2007).

� �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이나 약을 먹은 후,� 또는 베란다에 서서 투신을 고려하는 것과

같이 자살 시도 직후에 바로 위기전화에 연락한다.� 이러한 고위험 전화는 드물지만,� 모든 위기전화에

서 발생하므로,� 상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받는다.

� � 위기대응서비스는 이메일,� 온라인 채팅,� 문자메시지,� 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같이 여러 접촉 경

로를 통해 확장되고 있다.� 전화통화와 비교할 때,�채팅과 문자메세지를 통한 연락은 대체로 섭식장애,�

자해,� 성폭행과 같이 심각한 위기와 관련되어 있다.� 인터넷 채팅이나 문자메시지에 의한 연락은 자살

과 관련된 경향이 더 많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은 전화로 연락하는 사람들에 비

해 자살 위험성이 더 높다.

� �채팅과 문자메시지 상담이 가능한 경우,� 이러한 서비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으며,�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이 많다.� 채팅과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이들은 전화로 연락을 하는 이보다 어리고,� 그들의 정

서적 고통의 정도가 더 크며,� 자살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더 많다.� 채팅 및 문자서비스

를 이용하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전화 연락은 취하지 않는다(Fukkink� &� Hermanns,� 2009;� Meunier,�

2011).� 채팅과 문자 상담서비스가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는 하지만,�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전화상담서비스나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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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전화의 설립 (Establishing� a� crisis� line)

� � 위기전화는 일반적으로 자율적이고,� 지역사회 기반의 민간서비스로 운영된다.� 위기전화는 다른 서비

스를 제공하는 위기 혹은 자살예방 센터의 프로그램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유일한

자살예방서비스일 수 있다.� 다양한 전문가(예.� 변호사,� 건강전문가,� 회계사)와 NGO로 구성된 이사회

또는 핵심운영그룹(core� steering� group)의 구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첫 단계 (First� steps)

� � 위기전화는 종종 지역사회의 위기 또는 높은 자살률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전화의 필요성을 깨달은

지역사회의 관심있는 사람들의 집단행동을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지역사회연계는 위기전화의 중요한

특징이며 내담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때로는 한 사람

의 지역사회 구성원이 위기전화의 설립을 조직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미 존

재하는 체크리스트(예.� https://www.befrienders.org/file/helpline-checklist-pdf)를 사용하는 것은

위기전화를 설립하는 단계에서 유용할 수 있다.� 위기전화를 설립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

야 한다.

� � 1.� 주요 대상 결정.�대부분의 위기전화가 주로 자살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일부는 개인적인

문제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 누구나 전화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보통,� 위기전화는 이름 선택과 서비

스 홍보 및 마케팅에 우선순위를 둔다.� 예를 들어,� '자살예방 상담전화(Suicide� Prevention�

Helpline)'와 같은 이름을 선택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전달하지

만 'Friends� Helpline'과 같은 이름은 그렇지 않다.� 몇몇 위기전화는 청년층에 초점을 맞추며,� 이 경

우 'Youth� Helpline'과 같은 이름을 택한다.�

� � 2.� 기존 위기전화와 제휴 여부.� 새로운 위기전화는 설립을 위한 교육자료 및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또는 국제 위기전화 네트워크와 제휴할 수 있다.� 모든 국제 네트워크는 회원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

으며 여기에는 서비스의 품질,� 교육 및 슈퍼비전의 양과 유형,� 그리고 윤리적 기준 준수를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위기전화가 기존 네트워크나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위기전화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이미 운영 중인 다른 위기전화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검토하는 것이 유

용할 수 있다.� 새로운 위기전화가 설립되면,� 더 크거나 국제적인 위기전화 -� 예를 들어,� Befrienders�

Worldwide� (http://www.befrienders.org),�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elephone�

Emergency� Services� (http://www.ifotes.org),� and� LifeLine� International�

(https://www.lifeline.org.au)� -� 와 제휴를 맺기도 하는데,� 이는 국가 또는 지역 내 위기전화를 설립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교육자료,� 기준,� 지침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 3.� 서비스 제공 모델.�위기전화는 자살시도가 임박했을 때 위기에 개입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

