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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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책자는 특히 초판을 제작한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 Griffith� University,� Australian� Institute�

for� Suicide� Research� and� Prevention의 Allison� Milner박사와 José Bertolote� 박사,� Professor� Diego� De�

Leo� 교수에게 힘입은 바가 크다.� 다음에 명시한 WHO� 국제자살예방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Suicide� Prevention)� 회원들이 그 후에 본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이 분들께 감사드린다.

Professor� Michael� Phillips,�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hanghai,�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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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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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essor� Jean-Pierre� Soubrier,� Groupe� Hospitalier� Cochin,� Paris,� France

Dr� Lakshmi� Vijayakumar,� SNEHA,� Chennai,� India

Professor� Danuta� Wasserman,� National� Prevention� of� Suicide� and� Mental� Ill-Health,� Karolinska�

Institutet,� Stockholm,� Sweden

또한,� 다음과 같은 전문가들의 조언에 감사드리고자 한다.

Dr� Vladimir� Carli,� National� Prevention� of� Suicide� and� Mental� Ill-Health,� Karolinska� Institutet,�

Stockholm,� Sweden

Professor� David� Gunnell,� University� of� Bristol,� United� Kingdom

Dr� Hiroto� Ito,�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Tokyo,� Japan

Mrs� Doris� Ma� Fat,� WHO,� Geneva,� Switzerland

Professor� Hideyuki� Nakane,� Nagasak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iomedical� Sciences,�

Nagasaki,� Japan

Dr� Maurizio� Pompili,� Sapienza� University,� Rome,� Italy

Dr� Khalid� Saeed,� WHO� Regional� Office� for� the� Eastern� Mediterranean,� Cairo,� 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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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는 본 책자의 제작 시 일본 정부의 재정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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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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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leischmann� 박사,� 과학자

정신질환,� 뇌장애에 대한 증거,� 연구,� 행동 전문

정신건강 및 물질남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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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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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례 등록을 위한 지침

전 세계적으로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8년에 약 100만 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 자

살의 60%�이상이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발생한다고 여겨지지만[1],� 유감스럽게도 이 지역에서

의 자살의 규모나 사회적 비용에 관해 알려진 바는 그다지 많지 않다[2].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자살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은 자살사망을 등록하는 시스템이 체

계적이지 못한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3].� 일부 국가에서는 의도적인 자해에 관한 데이터가 외인

사 사건에 합계될 수 있어서,� 자살을 사고 또는 살인과 구별하기 어렵게 한다.� 어떤 국가에서는 자살

에 관한 자료를 부분적으로만 기록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자살 방법에 관한 정보 없이 자살자 수

와 성별 정보만 확인되기도 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역에서 자살신고 절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살등록 제도의 확립이 중요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등록시스템은

문제의 규모를 정량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연령,� 성별과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사용한 방법

에 관한 상세 정보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유형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특정 집단을 대상

으로 하는 자살예방 전략의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등록된 자살사례를 보고하는 시스템은 또한,�

일정 기간 동안의 자살 경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공공보건 및 연구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본 간행물의 목적은 자살사망을 등록하는 시스템의 수립 또는 개선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이러한 목적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Ÿ 자살로 인한 사망의 확인

Ÿ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를 이용한 자살사례의 사망진단서

Ÿ 자살등록시스템의 범위(자살신고시스템이 전국-규모 등록기관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Ÿ 사례 등록 시에 기록하는 정보(기록 양식의 예 포함)

Ÿ 자살 데이터 수집에 관여하는 사람들

Ÿ 자살 사망에 관하여 수집한 데이터의 이용

1.� 자살 사망에 대한 파악

자살사례를 다른 사망원인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신뢰할만한 사망등록 절차를 확립함

에 있어 중요하다.� 이는 주로 NASH(Natural,� Accidental,� Suicide� and� Homicide:� 자연사,� 사고사,�

자살 및 살인)� 시스템 [4]이라는 배타 원칙(exclusion� principle)에 근거하여 처리된다.� 의사는 보통 자

연사를 분류할 수 있지만 사고,� 자살 및 살인은 사망 상황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그

림 1� 참조).

