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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자살은 수 세기에 걸쳐 많은 철학자,� 신학자,� 의사,� 사회학자 및 예술가들의 관심을 받아온 복잡한 현상이

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뮈(Albert� Camus)는 그의 저서,� 시지프스의 신화(The� Myth� of� Sisyphus)에

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 있어 참으로 위대한 철학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자살이다.� 인생이 괴

롭더라도 살아볼 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철학이 제시하는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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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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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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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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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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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연령 및 성별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하겠다.

1999년에 WHO는 자살 예방을 위한 범세계적 계획인 SUPRE(Suicide� Prevention)에 착수하였다.� 본 책

자는 SUPRE의 일환으로 작성된 일련의 자료 중 하나이며,� 특히 자살 예방과 관련이 있는 사회단체 및 전문

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는 이 보고서가 의료종사자,� 교육가,� 사회기관,� 정부,� 입법자,� 사회활동가,� 법

집행자,� 가족과 지역사회 등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자살 예방이라는 큰 틀로 연결하는 고리(link)가� 되어주기

를 기대한다.

특히 본 책자의 초판을 제작한 캐나다의 Heather� L.� Stuart� 박사(Stuart,� Community� Health� and�

Epidemiology,� Queen’s� University,� Kingston,� Ontario)에게 힘입은 바 크다.� 또한,� 아래 전문가의 공헌을 인정

하며 이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Dr� Annette� Beautrais,� Christchurch� School� of� Medicine,� Christchurch,� New� Zealand

Dr� Øivind� Ekeberg,� Ullevål� Hospital,� University� of� Oslo,� Oslo,� Norway�
Professor� Robert� D.� Goldney,� Adelaide� University,� Gilberton,� Australia

Professor� Richard� Ramsay,� University� of� Calgary,� Calgary,� Canada

Professor� Lourens� Schlebusch,� Natal� University,� Durban,� South� Africa

Dr� Airi� Värnik,� Tartu� University,� Tallinn,� Estonia
Professor� Julio� Arboleda-Flórez,� Queen’s� University,� Kingston,� Ontario,� Canada.
본 책자의 개정은 국제자살 예방협회(IASP)의 교도소 내 자살 태스크포스 팀과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이와

관련 아래 인사의 공헌에 감사드린다.�

Dr� Norbert� Konrad,�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Charité,� Berlin,� Germany

Dr� Marc� S.� Daigle,� University� of� Québec� at� Trois-Rivières� and� Centre�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on� Suicide� and� Euthanasia� (CRISE),� Canada

Dr� Anasseril� E.� Daniel,� University� of� Missouri� School� of� Medicine,

Columbia,� Missouri,� United� States� of� America

Dr� Greg� Dear,� Edith� Cowan� University,� Joondalup,� Australia

Dr� Patrick� Frottier,� J.A.� Mittersteig,� Vienna,� Austria

Mr� Lindsay� M.� Hayes,� National� Center� on� Institutions� and� Alternatives,

Mansfield,� United� States� of� America

Professor� Ad� Kerkhof,�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the� Netherlands

Professor� Alison� Liebling,� Cambridge� Institute� of� Criminology,� Cambridg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Dr� Marco� Sarchiapone,� University� of� Molise,� Campobasso,�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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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살 예방 활동에 관하여 WHO와 공동작업을 수행한 IASP에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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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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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é M.� Bertolote� 박사

코디네이터,� 정신 및 행동 장애

정신건강 및 물질남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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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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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에 대한 자살 예방 지침

자살은 교정 환경에서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사망의 원인이다.� 구치소와 교도소는 재소자의 건강

과 안전을 책임지고 도모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법적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교정시설에서의 자살

은 미디어의 관심이 집중할 수 있어 쉽게 정치적 스캔들로 문제화될 수 있다.� 더욱이 구금중인 재소자

의 자살 행위는 교도관과 이를 알게 되는 다른 재소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된다.� 따라서 적절

한 자살 예방,� 개입 서비스의 제공은 구금중인 재소자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모두에게 유익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의 자살 예방에서 재소자 자살 예방 문제가 심각히 취급되고 있다.�

교정 환경에는 재소 기간,� 재판전의 범죄자,� 선고 여부,� 엄한 판결을 내리는 관행,� 과잉수용[1],� 고

의적 행동 가능성[2],� 정해진 시간,� 위생,� 광의의 사회문화적 상황,� HIV/AIDS� 만연,� 스트레스 정도[3],�

기본적인 공중보건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등이 있다.� 이런 요인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자살률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고수함으로써 교정 환경에서 자살

을 줄일 수 있다[4].

