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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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초판을 제작한,� WHO협력센터인 National� Swedish� and� Stockholm� County� Centre�

for� Suicide� Research� and� Prevention� of� Mental� Ill-Health의 정신의학 및 자살학 교수인 Danuta�

Wasserman� 교수와 Veronique� Narboni� 박사에게 힘입은 바가 크다.� 다음에 명시한 WHO� 국제자살예방네

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Suicide� Prevention)� 회원들이 그 후에 본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이 분들

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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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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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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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Shutao� Zhai,� Nanjing� Medical� University� Brain� Hospital,� Nanjing,� China

또한,� 다음과 같은 전문가들의 조언에 감사드리고자 한다.

Professor� Britta� Alin-Akerman,� Department� of� Education,� Stockholm� University,� Stockholm,� Sweden

Professor� Alan� Apter,� Geha� Psychiatric� Hospital,� Petah� Tiqwa,� Israel

Professor� David� Brent,� Western� Psychiatric� Institute� and� Clinic,� Pittsburgh,� PA,� USA

Dr� Paul� Corcoran,� National� Suicide� Research� Foundation,� Cork,� Ireland

Dr� Agnes� Hultén,� National� Swedish� and� Stockholm� County� Centre� for� Suicide� Research� and�

Prevention� of� Mental� Ill-Health,� Stockholm,� Sweden

Dr� Margaret� Kelleher,� National� Suicide� Research� Foundation,� Cork,� Ireland

Professor� François� Ladame,� Unités� pour� adolescents� et� jeunes� adultes,� Université de� Genève,�
Geneva,�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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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Gunilla� Ljungm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Clinic,� Västeras� Central� Hospital,� Västeras,�
Sweden

Dr� Gunilla� Olsson,� Depart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Uppsala� University,� Uppsala,�

Sweden

Professor� Israel� Orbach,� Bar-Ilan� University,� Ramat-Gan,� Israel

Professor� Xavier� Pommereau,� Centre� Abadie,� Bordeaux,� France

Dr� Inga-Lill� Ramberg,� National� Swedish� and� Stockholm� County� Centre� for� Suicide� Research� and�

Prevention� of� Mental� Ill-Health,� Stockholm,� Sweden

Professor� Per-Anders� Rydelius,� Division�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Karolinska� Institute,�

Stockholm,� Sweden

Professor� David� Schaffer,�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NY,� USA

Professor� Martina� Tomori,� University� of� Ljubljana,� Ljubljana,� Slovenia

Professor� Sam� Tyano,� Geha� Psychiatric� Hospital,� Petah� Tiqwa,� Israel

Professor� Kees� van� Heeringen,� Unit� for� Suicide� Research,�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Hospital,� Ghent,� Belgium

Professor� Anne-Liis� von� Knorring,� Depart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Uppsala�

University,� Uppsala,� Sweden

Professor� Myrna� Weissman� Department� of� Child� Psychiatry,�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NY,�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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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M.� Bertolote� 박사

코디네이터,� 정신 및 행동 장애

정신건강국(Department� of� Mental� Health)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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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자살은 15~19세 연령층의 상위 5대 사망 원인 중 하나라고 한다.� 많은 국가에서

자살은 이 연령층에 있는 남녀 학생들의 사망 원인으로 1위 또는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자살 예방은 최우선 과제이다.�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이 연령층의 대부분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학교는 적절한 예방 조치를 수행하기에 최적인 장소일

것이다.

본 문서는 교사와 학교상담원,� 학교 의사,�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의 기타 교직원,�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공중보건 전문가와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그 외의 실천가에게도 여기에 제시된 정보가 유용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청소년이 자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간략하게 서술한 후,� 이러한 행위의 배후에 있는 주요 보호 요인 및 위험 요인을 제

시하였다.� 또한,� 위험에 처한 개인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학교 공동체 내에서 자살이 시도되거

나 행해질 때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현재로서는 15세 미만 아동의 자살은 그리 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14세 이상의 경우 자살사망

보고가 있으나,� 12세 이전의 자살은 보기 어렵다.�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15~19세 연령층뿐만 아니

라,� 15세 미만 아동의 자살이 놀랄 만큼 증가하고 있다.