진다(Mishara� &� Weisstub,� 2010).� 기본적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비지시적 경청(Carl� Rogers� [1957]의 접근법에 기반),� 다른 하나는 능

동적인 경청과 보다 직접적인 문제해결을 결합한 것이다(위기 이론,� 해결중심치료의 기법 또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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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제해결에 기반).� 협력적인 문제해결의 예를 들면,� 위기 상황에서의 긴급 개입과 예방적 후속

조치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정신건강 서비스에 의뢰하기가 포함될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경

청만 포함하는 접근법보다 존중적이고 공감하는 태도로 들으면서도 문제해결에 더 초점을 맞추는 접

근방식이 자살 위기에 처한 내담자들에게 더 유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기금 조성 (Fundraising)

� � 서비스 운영의 일상적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위기전화를 시작하고 유지하

는 핵심요소이다.� 경험에 따르면,� 기금 조성과 기금 조성 모델을 준비하는 데 1년 이상을 할애할 수

있다.� 이 준비 단계에서는 법적 요구사항,� 채용,� 교육,� 실무 도구 및 가이드 라인 개발,� 상담의 질적

유지(quality� assurance)� 및 다른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지역 관계 구축에 대한 고려 등이 필요하다.�

계획,� 예산 및 지속 가능한 기금 조성은 위기전화의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

다.�

� � 위기전화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곳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기부

•�자선단체

•�정부 기금

•�종교 단체의 지원

•�통신 및 정보 기술 공급자

•�사회적 기업(예.� 중고품 판매)

•�지역사회 기반 기금 모금(예.� 지역사회 행사)

•�현물 지원(예.� 시간 또는 인프라 -� 운영할 건물,�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 기증)

기금 조성할 때 고려해야 할 위기전화 비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상담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장소 제공(상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

•�초기 교육 프로그램,� 보수교육,� 직무향상교육 시행

•�법정 등록 비용(자선 또는 비영리 단체 지위 획득 포함)

•�책임보험 또는 기타 보험 비용(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 및 기타 기술(예.�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설치 및 유지 비용

•�전화 및 인터넷 접속 비용

•�위기전화 홍보 비용

•�상담자를 위한 다과 제공과 관련된 인프라(예.� 커피기기,� 냉장고)

•�상담자에 대한 감독(상담자 슈퍼비전)

•�정규직 또는 시간제 유급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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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기준과 지침 (Ethical� standards� and� guidelines)

� � 위기전화는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다양성을 충분히 존중

하면서 응답해야 하고,� 특정한 정치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신념 체계를 따르게끔 압력을 가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 � 인권의 이해와 헌신(commitment)은 위기전화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윤리 기준에 속한다.� 이러

한 기준은 차별 금지,� 내담자 존중,� 정치적 및 종교적 중립성과 같은 기본 원칙에 기반한다.� 모든 상

담자는 위기전화의 윤리적 기준이 요약된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기준이 교육의 일환으로 논

의되어야 한다.� 또한,� 이 문서는 내담자 존중 및 비밀보장에 관한 의무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개입

(involvement)� 한계를 명시해야 한다.

� � 윤리적 기준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금지 사항이 포함된다.�

•�개인적으로 내담자를 만나거나 사적인 정보를 나누는 것

•�친인척 혹은 친구들과 통화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특정 종교의 관행을 따르라고 내담자에게 말하는 것

� � 모든 상담자는 위기전화의 윤리적 기준을 어기는 것이 용인되지 않으며,� 이러한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상담자는 계속해서 상담 서비스에 관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위기전화 시스템 운영 관련 법률 사항의 준수

(Governance� and� compliance� with� legal� requirements)

� � 지역사회의 기금 수령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지역 규칙(local� rule)에 따라,� 위기전화는 자선단체,�

협회,� 회사 또는 다른 유형의 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 � 내담자의 요구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기전화는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법인(legal� entities)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서 핵심 고려사항은 위기전화가 국가

의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 국가 법률에 의거 하여,� 위기전화가 준수해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직원 계약을 위한 근로법(workplace� law)뿐만 아니라 직업 건강 및 안전기준,� 기금 모금과 관