본 자료는 교정 환경에서 정신건강 프로그램 관리와 이행을 담당하는 교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자살하려는 재소자의 안전과 감금을 책임지고 있는 교도관과 의료보건 종사자(care�

giver)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본 자료에서는 자살에 관한 일반적 배경을 설명하고 교정 환경에서 자

살 감소를 위한 포괄적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기본 요인을 알아보고

있다.�

1.� 자살문제 개관

공동체에서 자살은 심각한 보건 문제이다.� WHO는 세계적으로 대개 매 3초마다 자살 시도가 발생

하고,� 매 1분마다 자살 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력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자살을 줄이는 것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보건상의 목표

가�되었다[5].

자살의 원인은 복합적이다[6].� 특정 부류의 사람은 어려운 생활 사건이나 여러 스트레스 요인에 직

면하면 특히 자살에 취약해진다.� 자살 예방의 과제는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가장 취약한지를 알

아내어,� 효율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목적을 위해 연구자들은 높은 자살 위험을 야기하

는 여러 요인을 찾아냈는데 여기에는 사회문화적 요인,� 정신질환,� 생물학,� 유전학,� 사회적 스트레스

등이 있다.� 이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자살,� 자살 행위를 유발하는 방식은 복잡하고 우리에게 잘 알

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특정의 고위험 집단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이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자살하기 때문이다.

Ÿ 젊은 층의 남자 성인(연령:� 15-49세)

Ÿ 노년층,� 특히 남성

Ÿ 원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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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Ÿ 알코올 남용,� 약물 남용이 있는 사람

Ÿ 과거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

Ÿ 구류된 사람

자살하려는 재소자의 여러 가지 특징은 다른 재소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으며,� 몇몇 연구에서 자살

하는 재소자와 다른 재소자를 구분하는 특징을 밝혀냈다.� 오스트리아의 사례대조군 연구[7]에서는 네

가지 개별 요인(자살시도 이력이나 자살하겠다는 대화 여부,� 정신질환 진단,� 수감중 처방된 향정신성

약물,� 매우 난폭한 유형의 공격)과 환경 요인(독방 수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런 요인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중요할 지는 확실치 않다.

2.� 자살 고위험군으로서의 수감자

재소자 집단은 지역사회의 다른 일반사람보다 자살률이 높으며[8],� 한편 재소자 숫자가 줄고 있는

곳에서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일부 있다[9].� 교도소 내에서 더 많은 자살 행위가 발생할

뿐 아니라 투옥된 사람의 다수가 출소 후에도 자살하려는 생각이나 자살 행위를 여러 번 나타낸다.�

그러므로 판결전 억류자는 전체 인구에서 일반인보다 7.5배나 높은 자살 시도율을,� 판결받은 죄수는

거의 6배나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10].� 이런 사실은 구금 중 자살의 원인과 관련 기본적으로 문

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본질상 자살 행위의 많은 위험 요

인을 가지고 있고,� 범법자 집단은 출소 후에도 높은 자살률을 지니고 있다[11].� 그렇다고 교정기관이

범법자 자살에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런 취약한 사람들은 교도소에 있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 투옥은 건강한 재소자들의 주요 자원 또한 박탈함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다.�

다음과 같은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병행되면 교정 환경에서 자살의 위험은 더 높아진다.�

Ÿ 구치소와 교도소에는 통상적으로 높은 자살 위험이 있는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즉,� 젊은

층의 남자 성인,�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

람,� 약물 사용 문제가 있는 사람,� 과거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을 말한다.�

Ÿ 체포나 투옥의 심리적 영향,� 약물 중독자의 금단 증상,� 장기 징역형 예상 또는 교도소 생활과

관련되는 일상적 스트레스 등은 취약한 사람들은 물론 일반 재소자가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이 될 것이다.

Ÿ 어떤 경우에는 자살하려는 재소자를 식별,� 관리하는 정책이나 절차가 없을 수 있다.� 특히 고위

험 지표를 찾아내는 검사(screening)가� 실시되더라도 흔히 재소자의 고통 수준을 부적절하게

모니터링하여 급성 위험을 찾아내기 어렵게 된다.�

Ÿ 적절한 정책,� 절차가 있더라도 과로하였거나 또는 훈련되지 않은 교도관,� 보건의료 및 정신건

강 종사자는 자살 위험의 초기 경고신호를 놓칠 수 있다.�

Ÿ 교정 환경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고립될 수 있어 이런 경우 당사자는 정신건강

전문가나 치료에 연결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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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정 환경에서의 자살 예방

많은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종합적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교정 환경에

서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적 표준과 지침을 수립하였다.� 이런 종합적 예방 프로그램이 일차 시행되면

자살 및 자살 시도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12,13,14,15].� 구체적 프로그램 내용은 지역의 자원이나 재

소자의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행위와 요소가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므로,�

실무자는 이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살 프로파일의 개발

재소자 자살을 줄이는 중요한 첫 걸음은 고위험의 집단이나 상황을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살

프로파일의 개발이다.� 예컨대 연구결과,� 자살의 일정한 주요 위험요인과 관련,� 판결전의 재소자는 선

고 받은 죄수(prisoner)와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이 프로파일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같은 시설에 섞여 함께 있을 수 있다[4].