사망 방법은 자살사례의 가능성을 확인할 때 조사해야 할 주요 정보이다.� 세계 각� 지역에 따라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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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차이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자살 방법은 다음과 같다.

Ÿ 목맴

Ÿ 총기

Ÿ 농약 음독[5]

그러나 많은 자살 사망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도 발생하며[5],� 이는 사고사와 혼동할 수 있다
[6].� 이 때문에,�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를 추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7].� 이

러한 추가적인 증거 자료의 일부는 병리학적 및 약물에 대한 조사와,� 경찰 또는 검시관의 조사(자살

현장의 증거 및 과거 이력에 대한 조사 포함)에서 얻어질 수 있다.

�

일부 고소득 국가에서는,� 자살등록시스템이 검시관 및 법의학자 기록,� 경찰,� 범죄 및 약물에 대한

분석 보고서와 알코올,� 담배,� 총기 및 폭발물 추적보고서를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 출처에서 얻은 입

증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8].� 이에 비해,� 자원 사용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정보에 의존

해야 할 수도 있다.

Ÿ 사망 방법 및 상황(예:� 사망이 사고사,� 자연사 또는 살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것임을 암시함)

Ÿ 유서 또는 죽고자 하는 의도에 관한 증거 문서

Ÿ 그 행위가 자의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과거의 발언(주변 목격자로부터 확인)

의도적인 자해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높이는 다른 징후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Ÿ 과거의 자살시도

Ÿ 알코올 및 약물 사용

Ÿ 정신질환,� 만성통증 또는 심각한/말기 신체질환

Ÿ 사망 시에 정신적 고통이 심했다는 증거

그러나 자살 사망과 관련된 요인은 문화적,� 경제적 및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림 1.� 자살 사망과 자연사,� 사고사 및 살인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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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부검을 통한 파악

자살에 대한 심리부검 면담은 조사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철저하고 상세한 조사를 말한다.� 심리부검

은 보통 모든 사례-관련 서면 자료(경찰 문서,� 의료 기록 등)의 검토와 그 후에 행해지는 자살로 사망

한 사람의 경험,� 동기와 정신질환의 존재 가능성에 관한 가까운 친척들과의 면담으로 이루어진다[9,10].�

심리부검 조사는 사례등록시스템에 데이터를 연계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대개 시간이 오래 걸리

고 숙련된 임상가(clinical� interviewer)가� 필요하다.

3.� 국제질병분류(ICD)에 따른 사망진단과 자살

많은 국가에서 자살은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 코드를 이용

하여 사망 통계를 처리하고 있다.� ICD는 역학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망 및 질병에 대한

국제표준진단분류이다[11].� ICD� 코딩에는 실제 사망원인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요인

도 포함된다.

주민등록시스템(civil� registration� system)을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사망원인에 관한 정보가 주민등

록기관에 기록되는 방식처럼 개인의 사망진단서로부터 작성된다.� 의무적이고 정례적인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이러한 데이터는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평가 및 모니터링하고 예방 또는 개입전략을 계획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사망원인은 ICD에 따라 의학적으로 증명되고 코딩된다.� 약 120개국이 매년

WHO에 이러한 사망 원인 데이터를 보고하고 있으며(http://www.who.int/healthinfo/morttables),�

이들 국가들의 대다수는 고소득국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유럽과 중앙아시아에 속해 있다.� 보고

된 사망원인은 ICD� 규칙에 따라 “사망을 직접 초래한 사건을 일으킨 질병이나 상해,� 또는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한 사고나 폭력의 정황”으로 정의되는 근본적인 사망원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살은 해

당되는 경우 근원적인 사망원인으로 보고된다.