련된 회사 규정(company� management)� 또는 세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전화 서비스를

확립할 때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 � 다수의 위기전화 기관은 서비스의 이익을 대변하는 운영위원회 또는 이와 동등한 기구가 있으며 위

기전화 서비스를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침과 지원을 제공한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얻을 수 있

는 기술과 경험은,�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위기전화의 성공에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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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관리 (Call� management)

� � 핵심 고려사항은 필요할 때 내담자가 위기전화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 일부 위기전화는 정규 업무 시간에 따라 운영된다(예.� 09:00� ~� 17:00).�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

일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내담자들이 야간 및 새벽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을 갖추고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항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체계는 위기전화가 다른 대부분의 지역 사회

및 보건 서비스와 구별되는 차이점이다.

� � 통화를 관리하기 위해,� 전화 대기 또는 자동 응답 기능과 같은 기술이 내담자의 대기 시간을 최대

로 줄이는 데 사용된다.� 적절한 기술의 선택은 서비스 이용 인구의 규모와 자금 여력에 따라 크게 좌

우될 것이다.� 또한,� 통화량 확인 시스템은 상담 서비스 계획과 평가를 돕기 위해 설치되어야 한다.�

� � 일반적으로,� 우선 응대할 수 있는 상담자가 통화를 처리하지만,� 내담자들에게 동일 상담자와의 지

속적인 접촉을 권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위기전화는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지만,� 내담자가 원하는 특

정한 상담자와 필요로 할 때마다 항상 통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에 기반한다.�

내담자를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뢰하기

(Referral� of� callers� to� other� service� providers)

� �

� � 위기전화 상담자들은 종종 내담자를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뢰하는데,� 대개 경찰,� 구급차,� 정신

건강센터,� 병원 등에서 제공하는 응급 서비스와 긴밀히 협력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정서적 혹은 심

리적 고통에 처한 모든 사람의 안전과 정서적 행복(well-being)을 위해,� 자기 자신을 지역사회 자원

의 일부로 여긴다.�

� � 현지 상황에 따라,� 다음의 기관들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 경찰

•�소방 서비스

•�구급차 서비스

•�병원

•�정신건강 서비스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s)� 및 기타 건강 사회 복지사(health� and� social� workers)

•� 사립병원

•�전통적인 치료사(traditional� healers)

•� 가정폭력 서비스

•�성폭력 위기 서비스

•�레즈비언,� 게이,�양성애자,� 성전환자 및 간성(intersex)� 등 성소수자(LGBTI)를 위한 서비스

•�여성 단체 또는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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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단체

•� HIV� /� AIDS� 환자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

•�응급실 서비스

•�도시,� 마을 및 동네 지도자,� 시 및 지방 정부

•�종교단체

•�학교

•�교도소

•�군대

•�운송 서비스(예를 들어 철도 기관)

내담자 추후 상담 (Follow-up� of� callers)

� �

� � 자살 위기에 놓인 내담자의 추후 상담은 여러 국가 자살 예방 전략 중에서도 핵심요소이다.� 대부분

의 위기전화 서비스는 역사적으로 내담자에게 추후 상담이 제공되지 않았지만,� 추후 전화 상담이 더

많은 자살 행동의 예방을 실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 예를 들어,� 중국 베이징의 ‘심리적 위기 핫라인(Psychological� Crisis� hotline)’에서는 자살 위기의

내담자들에게 12개월 후에 후속 전화를 받고 싶은지 묻는다.� 약 80%의 내담자가 이 후속 조치를 수

락한다.� 특히 자살 고위험군으로 간주된 내담자는 주변 지인의 전화번호를 상담자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받는데,� 핫라인 직원이 내담자의 고위험 상황을 제3자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내담자가 통화

를 유지하는 동안,� 또 다른 위기전화 상담자는 제3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을 요청한다.� 고위험 내담

자의 80%�이상은 이 정보를 제공한다.�

� � 미국 자살예방 센터(National� Suicide� Prevention� Lifeline)에 전화한 550명의 자살위험내담자

(suicidal� caller)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 추후 전화 상담을 받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 전화가

자살을 막고(53.8%),� 안전을 유지(59.6%)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하였다(Gould� et� al,�

2018).