자살 방법은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농약의 사용이 흔한 자살 방법

인 반면에 다른 국가에서는 약물 복용,� 자동차 배기가스 흡입과 총기 사용이 보다 빈번하다.� 남학생

들이 여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자살로 사망하며,� 그 이유는 목맴,� 총기 및 폭발물과 같이 극단적인

자살 방법을 여학생들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15~19세

여학생들이 동일 연령층의 남학생들보다 자살률이 높으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여학생들의 비

율이 지난 10년 동안 증가해오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자살예방 활동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교사,� 학교의

사,� 학교간호사,� 학교 심리학자 및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팀워크를 이루어 지역사회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자살 충동을 종종 느낀다고 해서 반드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자살 충동은 인간의

존재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고 삶과 죽음,� 삶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아동·청소년 시절의 정상

적인 성장 과정의 일부이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자살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한다[1].� 중요한 점은 청소년은 이러한 주제를 어른들과 터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2].� 아동과 청소년의 자살 생각은 그러한 생각의 실현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이라고 여길 때 비정상적인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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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

자동차 충돌,� 익사,� 추락,�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사고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가

확인하기 불가능할 수 있다[3].� 청소년의 자살행위는,� 이러한 유형의 많은 사망이 의도적이지 않거나

사고에 의한 것으로 잘못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폭력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청소년에 관한 사후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을 구

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자기 파괴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의 미묘한 징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4],� 일부 사망은 의도하지 않은 행위가 원인일 수 있으며,� 그 나머지는 삶의 고통으로 인한 의

도적 행위일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말하는 자살시도에 대한 정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사용하는 정의와 다르다.�

자기 자신이 보고한 결과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의 상담에서 밝혀진 자살시도 횟수에 거의 두 배에

가깝다는 결과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청소년이 말하는 자살시도에 대한 정의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정의보다 넓다는 데서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신고한 청소년의 50%

만이 자살시도 후에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청소년 자살시도자 수는

지역사회에서 문제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수치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자살사망자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다.� 그런데도 자살시도율은 여

학생들이 두 세배 더 높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우울감을 더 자주 경험하지만,� 문제에 관해 이

야기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 쉬운 편이므로 치명적인 자살행위가 예방될 수 있다.� 반면 남학생들

은 보다 공격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경우가 많으며,� 알코올 및 불법 약물에 취한 상태가

치명적인 자살행위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학생에 비해 높다.

2.� 자살의 보호 요인

자살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줄 수 있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가족 유형

Ÿ 가족 구성원들과의 좋은 관계

Ÿ 가족으로부터의 실질적 도움

인지 유형(cognitive� style)� 및 성격

Ÿ 좋은 사교성(good� social� skills)

Ÿ 자신과 자신의 처지 및 성과에 대한 자신감

Ÿ 예를 들어 학교 공부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함

Ÿ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는 조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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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해결책을 잘 받아들임

Ÿ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문화적 요인 및 인구 사회학적 요인

Ÿ 예를 들어 스포츠,� 교회 모임,� 동호회 및 기타 활동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

Ÿ 학우들과 좋은 관계

Ÿ 교사 및 다른 어른들과의 좋은 관계

Ÿ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도움

3.� 자살과 관련한 위험요인 및 상황

특정한 상황에서의 자살행위는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다른 이들보다 더 흔하게

발생한다.� 분석에 따르면 아래에 설명하는 모든 요인과 상황이 아동·청소년의 자살 및 자살시도와 빈

번히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러한 모든 경우에 절대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또한,�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문화적,� 정치적 및 경제적 특성에 따라,� 아래에 설명하는 위험요인 및

위험 상황이 대륙과 국가마다 달라진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문화적,� 인구 사회학적 요인

가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부족한 교육과 실직은 위험요인이 된다.� 특히,� 원주민은 원주민이 아

닌 사람들에 비해 자살행위에 대한 위험이 더 많다.� 원주민과 이주민들은 정서적이고 언어적인 어려

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이 부족하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요인들이 고문,� 전쟁 피해 및 격리로 인한 심리적 영향과 결합되기도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문화적 요인들은 다양한 집단의 가치관 갈등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의 낮은 참여와도 연관이 있

다.� 분명히,� 이러한 갈등은 새롭고 더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나거나 자랐지만,� 부모의 더 강한 보수

적인 문화에 강한 뿌리를 유지하고 있는 여학생들에게는 매우 영향력 있는 요인이다.� 청소년기의 정

신적 성장은 집단의 문화적 전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문화적 뿌리가 없는 아동과 청소년은 정