프로파일 1:� 선고 이전

구금중 자살하는 판결전의 재소자는 보통 남성,� 젊은 층(15~20세),� 미혼으로,� 흔히 약물과 관련되

는 사소한 범죄로 구속된 초범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대개 체포시 술이나 마약에 취해 감금의 초

기 단계[16],� 특히 처음 몇 시간 안에 자살할 수 있다(갑작스런 고립,� 투옥의 충격,� 정보 부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각� 교정시설은 이들을 처음 맞이할 때,� 첫날밤의 절차,� 소개 절차,� 보살핌의

수준에 관심을 기울여 자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들에게 닥치는 두 번째 위험 시기는 법정 출두가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특히 유죄나 엄한 판결이 예상되는 경우 위험하다.� 상당히 많은 구치소 자살은

법정 출두 3일 이내에 발생했다[17].� 감금후 60일 이후에는 번아웃(burn-out)이라 할 수 있는 일종의

감정 소진 상태가 관찰되었다[18].

프로파일 2:� 선고 이후

판결전의 재소자와 비교,� 교도소에서의 자살사망자는 보통 나이가 더 많은 (30~35세)� 폭력사범으

로 오랜 구금 기간(대개 4~5년)� 이후에 자살한다.� 이들의 자살은 교도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나 관리

부문과의 갈등,� 가족 갈등이나 파탄,� 또는 항소 기각이나 가석방 거부 등 불리한 법적 절차 등으로

더욱 촉발될 수 있다.� 투옥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유 상실,� 가족 및 사회 지원 상실,� 미지의 것

에 대한 공포,� 물리적/성적 폭력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및 공포,� 범행에 대한 당혹감과

죄의식,� 열악한 환경 상태에 대한 공포나 스트레스 등을 의미한다.� 투옥된 시간이 지나면서 재소자는

교도소내 갈등,� 집단 따돌림에 의한 스트레스,� 법에 대한 좌절감,� 신체적/감정적 파탄 등 더 많은 스

트레스를 겪는다.� 따라서 장기 재소자의 자살률은 투옥 기간이 오래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18],� 소위 “종신형 재소자”는 특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3,19].

수감 환경에서의 위험 요인

위에 밝힌 특정 프로파일 이외에 구류 중 또는 선고 받은 상태에서 자살하려는 재소자는 여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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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상황 요인

피해자가 격리 또는 분리된 감방에 수용되었거나 야간이나 주말 등 직원 업무가 가장 소홀할 때

목매달아 자살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재소자가 감방을 함께 사용하더라도 혼자 있을 때 많은 자살이

발생한다[3,20].

또한,� 재소자 자살과 감옥 배치 간에 강한 관련성이 있다.� 재소자가 특히 관리상 분리 수용되었거

나 다른 유사한 배치 상황(독방 등)에 처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없으면 또한 자살의 위험이 높아진

다.� 이런 감옥 구조에서 재소자는 상당 기간 동안 하루에 23시간 갇혀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특별한

구조에서 발생하는 재소자 자살은 예상외로 많다.�

심리사회적 요인

열악한 사회 및 가족 지원,� 과거(특히 1~2년전)의 자살 행위,� 정신질환의 이력,� 감정적 문제 등은

재소자 자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자살하려는 재소자는 대개 집단 따돌림,22� 최근의 재소

자간의 갈등,� 규율 위반,� 부정적 정보 등을 경험한다.[23]� 개인의 스트레스 요인이나 취약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상관없이,� 재소자 자살로 가는 공통된 원인은 절망감,� 사라지는 미래 희망,� 대응방법 부

재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자살은 절망적 상황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될 것이다.� 이

에 따라 절망감을 나타내고 자살 의도나 계획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살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

해야 한다.�

여성 수감자

교정 환경에서 발생하는 자살의 절대 다수가 남성이지만 (재소자의 절대 다수가 남성이므로)� 구금

중의 여성도 자살할 위험이 높다[4].� 구금중의 남성 재소자처럼,� 판결전의 여성 재소자는 지역사회의

일반 여성보다 훨씬 많이 자살하며[4,24]� 아울러 여성의 실제 자살률은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25].� 이들은 또한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을 위험이 높다[26].�

판결전이나 선고 받은 여성의 구체적 리스크 프로파일은 아직 없지만 열악한 사회 및 가족 지원,�

과거의 자살 행위(특히 1~2년전),� 정신질환의 이력,� 감정적 문제 등은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서 표적

이 되어야 하는 부문이다.�

청소년 수감자

투옥의 경험은 가족과 친구로부터 따로 떨어진 청소년에게 특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런 괴로운

청소년은 특히 교정시설 직원과의 지원적 관계에 의존하게 된다[3].� 이에 따라 젊은 재소자를 분리,� 격

리시키면 자살 행위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구속 중 어느 때나 발생할 수 있다[27].� 성인