몇 가지 요인들이 데이터를 시계열 및 국가 간으로 비교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집된 데이

터 자체가 얼마나 온전한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주체 기관이 어디인가,� ICD� 지침에 대한 (사망 원인

분류)� 실무진의 이해도 및 태도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데이터가 동등한 수준에서 분석될지 아닐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ICD의 현재 버전(ICD-10)에서는,� 자살에 대한 코드가 제20장 “의도적인 자해(Intentional� Self-Harm)”

로서 “질병 및 사망의 외부 원인(External� causes� of� morbidity� and� mortality)”에 속해있다(코드

X60~84).

표준 사망진단서에는 주요 섹션이 2개가 있다.� 제1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포함하여 사망을 초래한

일련의 행위에 관련되어있다[12].� 사망진단서의 제2부에는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상

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의도적인 자해”� 경우의 ICD-10� 코드를 이용하여 자살사례를 어떻게 코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예

는 아래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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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정보:� 사망한 남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다.� 그는 집에 발견되었으며 최근에

우울증으로 진단받았다.

ICD-10� 코드:

제1부:� X.72.0� 권총에 의한 의도적인 자해,� 발생 장소는 집.

제2부:� 단극성 우울증

4.� 국제질병분류(ICD)� 체계 상 오류

잘 알려진 하나의 문제는 “의도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Y10~Y34)� 또는 “사고사”(관련 V,� W,� X,�

Y� 코드,� 예:� X40~X49� 불의의 중독)와 같은,� 다른 ICD-10� 코드를 자살에 대해 잘못 사용하는 경우

이다[13,14].� 이러한 부정확성은 한 국가에서 전체 자살의 사회적 비용을 수치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자살예방 전략의 설계,� 시행 및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동시에,� 그 부정확성은 과도하게

보고된 사망원인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나치게 부풀리기 때문에 적절한 참고자료는 아니다.�

따라서 의도적인 자해 경우의 ICD-10� 코드(X60-X84)를 이용하여 모든 자살사례를 적절하게 기록해

야 하는 중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5.� 자살등록시스템의 범위

전 세계의 많은 고소득국가에서는,� 자살 사망에 대한 등록 업무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는 가용한 재원이 부족하거나 훈련된 직원들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지

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실정도 자살에 관한 데이터를 전국적으로 수집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역(region),� 지방(province)� 또는 도시와 같은 표본 지역에서 자살기록시

스템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표본 지역은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리적 관

점에서 그 국가의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또는 대표성에 가능한 가깝게)� 있어야 한다.

6.� 사례 등록 시 기록해야 하는 정보

자살 사망을 등록하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본 정보의 수집을 목표로 해야 한다.

Ÿ 성별

Ÿ 연령

Ÿ 자살 방법(ICD-10� 코드 이용,� 부록 A�참조)

Ÿ 자살 날짜

Ÿ 자살 시간

Ÿ 대상자가 발견되거나 자살을 수행한 장소

Ÿ 거주지

Ÿ 유서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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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죽으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발언

이러한 항목들은 부록 B의 등록양식 예에 제시되어있다.� 고소득지역에서는 이러한 정보 중의 상당

수가 일상적인 사망 등록 또는 경찰 수사의 일환으로 이미 수집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의 그

외 지역에서는 이 정보를 부분적으로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등록양식 예는 현지 상황이나 표본 지

역에 따라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기본 정보 외에도,� 사망하기 전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유용하다.� 이러한 조사 주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Ÿ 사망 직전의 알코올 또는 약물의 섭취량

Ÿ 자살 시도 이력

Ÿ 정신질환

Ÿ 만성통증 및 신체질환

Ÿ 정신적 고통 및 부정적인 경험

Ÿ 관계 상태(예:� 독신,� 기혼,� 사별 등)

Ÿ 인종(현지에 정착한 인종의 혈통)

Ÿ 성적 지향(예:� 동성애자,� 이성애자)

Ÿ 사망 당시의 취업 상태

Ÿ 사망 당시의 직업

이러한 정보는 경찰 수사 기록,� 의무 기록과 심리 부검 면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 자살데이터 수집에 관여하는 사람들

관련 의사와 검시관은 자살에 관한 공식 기록을 국가사망등록시스템에 제출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어떤 경우에는,� 경찰이 자살 사망을 등록할 수도 있다.� 자살사례에 관한 정보 수집에 관여할

수 있는 직업은 다음과 같다.