체성 문제를 나타내며 갈등 해결을 위한 본보기가 부족하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자살시도

또는 자살과 같은 자기 파괴적 행동에 의존할 수 있다[5].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관련된 성별 비순응(gender� nonconformity)� 및 정체성 문제의

속성은 또한,� 자살행위의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가족과 또래 또는 학교

및 사회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지 않는 아동·청소년은 심각한 수용 문제(acceptance� problem)가�

있으며 최적의 성장을 위한 본보기를 찾기 힘들다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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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유형과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생활사건

어린 시절의 파괴적인 가족 유형과 트라우마 사건은 그 사건 이후 청소년이 정신적 외상에 대처할

수 없을 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6].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아동·청소년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가족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다.

Ÿ 정서 장애와 기타 정신질환이 있는,� 부모의 정신질환[7]

Ÿ 가족 구성원의 알코올 사용 장애와 물질 남용,� 또는 반사회적 행동

Ÿ 자살 및 자살시도 가족력

Ÿ 학대 가정(아동의 신체 및 성적 학대 포함)

Ÿ 가정 내 대화 부족으로 인한,� 부모/보호자의 방임

Ÿ 긴장감과 공격성을 일으키는,� 부모/보호자들 간의 잦은 다툼

Ÿ 부모/보호자의 이혼,� 별거 또는 사망

Ÿ 다른 주거지로의 빈번한 이사

Ÿ 부모/보호자 측의 매우 높거나 낮은 기대치

Ÿ 부모/보호자의 부족하거나 지나친 권위

Ÿ 자녀의 정신적 고통을 관찰하고 처리해야 하는 부모/보호자의 시간 부족과 방치 또는

소홀함이 특징인 부정적인 정서적 환경

Ÿ 의사소통의 경직성[8]

Ÿ 입양 가정 또는 위탁 가정

이러한 가족 유형이 자살 위험이 큰 아동·청소년 사례의 특징인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은 한 가지 이상의 문제로 인해 위험요인들이 누적되어있는 가정 출신인 경

우가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들은 부모에게 대체로 순종적이고 때로는 가족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거나 금기시하기 때문에 가족 외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

인지 유형(cognitive� style)� 및 성격

다음과 같은 성격적 특성은 자살시도나 위험성과 연관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자주

겪는 상태일 수 있으므로 자살을 예측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Ÿ 불안정한 감정

Ÿ 공격성

Ÿ 반사회적 행동

Ÿ 급작스러운 공격적 행동

Ÿ 높은 충동성

Ÿ 화를 잘 냄

Ÿ 경직된 사고 및 대응 패턴

Ÿ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부족한 문제 해결 능력

Ÿ 부족한 현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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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몽상가적 기질

Ÿ 무가치하다는 생각과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위대함에 대한 환상

Ÿ 쉽게 느끼는 실망감

Ÿ 특히 가벼운 신체적 질환이나 사소한 실망에도 불안해함

Ÿ 독선적임

Ÿ 부모를 비롯하여 친구들과 어른들에 대하여 우월감,� 거부감 또는 도발적인 행위를 공공연하게

나타냄으로써 열등감과 불안감을 감추려는 경향

Ÿ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이나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관한 불확실성[9]

Ÿ 부모,� 다른 어른 및 친구들과 애증이 엇갈리는 양가적인 관계

청소년의 광범위한 성격 및 인지 요인과 자살행위 위험 간의 관계에 관심이 많지만,� 특정 성격 특

성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연구결과는 일반적으로 드물고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정신질환

다음과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아동·청소년 경우에는 자살행위가 증가한다.

우울증

우울 증상과 반사회적 행동의 결합은 10대 청소년 자살의 가장 일반적인 선행 조건으로 설명되어

왔다[10,11].� 몇몇 설문 조사에 따르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최대 3/4이 한 가지 이상의

우울 증상을 보이며,� 대다수가 만성 우울증을 앓고 있음이 밝혀졌다[12].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학생들은 의사의 진찰을 받을 때 정서보다는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13].� 두통이나 복통 등의 신체적 통증과 다리나 가슴이 쑤시는 듯한 통증도 빈번하다.

우울증이 있는 여학생들은 내성적이고 침묵하며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강하다.� 우울

증이 있는 남학생들은 오히려 분열성(disruptive)� 행동과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사와

부모의 많은 관심을 요구한다.� 공격성은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자살의 위험요인이다.