의 교정시설에 투옥되는 청소년은 자살 위험이 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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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음

프로파일은 추가적인 검사와 개입이 필요한 고위험성 집단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 중에서도 고위험 프로파일(high-risk� profile)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

다[18].� 이와 마찬가지로 특이한 지역 상황으로 특정 교정 환경에서는 위험이 높은 재소자의 일상적

프로파일은 변할 수 있다.� 가능하면 프로파일은 지역 상황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위험요인은 절대 오류가 없는 예측변수가 아니므로

세심한 임상 분석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자살 위험이 있는 재소자를 검사(screening)하려 할

때 특히 혼란스러운 것은 실제로 자살 사망에 이른 경우의 프로파일이 자살 시도 시의 프로파일보다

더 정상적(normal)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다[29].

4.�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교정시설은 다음 항에서 설명하는 핵심 구성요소에 대한 합리적,� 종합적 자

살 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런 프로그램의 도입 여부는 직원이 책임질 것이 아니

라 교정 시설의 총 책임자가 결정할 문제이다.

교육

모든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서 필수적 구성요소는 어떤 구치소,� 교도소나 청소년 시설에서도 중추

역할을 하는 적절하게 교육받은 교도관들이다.� 다른 전문직 직원이 자살을 예방하는 일은 거의 없다.�

자살은 보통 재소자가 거주하는 교도시설 내에서 직원이 관리할 수 없는 때인 밤늦게나 주말에 발생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건은 자살 예방 교육을 받아 그들이 돌보는 재소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교도관이 예방할 수 있다.� 교도관은 하루 종일 재소자와 함께 있는 유일한 직원으로

자살 예방 방어선의 최전선이 된다.� 교도관 및 정신건강,� 공중보건 종사자가 교육을 받지 않고 위험

감지,� 자살 분석이나 자살 예방을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련 교정직 공무원은 초기 자살 예방 교육을 받고 그 후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적어도 초기 자살 예방 교육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교정 환경이 자살 행위를 유발하는 이

유,� 자살에 대한 직원의 자세,� 자살 성향을 일으키는 잠재적 요인,� 자살 위험이 높은 시기,� 경고신호

및 증상,� 시설 내 최근 자살이나 심각한 자살시도 발생 여부,� 시설의 자살 예방 정책의 구성요소 등

이다.� 이와 함께,� 재소자를 일상적으로 대하는 직원은 모두 표준 응급 처치,� 심폐 기능 소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각� 교정시설 단위에 위치한 여러 비상장비의 사용법에 대해 교육 받아야 한다.� 자

살 시도에 대한 효율적인 비상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모의 훈련”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초기 및

보수 교육에 포함돼야 한다[20].

입소 시 스크리닝

일차 교정직 공무원이 교육 받고 자살의 위험요인을 숙지한 후 다음 단계는 새로 입소한 재소자를

대상으로 자살 위험에 대해 정식 검사(screening)를 시행하는 것이다[30].� 구치소내의 자살이 체포나



수감자에 대한 자살 예방 지침

자살 예방 문헌집� 203

구금 후 초기 몇 시간 내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살 위험에 대한 검사는 입소하자마자 바로 시행하

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장 효율적이기 위해 모든 신입 재소자를 대상으로 검사는 입소 시 시행해야

하며 상황이나 조건이 변하면 다시 해야 한다.� 종종 교정시설에 정신건강 직원의 숫자가 충분치 않을

수가 있어,� 담당 직원이 검사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복잡하지 않은 지표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검사 시 설문조사는 정적 변수(역사적/인구 통계학적)� 및 동적 변수(상황적/개인적)에 대해 물어봐야

한다[32].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살 위험 검사는 관련 시설에 있는 전문가가 실시하는 입소시 의료/

심리 분석의 맥락에서 시행될 수도 있다.� 검사는 교정직 공무원의 책임이므로 이들은 적절하게 교육

받아야 하며 자살 위험 분석용 체크 리스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30,31,34,35].� 예컨대 교정 환경 분석

의 맥락에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대한 긍정적 대답은 자살 위험이 높고 추가 개입이 필요한 상

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Ÿ 재소자가 술이나 마약에 취해 있거나 약물 남용의 이력이 있다.�

Ÿ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치심,� 죄책감 또는 체포/감금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

Ÿ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나 공포를 나타내고,� 울기/감정 부족,� 구두 표현의 부족 등 우울증 증세

를 보이고 있다.�

Ÿ 최근 자살에 대해 생각했다고 고백한다[36].� (당사자에게 현재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자살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결코 수감자로 하

여금 자살을 부추기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Ÿ 과거에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았다.�

Ÿ 현재 정신질환 상태를 겪고 있거나 관심 집중의 어려움,� 독백,� 환청 등 비정상적이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Ÿ 과거에 한번 이상 자살을 시도했으며 자살이 현재 취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Ÿ 현재 자살을 계획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가족이나 인근의 재소자 접촉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24].)�

Ÿ 내부나 외부 자원이 없다고 시인하거나 실제 없는 것으로 보인다.�

Ÿ 체포/호송 담당 요원이 당사자가 자살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Ÿ 교정시설 기록에 재소자는 종전 감금 중 자살할 위험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체크 리스트는 여러 이유로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서 중요하다.�

Ÿ 이를 통해 검사 직원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관심 부문에 체계적으로 질문할 수 있다.�

Ÿ 심층 분석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바쁜 담당 직원의 기억에 도움이 된다.�

Ÿ 교도관,�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 종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준다.�

Ÿ 재소자가 시설 입소 시 자살 위험에 대해 검사를 받았으며 상황이 변경되는 대로 다시 검사

받았다는 법적 문서가 된다.�

건강 진단을 공중보건 직원이 했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체계적인 체크리스트 사용은 중요하다.�

자살 위험이 높아진 것이 일단 확인되면 당사자의 개인 파일에 기록하여 관련 정보를 교대하는 직원

이나 다른 시설/기관의 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체크리스트의 유용성은 입소 시에만



PREVENTING� SUICIDE� IN� JAILS� AND� PRISONS

204�자살 예방 문헌집

한정되지 않고 재소자 감금 중 어느 때이던 자살 위험을 확인하고,� 적절히 교육받은 교도관이나 정신

건강 전문 요원의 추가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정신건강 검사가 양성인

경우,� 전문가는 재소자를 최대한 빨리 만나봐야 한다[31,34].

유감스럽게도 보호요인[37]에 대한 정보는 매우 한정되어,� 앞서 언급한 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이 최

선이다.

입소 후 관찰

검사 절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스크리닝은 교도소 내의 자살 예방에서 아주 미미한 역할을 할

뿐이다.� 검사 도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단지 직원에게 특정 재소자가 투옥 중 어느 단계에서 자

살 시도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자살 시도 발생 시점이나,� 주어진 사례에서 구체

적인 촉발 요인이 어떤 것인지는 예측하지 못한다.� 구치소,� 교도소 내 자살의 상당한 숫자가 투옥의

초기(일부는 여러 해 이후)에 발생함으로,� 입소 시에만 검사하는 것은 충분치 못하며 결국은 규칙적

간격을 두고 계속해야 한다.�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지속적 관찰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직원은

교육을 받아 재소자의 전체 투옥 기간 중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며,� 이런 목적을 위해 이들은 다음

과 같은 시점에서 재소자의 자살 가능성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Ÿ 아래 사항에 대한 조짐을 알아보기 위한 정기적 보안 점검.� 자살 의도나 울기/불면증/나태함/

극심한 불안/왔다 갔다 하면서 걷기 등 정신질환,� 기분,� 식이 습관,� 수면에서의 갑작스런 변화,�

개인사물 기부 등 처분,� 활동이나 관계에 대한 흥미 상실,� 약물 복용을 계속해서 거절 또는 약

물 복용량 증가 요청 등

Ÿ 절망감이나 자살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법정 심리나 다른 중요 시점(가족의 사망이나 이혼 등)

을 전후한 재소자와의 대화

Ÿ 방문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 친지의 방문 감시.� 가족에게 수

감자가 자살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직원에게 알려주도록 권장함.�

Ÿ 격리 수용 시 발생하는 자살 숫자가 상당하므로,� 재소자는 이런 교정시설에 들어온 후 간략한

심리상태 검사를 받아야 함.� 이는 정신질환,� 자살 위험에 대한 우려가 그런 환경변화로 악화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Ÿ 실무자는 재소자와 라포를 형성하여,� 재소자가 고민이나 절망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함.�

검사에 따른 관리

검사후 적절하고 적합한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한다.� 높은 자살 위험이 있는 재소자의 배

치,� 지속적 모니터링,� 정신건강 개입에 대한 책임의 개요를 나타내는 명확한 정책과 절차가 수립돼야

한다.�

모니터링

자살하려는 재소자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은 특히 야간 근무(직원 숫자가 적을 때),� 직원이 상주

하지 않는 시설(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매우 중요하다.� 모니터링 수준은 위험 수준과 서로 일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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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적극적으로 자살하려는 재소자는 지속적 감시가 필요하며,� 자살이 의심되지만 적극적으로 자살

의지를 표현하지 않는 재소자는 지속적 감시는 필요치 않지만 더 자주 관찰할 필요가 있다(5~15분마

다 시차를 둔 근접 관찰 등).� 하지만 목매달아 죽으려는 자살시도는 영구적 뇌손상에 이르는데 단 3

분이 걸리고 5~7분이 지나면 죽을 수 있으므로,� 10~15분 간격 감시도 격렬한 자살 의지를 가진 재

소자에게는 충분치 못할 수 있다.� 재소자 분리 수용시 지속적 감시와 인간적 접촉이 따라야 할 것이

다.� 개인 상담은 재소자의 자아표현 기회가 되며 임상 모니터링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자살 위험이

있는 재소자는 혼자 있으면 안되며 관찰과 인간적 접촉이 있어야 한다[8,33].