Ÿ 의사

Ÿ 검시관과 그 외의 법의학 당국(medico-legal� authorities)

Ÿ 경찰 또는 경찰서 내의 행정직원

Ÿ 정신건강 종사자와 의료 종사자

Ÿ 영안실 또는 장례식장 직원

Ÿ 건강정보시스템 직원과 통계담당관

Ÿ 건강-관련 지식 분야의 연구원(예:� 역학자와 생명통계학자,� 자살연구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Ÿ 관련 비정부 또는 지역사회조직에 고용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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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살사망 데이터의 활용

자살등록시스템은 한 국가의 자살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다

음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Ÿ 공무원

Ÿ 정책 입안자

Ÿ 연구원 및 학자

Ÿ 의료 종사자

Ÿ 지역사회 단체

Ÿ 국가사망등록기관

Ÿ 국제기구

정책입안자,� 연구원 및 의료종사자들에게 사례 등록 정보를 제공하면 자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자살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연구의 촉진,� 자살 예방 캠페인의 개발이나

자살예방 및 개입전략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는 일련의 일들에 있어 시초가 될 수 있다.

자살사례를 등록하는 절차에 관한 설명은 그림2에서 볼 수 있다.� 보는 바와 같이,� 자살사례에 관한

추가 정보 수집은 사망 증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필수 등록 보고서,� 연구 및 정책 개발 분야의

자살 데이터 사용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림 2.� 자살에 관한 데이터의 수집 및 보급 절차에 대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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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ICD-10� ‘의도적 자해’� 코드

X60 비아편 유사 진통제,� 해열제 및 항류머티즘약에 의한 의도적인 자가-중독 및 노출

(Intentional� self-poisoning� by� and� exposure� to� nonopioid� analgesics,� antipyretics� and�

antirheumatics)

X61 항간질제,� 진정-수면제,� 항파킨슨증 및 향정신성 약물,�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약물에 의한 자가-중독 및

노출

(Intentional� self-poisoning� by� and� exposure� to� antiepileptic,� sedative-hypnotic,� antiparkinsonism�

and� psychotropic� drugs,� not� elsewhere� classified)

X62 마취제 및 정신이상약(환각제),�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약물에 의한 자가-중독 및 노출

(Intentional� self-poisoning� by� and� exposure� to� narcotics� and� psychodysleptics� (hallucinogens),�

not� elsewhere� classified)

X63 자율 신경계에 작용하는 기타 약물에 의한 의도적인 자가-중독 및 노출

(Intentional� self-poisoning� by� and� exposure� to� other� drugs� acting� on�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X64 기타 및 불특정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의도적인 자가-중독 및 노출

(Intentional� self-poisoning� by� and� exposure� to� other� and� unspecified� drugs,� medicaments� and�

biological� substances)

X65 알코올에 의한 의도적인 자가-중독 및 노출

(Intentional� self-poisoning� by� and� exposure� to� alcohol)

X66 유기 용제 및 할로겐화 탄화수소와 그 증기에 의한 의도적인 자가-중독 및 노출

(Intentional� self-poisoning� by� and� exposure� to� organic� solvents� and� halogenated� hydrocarbons�

and� their� vapours)

X67 기타 가스 및 증기에 의한 의도적인 자가-중독 및 노출

(Intentional� self-poisoning� by� and� exposure� to� other� gases� and� vapours)