직원 및 자원봉사자 (Staff� and� volunteers)

� �

� � 위기전화는 대부분 직원이 거의 없는 소규모 지역 단체에서 시작한다.� 종종 위기전화 상담자는 자

원봉사자들이며,� 이들은 행정 업무 지원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기금 모금을 수행한다.

� � 자원봉사자 외에도,� 일부 위기전화 기관은 정신건강 전문가를 포함한 유급 직원의 고용을 결정한

다.� 유급 직원은 야간 근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행정 혹은 교육 업무를 맡을 수 있다.�

� � 위기전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며,� 지역 여건에서 실현 가

능한 것에 따라)� 다음의 과제를 처리할 직원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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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전화 관리자

•�위기전화 상담자를 위한 지도감독자(supervisor)

•� 근무 명단 또는 일정 관리 코디네이터

•�교육 코디네이터

•�기금 모금 코디네이터

•�행정 요원

•�지역사회 연락 담당자

•�웹 마스터 및 웹 사이트 개발

•�마케팅 및 홍보 코디네이터

•�모니터링과 평가

위기전화 인력 채용 (Recruitment� of� crisis� line� workers)

� � 위기전화 인력 채용에는 내담자와 효과적으로 접촉하고,� 비판단적이고 공감적인 반응을 제공하며,�

자살위험 평가 및 협력적인 문제해결 등의 필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 광범위한

심사 및 면담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적합도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경

우,� 상담자가 중도 퇴사하거나 혹은 직원교육 중에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임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직원교육 전에 광범위한 선별 작업의 장점은 잠재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지원자가 채용

과정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고,� 서비스 제공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게만 교육이 진행

된다는 점에 있다.

교육 (Training)

� � 교육은 상담자가 급여를 받든 자원봉사로 참여하든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위기전화의 중요한 특

징이다.� 표준 교육 프로그램은 국내외 위기전화 센터 및 유관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교육은 일반적으로 비판단 경청 기법,� 자살 사고,� 계획 및 시도,� 위험

평가에 관하여 묻는 법,� 그리고 내담자를 돕는 특정 방법 등에 대한 연습을 포함한다.� 초기 교육은

일반적으로 역할극 상황의 반복 연습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통은 최소 20시간 이상 지속한다.�

� � 위기전화 상담자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훈련이 비교되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자살예방전문가

교육(Applied� Suicide� Intervention� Skills� Training;� ASIST)을 받은 위기전화 상담자와 통화한 내담

자는 ASIST� 교육을 받지 못한 위기전화 상담자와 통화한 내담자보다,� 전화가 끝날 무렵 자살 충동과

우울감이 더 낮았고 더 희망차졌다(Gould� et� al,� 2013).�

� � 교육은 일반적으로 멘토링이나 지도 감독을 통해 이루어진다.� 근무 초기에 신규 상담자는 내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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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하는 동안 멘토 혹은 지도감독자의 도움을 받는데,� 상담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피

드백이 여기에 속한다.� 교육은 가능한 다른 기관의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 � 다수의 위기전화가 동의하는 주요 역량 또는 핵심 기술은 다음과 같다.�

•�공감적 경청

•�비판단적 능력

•�내담자와의 관계(connection)� 또는 라포(rapport)를 발전시키는 능력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능력

•� 협력적인 문제해결이 선택된 서비스 전달 모형의 일부일 때,� 내담자와 문제해결 방안들을 탐색

할 수 있는 능력

� � 또한,� 다른 실용적인 기술을 배워야 한다.� 전화,� 채팅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전문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전산화된 문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또는 기타 내담자 정보를 기록

해야 하며,� 욕설을 퍼붓거나 혹은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내담자와의 통화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 교육에는 자살 및 자살 예방에 관한 구체적 정보,� 자살 위기에 놓인 시도자를 적절히 돕는 방법,�

자살하려는 사람의 친구나 가족이 전화하였을 때 이들을 지원하는 방법,� 자살 유족을 지원하는 방법

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살 관념,� 계획 및 시도에 관하여 묻는 방법,�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기전화 상담자는 종종 내담자와 자살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실제 연습을 포함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기를 꺼릴 수 있다.