의사소통

재소자가 보여주는 행동상의 신호가 때로는 자살하려는 행동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발견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재소자의 자살 예방을 위한 의사소통에는 기본적

으로 3단계가 있다.�

Ÿ 체포/호송 담당관과 교정직 공무원 간의 의사소통

Ÿ 교정시설의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교도관,� 공중보건 및 정신건강 종사자 포함)

Ÿ 교정시설의 직원과 자살 의도를 가진 재소자 간의 의사소통[20].

여러모로 자살 예방은 체포 시점에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처음 접촉했을 때 당사자가 말하는 내

용이나 체포,� 구치소 호송,� 입소시의 행동은 추후의 자살 행위를 예측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체포 장

면은 당사자에게는 가장 불안하고 감정이 격한 순간이 될 것이다.� 체포 담당관은 이 순간 당사자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살하려는 행위,� 불안 또는 절망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

자의 과거 행동은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체포당한 당사자의 상태에 대한 모든 정보

는 체포,� 호송 담당관이 교정시설 직원에게 알려줘야 한다.

재소자는 투옥 시 어느 시점에서도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으므로 교도관은 이런 점을 의식하고,�

정보를 나누며 교도관,� 공중보건 및 정신건강 종사자들에게 적절히 의뢰해야 한다.� 교정 공무원은 최

소한 정신보건 전문가로 하여금 해당 수감자가 자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의무

가�있다.� 여러 부문이 함께하는 팀 회의(교도관,� 공중보건 및 정신건강 종사자 포함)를 정기적으로 열

어 경고 대상이 되는 재소자 상태를 협의해야 한다.� 또한,� 경고 대상 여부 결정,� 이의 변경,� 이런 상

황의 재소자 관찰은 지정된 양식에 문서로 작성하여,� 관련 직원에 배포해야 한다.� 이런 문서 작업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이행되고,� 재소자를 접하는 모든 직원에 알려져야 한다.�

사회적 개입

재소자는 자살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교정 환경에 들어온다.� 투옥되었다는 위기감이 교도소 생활

의 계속되는 스트레스 요인과 결합되면 당사자는 감정적,� 사회적 파탄에 이르고 종래에는 자살까지

이르게 한다.� 사회적 물리적 고립과 도움 받을 자원의 부족으로 자살의 위기는 더욱 높아진다.� 따라

서 교정 환경에서 자살 예방의 중요한 요소는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다[33].

앞서 말한 것처럼 교정 환경에서의 자살은 대부분 재소자가 직원이나 동료 재소자로부터 고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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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유는 있겠지만 재소자를 분리 또는 격리된 감방에 수용하면 자살 위험은

높아진다.� 분리 수용 방식이 자살하려는 재소자 배치에 유일한 방식이라면 지속적 관찰이 뒤따라야

한다[23].� 자살하려는 재소자는 여러 재소자가 같이 있는 감방에 있는 것이 이상적이다.� 일부 시설에서

는 사회적 지원이 특별히 훈련된 재소자 단짝이나 ‘이야기를 들어 주는 사람’을 활용하여 사회적 지원

이 이뤄지고 있다.� 자살 사고를 갖고 있는 재소자에게는 교도관 보다 다른 재소자의 조언이나 도움이

더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39,40].� 가족 방문도 재소자에게 든든한 지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재소자의 자살 위험에 대한 정보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개입이 세심하지 않게 준비되었거나 감시가 부적절한 경우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예

를 들어,� 자살 위험이 높은 재소자가 공동 감방에 배치되면 치명적 도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동료 재소자가 다소 둔감한 경우에는 교도관에게 자살시도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을 수도 있

다.� 이러한 이유로 자살 위험이 높은 재소자를 단지 다른 수감자와 함께 생활하게 하는 것만으로 자

살 예방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3].

물리적 환경과 건물 구조

자살하는 재소자는 대부분 침구,� 구두 끈,� 옷 등을 사용하여 목맴으로 자살 사망에 이른다.� 자살에

안전한 환경이 되려면 일차적으로 감방이나 공동 숙소에서 목매다는 곳(hanging� point)이나 감시되

지 않은 치명적 물질로의 접근을 제거 또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자살하려는 생각이 강한 재소자에게는 보호하는 옷(자살에 활용될 여지가 적은 옷 -� 역자)이나 규

제가 필요할 수 있다.� 규제가 가지는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하려면 확실한 정책과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규제가 적절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아울러 최소한의

규제가 적용되는 방식,� 안전문제,� 규제 적용 시한,� 규제 기간 동안의 감시/감독의 필요성,� 정신건강

직원 접근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카메라 관찰이 일부 지역에서 교정직 공무원의 육안 관찰을 대신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되었다.� 하지만 카메라의 사각지대와 카메라 작동 기술자가 24시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방법은 한계가 분명하다.� 불행하게도 카메라 장치가 전체를 감시하는 상황에서 자살이 발생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더욱이 상시 관찰은 재소자의 정서적 지원이나 존중이 바탕이 되지 않는 경

우 재소자 대부분이 꺼리게 된다[4].� 따라서 카메라 감시는 직원의 자살하려는 재소자 관찰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사용하더라도 직원의 육안 관찰의 보완 역할만을 해야 한다.