일부 우울 증상이나 우울장애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아동에게 흔하지만,� 자살 생각이나 자살시도에

우울증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지는 않는다[14].� 우울증이 없어도 자살하는 경우가 있고,� 자살하지 않는다

해도 우울증이 있을 수 있다.

불안 장애

연구결과에 따르면 불안 장애와 남성의 자살시도 간에는 일관성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나 여성들에

게서는 상관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성 불안(trait� anxiety)은 자살행위의 위험에 미치는 그 영향

에 있어서 우울증과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나기에 자살 위험이 있는 청소년의 불안 장애는 더욱더 면

밀하게 평가되고 치료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자살 생각에 시달리는 청소년은 신체화 증상을 동반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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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및 약물 남용

자살하는 아동·청소년 중에는 알코올과 불법 약물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연령층에서는 자

살 위험성이 높은 환자 4명 중 1명이 자살하기 전에 알코올이나 약물을 섭취한 것으로 밝혀졌다[15].

섭식 장애(eating� disorder)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 때문에,� 많은 아동·청소년이 체중 감량을 시도하며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하여 신경을 쓴다.� 10대 여학생들의 1~2%가� 거식증(anorexia)이나 식욕이상항진

증(bulimia)을 앓고 있다.� 거식증을 앓는 여학생들은 매우 높은 빈도로 우울감을 느끼며,� 자살 위험은

일반적인 청소년보다 20배 높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학생들도 거식증과 식욕이상항진증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13,17].

정신병적 장애(psychotic� disorder)

조현병(schizophrenia)이나 양극성 장애(manic-depressive� disorder)과 같은 심한 정신질환을 앓

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거의 없지만,� 이러한 환자들의 자살 위험은 매우 크다.� 대부분의 젊은 정신질

환자들은 실제로 음주 문제,� 지나친 흡연 및 약물 남용과 같은 몇 가지 위험요인이 특징이다.

과거의 자살시도

위에서 언급한 정신질환의 유무와 관계없이,� 한 번의 또는 반복적인 자살시도 이력은 자살행위의

중요한 위험요인이다.

�

자살행위의 유발 요인인 현재의 부정적인 생활사건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함과 민감성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아동·청소년에게서 일반적으로 관찰된다
[16].� 이러한 민감성으로 인해 부정적인 생활 사건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지므로,� 자살행위 전에는

생활 스트레스 사건이 있었던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건들은 자살 생각을 구체화해 자살시도 또는 자

살로 이어질 수 있는 무력감,� 절망감 및 체념을 다시 불러일으킨다[17].

자살시도 또는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상황 및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Ÿ 정신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은 사소한 일을 매우 해롭다고 여기며 불안과 혼란스러운 행동

으로 반응함.� 반면 이들보다 심각한 수준의 자살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의 경우는 위기 상황을

자신의 자아상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 개인의 존엄성이 위협받았다는 생각에 괴로워함.

Ÿ 가정불화

Ÿ 친구,� 여자친구/남자친구,� 급우 등과의 결별

Ÿ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 외의 중요한 사람의 죽음

Ÿ 연인 관계에서의 이별

Ÿ 대인관계 갈등 또는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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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법률 또는 징계 문제

Ÿ 또래 집단이 주는 압박감 또는 자기-파괴적인 또래를 받아들임

Ÿ 집단 괴롭힘과 부당한 괴롭힘

Ÿ 성적에 대한 실망과 학업성적 불량

Ÿ 시험 기간 중 학교에서의 높은 요구

Ÿ 실업과 빈곤한 재정

Ÿ 원하지 않은 임신,� 낙태

Ÿ HIV또는 기타 성전염성질환의 감염

Ÿ 심각한 신체질환

Ÿ 자연재해

4.�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자살 고위험군 학생을 파악하는 방법

정신적 고통의 감지

다음과 같이,�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적,� 출석 또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갑작스럽거나 극적인 변

화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18].

Ÿ 평소 활동에 관심 부족

Ÿ 성적의 전반적인 하락

Ÿ 개인적인 노력의 현저한 감소

Ÿ 교실 내의 부도덕한 행위

Ÿ 사유가 밝혀지지 않거나 반복되는 결석 또는 무단결석

Ÿ 지나친 흡연이나 음주,� 또는 약물 남용(대마초 포함)

Ÿ 경찰 개입과 학생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건

정신적인 고통에서 시작되어 자살 생각을 자극하고 결국에는 자살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학생들을

식별하는데 위와 같은 요인들이 도움이 된다[19].