� � 내담자들은 그들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전화할 수 있는데,� 위기전화 상

담자들은 이러한 전화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 교육 회기에서 광범위한 주제가 다뤄질 수 있다(예.� 정신 및 약물 사용 장애,� 가정폭력,� 아동기 외

상,� 슬픔과 상실,� 만성 질환,� 중독 행동).� 교육은 또한 전화 중에 자살 시도가 행해지는 경우를 포함

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위기전화의 절차와 관례를 상담자들이 익숙해지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위기전

화 상담자가 특정 문제가 있는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지역 자원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부록

2.� 업무지침 체크리스트를 참고할 것).� 의사소통 수단이 하나 이상인 위기전화 기관들은 전화,� 인터넷

채팅 및 문자메시지와 같이 하나 이상의 의사소통 유형에 응답할 수 있게 훈련받은 여러 사람들이 있

다.� 일반적으로 위기전화 상담자들은 전화 응답을 시작으로 채팅이나 문자메시지 응답에 필요한 보충

교육 및 지도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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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감독 (Supervision)

� � 지도 감독은 서비스의 질과 상담자의 복지를 적절히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위기전화는

명백한 지도 감독 방침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도 감독은 건강전문가와의 확고한 협력을 통

해 얻을 수 있다.

� � 지도 감독은 네 가지 주요 영역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가장 잘 이해된다.

1.� 통화 중에 겪는 상담자의 정서적 반응과 어려움을 돕기 위해 통화 후 설명 및 지지.

2.� 위기전화 상담자들의 상담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피드백 제공.�

3.� 기록 보관과 같은 조직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지원.�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동일한 사람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상담자를 위해 후속계획 또는 기록.�

4.� 내담자가 적절하고 유용한 도움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상담의 질 관리.�

� � 지도감독자는 대개 다음과 같은 높은 수준의 기술,� 교육 및 경험을 필요로 한다.�

•�위기전화와 상담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

•� 내담자 또는 제3자의 생명이나 안전에 임박한 위험이 있을 때 경찰이나 응급 서비스에 연락하는

서비스별 프로토콜과 같은 위기 개입 기술에 대한 이해

•� 지도 감독 과정 및 관련 분야에서의 집중적인 교육 이수(completion).� 지도 감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기술 등이 포함됨

•�복잡한 위기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 입증

•�상담자에게 상담기법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능력 입증

•� 위기전화 업무에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기하는 능력(예를 들어,� 추가 훈련

을 제안함)

•�상담자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학습 및 역량 구축을 촉진하는 능력(예 :� via� train-the-trainer� programmes)

•�상담자가 염려하는 바에 일관된 초점을 유지하며 상담 진행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

•�내담자의 정신건강평가에 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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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 질적 유지 및 지속필요성

(Quality� assurance� and� sustainability)

� � 위기전화에 대한 보편적인 국제 기준은 없지만,� 상담의 질적 유지 면에서 몇 가지 모범사례로 알려

진 기준들이 있으며,� 다수의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 위기전화 상담의 서비스질 유지는 매우 중요한데,� 이 서비스가 개방형 구조로 불특정 다수의 내담

자에게 제공되며,� 위기 상황에 놓인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주 이용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기전화를 통한 자살 예방사업은 효과적이고 안정적이며 표준화된 기준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또

한,� 서비스 질 유지는 모니터링 및 평가와 연계해서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다.

� � 자살위험 평가 및 대응(Joiner� et� al.,� 2007)과 임박한 자살위험에 대한 기준안이 발표되었는데,� 여

기서 모범 안은 내담자와의 협력적인 접근을 이끌어내는 것이다(Draper� et� al.,� 2015).� TeleWeb� 지

원 서비스를 위해 표준화된 국가 기준은 다양한 위기전화 및 관련 서비스와의 자문을 통해 호주에서

개발되었다(http://www.health.gov.au/internet/main/publishing.nsf/content/mental-pubs-q-quat

el).� 미국 자살예방센터는 임박한 자살 위험시의 위험성 평가와 내담자 대응에 관한 기준안 및 모범사

례 지침을 개발하였다(https://suicidepreventionlifeline.org/best-practices/).� 상담의 질적 유지를 위