정신건강 치료

정신질환이 있는 재소자가 심각한 자살 위험을 보이면 정신약물학적 치료를 적절히 받아야 한다
[41].� 일단 재소자가 자살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 정신건강 담당직원의 평가와 치료가 필요하

다.� 하지만 많은 교정 환경에서 정신건강 직원과의 접촉 기회는 쉬운 일이 아니다.� 내부 정신건강 자

원이 한정되어있고 있더라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 및 정신건강 시설과의 연계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 때문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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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의 건강 및 정신건강에 대한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정시설은 내부적으로 충분한 직원

과 자원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그램과 탄탄한 연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형사사법제도,� 대중보건 및 정신건강 제도가 교정 환경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 완전하게 연결돼야 한

다는 뜻이다.� 지역에 따라 이를 위해서 종합병원,� 긴급 구조대,� 정신질환 시설,� 지역의 정신건강 프로

그램,� 약물 처방이 가능한 병원 등 기관 간 협동적 서비스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자살시도 시

자살 시도 발생 시 교정직 공무원은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충분히 교육 받아야 하며,� 시설 자

체 또는 외부의 응급의료 직원을 기다리는 동안 재소자에게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응급처치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은 이 부문에서 핵심 사항이다.� 응급처치 실시는 공식적인 업무절차의 일부로 포함되

어야 할 만큼 중요한 주제이다.� 신속한 대처를 위해 보건 직원과의 효율적 대화 창구 및 긴급 상황

대처 절차는 사고 전 미리 계획해야 한다.� 또한,� 긴급구조 장비는 평소 작동되도록 관리하며 정기적

으로 시험하여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직원은 소생 장비 사용법을 교육받아야

하고 이런 장비는 모두 언제나 접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직원은 자살 시도 발생 시 해야 할 일을 알

고 있을 필요가 있다[42].

재소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신적 분석은 사고 후 되도록 신속하게 (치료 가능하도록)� 이뤄져야 한

다.� 이런 분석은,� 면담이 중단되지 않고 당사자나 면담자가 신체적으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사

적인 장소에서 시행해야 한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자해를 촉발한 요인,� 자살 의도의 정도,� 당사자가

고심했던 주요 문제(만성/급성 모두),� 심리 장애 여부,� 단기간 내 추가 자해 가능성(당사자가 저항하

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강한 자살 생각 등),� 당사자가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 필요한 지원 등이 종합

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수감자의 의도적 자살 시도

때에 따라 자살 제스처나 자살을 시도하는 재소자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동을 벌였다고

판단되기도 한다.� 이는 재소자가 병원 이송이나 규제가 적은 곳으로 이동 등 환경을 주도하기 위해

자살 행위를 활용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말한다[43,44].� 탈옥이나 다른 비도덕적 동기로 실행하는

자살 시도 가능성은 모든 관련 공무원 특히 최대,� 최고 보안 지역에 근무하는 이들에게는 항상 고민

거리가 된다.� 반사회적 또는 사회에 적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남성 재소자가 투옥되면 더욱 자살

시도를 조작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재소자는 교도소 생활의 심한 통제,� 집단적 상황 적응에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다[45].� 또한,� 일부 재소자에게 자해 행위는 긴장을 줄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46].� 투

옥된 여성에게,� 반복되는 자상(自傷,� self-mutilation,� 칼로 베기나 화상 등)은 감금,� 교도소 문화가

주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일 수 있다.� 당사자에게 그 의도를 물어보더라도 사실 이런 자상과 자살시

도의 구별은 쉽지 않다[47].� 많은 사건에는 높은 자살 의도와 소위 조작적 동기가 함께 있다는 암시적

증거가 있다.� 즉,� 자신의 정서적 괴로움으로 관심을 끌거나,� 가족 면회 기회가 줄어드는 다른 교정시

설로의 이송 모면 등 상황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48].