X68 농약에 의한 자가-중독 및 노출

(Intentional� self-poisoning� by� and� exposure� to� pesticides)

X69 기타 및 불특정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에 의한 의도적인 자가-중독 및 노출

(Intentional� self-poisoning� by� and� exposure� to� other� and� unspecified� chemicals� and� noxious�

substances)

X70 목맴,� 목조름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hanging,� strangulation� and� suffocation)

X71 투신 및 익수로 의한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drowning� and� submersion)

X72 권총 발사에 의한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handgun� discharge)

X73 소총,� 산탄총 및 대형 총기 발사에 의한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rifle,� shotgun� and� larger� firearm� discharge)

X74 기타 및 불특정 총기 발사에 의한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other� and� unspecified� firearm� discharge)

X75 폭발성 물질에 의한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explosiv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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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76 연기,� 화재 및 화염에 의한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smoke,� fire� and� flames)

X77 수증기,� 뜨거운 증기 및 뜨거운 물체에 의한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steam,� hot� vapours� and� hot� objects)

X78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sharp� object)

X79 둔한 물체에 의한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blunt� object)

X80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jumping� from� a� high� place)

X81 움직이는 물체 앞에 뛰어들거나 누워서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jumping� or� lying� before� moving� object)

X82 자동차와 충돌에 의한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crashing� of� motor� vehicle� )

X83 기타 특정 수단에 의한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other� specified� means)

X84 불특정 수단에 의한 의도적인 자해

(Intentional� self-harm� by� unspecified�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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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자살사망 등록 양식의 예

사례 등록 날짜 (일 /� 월 /� 년):

� � � /� � � /� � � � � �
해당없음 알수없음

1.1� 국가:
888 999

1.2� 표본 지역 (해당 시):
888 999

2.1� 사례 명칭 (승인 시):
888 999

2.2� 사례 식별 번호 (할당 시):
888 999

2.3� 거주지 주소:
888 999

2.4� 성별:� � � _남성 _여성 _성전환자 888 999

2.5� 생년월일 (일 /� 월 /� 년):

� � � /� � � /� � � � � �
888 999

2.5.1� 연령 (나이):
888 999

2.6� 발견 날짜 (일 /� 월 /� 년):

� � � /� � � /� � � � � �
888 999

2.7� 발견 요일:
888 999

2.8� 발견 시간 (시 /� 분):

� � � /� � �
888 999

2.9� 사망 날짜 (일 /� 월 /� 년):

� � � /� � � /� � � � � �
888 999

2.10� 사망 요일:
888 999

2.11� 사망 시간 (시 /� 분):

� � � /� � �
888 999

2.12� 발견 장소 (현지 상황에 맞게 수정):

_집 _철길 _� ----------------� _기타
888 999

2.12.1� 장소 설명:
888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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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용한 자살 방법 (ICD-10� 코드에 따름):
888 999

3.1.1� 자살 방법 서술:
888 999

3.2�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 2번째 자살 방법

� � � � (ICD-10� 코드에 따름): 888 999

3.2.1� 2번째 자살 방법 서술:
888 999

4.1� 유서 또는 글로 쓴 자살 의사의 증거가 있는가?:

_아니오 _예
888 999

4.1.1� 증거에 관한 서술:
888 999

4.2� 사망자가 죽겠다는 의사를 말로 표현하였는가?

_아니오 _예
888 999

4.2.1� 증거에 관한 서술:
888 999



자살사례 등록을 위한 지침

자살 예방 문헌집� 69

부록 C

요점 정리

자살 사망에 대한 사례등록시스템의 구축:

요점

Ÿ 자살로 인한 사망을 다른 사망 원인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Ÿ 의도적인 자해 경우에 ICD-10� 코드를 이용하는 정확한 사망 증명 업무

Ÿ 표준화된 기록 양식을 이용한 사례 정보 수집

Ÿ 공인된 사망등록시스템과 데이터 기록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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