교사나 학교 상담사가 이러한 징후를 감지한 경우에는 학교 팀에 알려야 하며,� 그 징후는 일반적으

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고 일부 경우에는 그 결과가 자살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

한 조치가 필요하다.

자살 위험의 평가

자살 위험을 평가할 때,� 교직원들은 문제가 항상 다차원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과거의 자살시도

과거의 자살시도 이력은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 중의 하나이다.� 또다시 곤경에 처하게 되면 자살시

도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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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또 다른 하나의 주요 위험요인은 우울증이다.� 우울증은 의사 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의

사가 진단해야 하나,� 교사와 그 외의 교직원들도 우울증의 다양한 증상[21]을 알고 있어야 한다[20].

청소년의 우울증을 평가할 때 오는 어려움은 그들의 정상적인 발달 단계(과도기적 단계)� 자체가 우

울증과 일부 특징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관련되어있다.

청소년기의 혼란은 정상적인 상태이며,� 그 과정에서 낮은 자존감,� 의기소침,� 집중력 문제,� 피로감

및 수면장애와 같은 특징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우울증과 공통적인 특징이나,� 지속되고 점점

더 심해지지 않는 한 경계할 필요는 없다.� 우울증의 성인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은 보다 활발하게 행

동하며,� 더 잘 먹고,� 잘 자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존재에 관한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청소년기에는 우울한 생각이 보통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반영한다.� 자살 생각의 강렬함,� 그 깊이와 지속 기간,� 그 생각을 유발하는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건강한 청소년과 자살 충동 위기의 극심한 고통에 처한 사람을 구별

할 수 있다.�

위험 상황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살 생각을 불러일으켜 자살 위험을 증가시키는

환경적 상황과 부정적인 생활 사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5.� 학교 내에서 자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개입 방법

곤경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아내는 일은 일반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지만 그중에서 자

살 충동을 느끼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반응을 보이고 대응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곤경에 처해 자살 충동을 느끼는 학생들을 세심히 존중하면서 상대하는 방법을 이미 숙지한 교육

관련 직역도 있겠으나,� 그 외의 직역은 이러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해도를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학생을 대할 때는 반드시 거

리감과 친밀감,� 그리고 공감과 존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학생들의 자살 충동 위기를 알아내고 관리하는 일은 교사와 다른 교직원들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

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필요한 특정 능력 혹은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심리

적 문제와 직면하는 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예방:� 자살행위가 발생하기 전

자살 예방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곤경에 처하거나 자살 위험이 증가한 아동·청소년을 초기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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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2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아래에 설명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관련된 교직원 및 학생

들의 상황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노골적으로 자살에 관해 청소년에게 교

육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한다.� 그보다는 자살에 관한 주제를 긍정적인 정신

건강 접근 방식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교사 및 교직원들의 정신건강 강화[23]

무엇보다도,� 교사와 다른 교직원들의 복지와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들에게는 업무현

장이 거부적이고,� 공격적이며 때로는 폭력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과 학생 및 동료들의 정신적 긴장과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정보 자

료가 필요하다.� 그들은 또한 지원과 필요 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자존감 강화[24]

긍정적인 자존감(self-esteem)은 아동과 청소년을 정신적 고통과 허탈감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려움

과 스트레스가 많은 삶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25].

아동·청소년의 자존감을 긍정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을 이용할 수 있다.� 몇 가지 권

장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Ÿ 청소년이 긍정적인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긍정적인 삶의 경험[26]은 강조되어야 함.�

긍정적인 과거 경험은 그로 하여금 자부심을 느낄 가능성을 증가시킴.

Ÿ 바람직한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아동과 청소년을 끊임없이 압박하는 것은 삼가야 함.

Ÿ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 스스로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함.� 사랑받는 것과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

Ÿ 아이들을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겨야 함.� 아이들은 단지 존재한다

는 이유만으로도 특별하다고 느껴야 함.

연민이 자존감을 저해하는 반면 공감은 자존감을 발전시키는데,� 연민의 경우는 그 판단의 주체가

타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자율성의 존중과 선택에 대한 권한은 유소년기에 긍정적 자존감을 발전시키

는 기본 구성요소이다.