교정직 공무원이,� 어떤 재소자가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자신의 환경을 통제 또는 조작한다고 믿으

면 그 조작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자살 제스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재소자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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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 규칙 위반 사례가 있으면 특히 그렇다[44].� 하지만 당초 의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동기와는 관

계없이 자살시도는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 교도소 내 자살 방법은 제한되어 있어,� 정말 죽으려는

생각은 없더라도 그 방법의 위험성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 방법(목맴 등)을 사용하게 된다[49].�

죽으려는 의도가 약한 자살 시도는,� 목적 달성 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알리는 역기능적 방법으로서 표

현 방식으로 받아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당사자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문

제가 어떤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자기파괴적 행동에 대한 무관심이나 분리 수용을 통한 재소자 처

벌은 당사자로 하여금 점차 극적으로 위험스런 행동을 취하게 하여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종의 연기로 자해하는 재소자를 위해 밀착된 감시,� 사회적 지원,� 정신사회적 자원에의 접근을 조성

하는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

자살 발생시

자살 발생시,� 공식적 문서 작성,� 사건 보고 또한 장래 자살 예방 활동 개선에 필요한 건설적 피드

백 등의 절차가 준비돼야 한다.� 그래서 교도관과 다른 교정직 공무원은 아래 사항을 위해 각� 사건에

대해 디브리핑을 실시해야 한다.

Ÿ 자살에 이르기까지 사건 재구성

Ÿ 놓쳤거나 잘못 취급한,� 재소자의 죽음에 이르게 한 요인 확인

Ÿ 비상상황 대응의 적절성 분석

Ÿ 장래 예방노력 개선을 위한 정책의 시사점 도출

이와 함께,� 자신들의 책임 하에 감시하던 재소자의 자살을 경험한 교도관,� 시설에 상주하는 교정직

공무원,� 그 외 다른 재소자들은 분노,� 분개에서 죄책감,� 슬픔까지 다양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디브리핑이나 공식적으로 조직된 동료나 상담 지원 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

다.�

드물지만 교정시설이 연쇄적 자살이 발생하는 환경이 되기도 한다.� 자살재소자의 연쇄적 자살에 대

한 조사결과,� 뒤따르는 자살 위험 증가는 최초 자살 후 4주간 기간에 한정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0].� 특히 젊은 재소자들이 소위 모방 자살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교정직 직

원은 이 기간에 위험이 늘어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51].� 전염적 자살 행위 위험을 줄이는

전략에는 정신질환이 있는 재소자에게 확실한 관련 의료 제공,� 특히 민감한 재소자의 이주나 치료,�

당국의 자살 발생 정보 유포 관리 등이 있다.�

최선의 수감자 자살문제 관리 방안

무엇보다 직원 문화와 협력이 교도소 자살 예방 프로그램 이행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

로 보인다.� 구치소와 교도소 환경에서 자살 예방의 최선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지니는 종합적 자살

예방 계획의 개발과 문서화를 바탕으로 한다.�

Ÿ 자살하려는 재소자를 식별하고 자살 위기에 있는 재소자에게 적절히 대응하도록 교도관과 의

료보건 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보수 교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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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반적인 교도소 환경(활동,� 안전,� 문화와 직원-재소자 간의 관계 수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특히 교도소의 사회적 풍토 수준은 자살 행위 최소화에 대단히 중요함.� 교도소가

본질적으로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일 수는 없지만,� 교도소 관리자는 시설 내에서 집단 따돌림

이나 다른 폭력 행위의 최소화 및 재소자와 직원 간 지원적 관계의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 전

략을 실행해야 함.� 재소자와 직원의 원활한 관계는 재소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중요하며,�

또한 재소자가 직원을 충분히 믿음으로써 재소자의 자원이 고갈되는 시점,� 절망감,� 자살 사고

등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함.

Ÿ 시설 입소 시 및 그 이후의 기간 동안 재소자를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절차는 높은 위험이 있

는 사람을 알아내기 위해 필요함.

Ÿ 위험이 높은 재소자에 대한 직원들 사이의 대화를 계속 유지하는 메커니즘의 활용

Ÿ 아래 사항의 개요를 서술하는 서면 절차 위험이 높은 재소자의 수용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

사회적 지원 제공,� 자살하려는 생각이 강한 재소자에 대한 육안 점검 및 상시 관찰,� 자해성 재

소자 관리를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적절한 규제 적용

Ÿ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재소자는 치료(약리학적 또는 심리사회적 개입)를

받고 세심하게 관찰돼야 함.

Ÿ 충분한 내부 자원의 개발이나 외부의 지역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구축.� 이는

평가,� 치료 필요 시 정신건강 전문가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Ÿ 자살 발생 시 디브리핑 전략은 교정 환경에서 자살 위험 감지,� 모니터링,� 관리 수준의 향상 방

법을 찾아내기 위한 것임.

5.� 결론

결론적으로 어떤 재소자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할 가능성 및 그 시기를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교도관과 공중보건,� 정신건강 종사자는 가장 확실히 자살 행위를 확인,� 분석,� 치

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재소자의 자살을 모두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부분 가능하며 세계적

으로 종합적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교정시설에서 이행되면 이런 죽음을 체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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