한 모범사례 기준의 추가 예시는 부록 3에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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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위기전화의 발달사

(Annex� 1.� A� short� history� of� crisis� lines)

� �

� � 가장 초기의 위기전화 서비스 중 하나는 1953년 영국과 북아일랜드 전역에 지부를 설립한 The�

Samaritans� 창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1956년에 최초의 위기전화가 설립되었다.�

미국에서는 1958년 로스앤젤레스 자살예방 센터가 설립되었다.� 이곳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를 모집

해 24시간 위기전화를 제공한 최초의 기관이었다.� 비슷한 서비스인 Lifeline은 1963년 호주에서 설립

되어 남반구의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자살 지원 센터(El� Centro� de� Asistencia� al�

Suicida)는 1967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설립되어 여전히 운영 중이다.

� � 베이징의 심리적 위기 핫라인(Psychological� Crisis� hotline)은 2002년에 설립된 이후로 300,000

건 이상의 전화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 핫라인은 현재 하루 평균 100통의 전화에 응답하며,�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전화를 받는다.� SOS� Amitié는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휴일 포

함)을 이용할 수 있으며 50년 이상 프랑스 사람들에게 봉사해 왔다.�

� � 1995년에 다수의 주요 위기전화 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유관 기관들 간의 협력을 높이기 위해 지

식 공유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에 이 네트워크는 ‘정서적 지지 동맹(Emotional� Support�

Alliance,� ESA)’이라는 국제적인 연합 형태로 결합되었고,� 2013년에 ‘세계 위기전화 동맹(World�

Alliance� of� Crisis� Helplines,� WACH)’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단체의 비전은 정서적인 위기에 처

한 사람들이 세계 어디에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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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업무지침 체크리스트의 예시

(Annex� 2.� Example� checklist� of� practice� tools)

� 이 체크리스트 예시는 위기전화 상담자가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유용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

윤리적 기준과 실천

위기 개입 지침

적극적으로 내담자를 상담하는 방법

임박한 자살위험도 평가방법

자살 시도가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응급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지침

다른 지역 서비스의 소개 시기와 방법에 대한 안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포함)

응급 서비스 및 지역 자원 소개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a of understanding)

내담자 익명성에 관한 정책

응급개입은 없었으나 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평가된 내담자 추후 전화 상담 정책 

지도감독자에게 연락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 안내

지도감독자 지침

약물, 독극물, 화학 물질 또는 기타 물질을 과다 복용하였는지 정보를 얻기 위한 절차

(중독관리 센터[poison control centre] 또는 온라인 자원에 대한 연락처 정보 포함)

임박한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전화한 사람들을 위한 지침 

자살 유족을 돕기 위한 지침

빈번히 연락하는 내담자에 관한 정책

욕설을 퍼붓는 내담자에 대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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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상담의 질적 유지를 위한 모범사례 기준의 예시

(Annex� 3.� Example� of� best� practice� standards� within� a� quality� framework)

� � 위기전화 기관이 설립되었을 때,� 위기전화의 질적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사람 중심의 생명을 구하는 접근 방식.� 위기전화는 개인의 안전과 행복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되

도록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접근을 취해야 한다.

2.� 서비스 전달.� 위기전화는 근거에 기반해서 지속 검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자원봉사자 및 직원.�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은 위기전화에서 소중하게 여겨지며,� 목표와 관련된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4.� 책임.� 위기전화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예산,� 법률,� 재정,� 윤리 및 전문가 자격요건을 충

족시켜야 한다.�

5.� 리더십,� 혁신,� 거버넌스.� 위기전화는 서비스 사용자,� 이해 관계자 및 광범위한 지역사회의 변화

요구에 대응하여 리더십과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

6.� 시스템.� 위기전화에 쓰이는 정보 기술 시스템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반응이

빠르고,� 안전해야 하며,� 또한 변화에 유연하고 호환가능한 기술이어야 한다.�

7.� 정책과 지침.� 명시된 문서로 직원 및 자원봉사자와 같이 위기전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고품

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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