아동·청소년의 자존감 성취는 신체적,� 사회적 및 직업 능력의 개발에 달려 있다.� 높은 자존감을 얻

기 위해서는 가족으로부터 언젠가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과,� 이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자립을

위한 직업을 준비해야 하며,� 실행 가능하며 의미 있는 인생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전문가를 찾아간 후에 정기적인 교과과정의 목적으로 사회기술 훈련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

인 전략이다.� 이 프로그램은 도움을 받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또래들에게 전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어른들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

교육 시스템은 또한,� 모든 학생의 정체성에 대한 개발과 통합을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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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 대한 학교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목표이다.

감정 표현의 장려

아동·청소년에게 자신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알려 주어야 하며,� 부모와 교사,� 학교 의

사나 간호사,� 친구,� 운동코치와 종교 상담자와 같은 어른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도록 권장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과 폭력의 예방

학교 내 혹은 주변에서 집단 괴롭힘과 폭력을 예방하는 방안을 교육 시스템 안에서 고안하여 불건

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보호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제공

예를 들어 위기 및 비상 전화 상담 서비스의 전화번호와 응급 정신건강 상담 전화번호를 널리 홍

보하여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정 서비스를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개입(intervention):� 자살 위험을 식별하였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자살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은 의사소통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

살에 대해 고민하고 있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소통

자살 예방의 첫 번째 단계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의사소통이다.� 자살 과정이 진

행되는 동안에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과 주변 사람들 간의 상호 의사소통이 결정적으로 중요

하다.�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관계망이 끊어지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

Ÿ 침묵과 긴장이 증가하는 관계:� 기존에 서로 대화가 없다 보니,� 자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자살 충동이 자극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Ÿ 명백한 양가감정:� 당연히,�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아동이나 청소년과의 대화에 직면하는 어른들은

자신의 정신적 갈등을 표면화시킴.� 자살을 고민하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아동이나 청소년과

의 만남이 주는 심리적 압박은 대개 매우 크며 다양한 감정 반응을 수반함.� 어떤 경우에는,� 자

살 충동을 느끼는 아동·청소년을 만나는 성인들의 미해결된 정서적 문제가 표면에 떠오를 수

있음.� 그러한 문제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학생을 돕기를 원하는 것과 동시에 학생을 돕는 것

에 대해 달갑지 않아 하거나 학생을 도울 수 없는 양가감정이 있는 교직원들 사이에서 두드러

질 수 있으며,� 이는 대화의 회피를 초래할 수 있음.

Ÿ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공격성:� 성인들의 불쾌함은 때로는 너무 커서 곤경에 처하나 자살 충

동을 느끼는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종국에는 언어 또는 행동이나 표정으로 표현하는 공격성으

로 반응함.

Ÿ 교사가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점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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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대화는 각�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

대화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의 자아를 존중하고 있다는 점과 그럼에도 지금은 도움이 필

요하다는 것을 표현해야 함.

곤경에 처하거나 자살할 위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극도로

민감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 및 또래들과 신뢰할만한 관계가

없어서 관심,� 존중 또는 심지어 사랑의 결핍도 경험했기 때문이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학생의 과민

반응은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모두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여기에서,� 비언어적 표현(body�

language)은 언어적 의사소통만큼 큰 역할을 한다.� 어쨌든,� 자살을 고민하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아동 또는 청소년이 말하기 꺼린다고 어른들이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이러한 회피의 태도가

주로 어른들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아동·청소년은 도움 제공에 대한 수용 및 거부 여부와 삶과 죽음에 관해 매우

극단적으로 양가감정을 보인다.� 이러한 양가감정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의 행동에 명백히 영향

을 미치며,� 이러한 양가감정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부터 거부에 이르기까지

태도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오해할 수도 있다.

교직원들의 기술 향상

이는 곤경에 처하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학생들과 교사들 간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자살 위험

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의 특수 교육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교직원이

삶과 죽음에 관한 주제에 관해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정신적 고통,� 우울

증 및 자살행위를 식별하는 능력을 향상하며,� 이용 가능한 지원에 대한 지식을 늘리는 것이 자살 예

방 교육의 목표가 된다.

자살 예방에 관한 매뉴얼에 정의된 바와 같이 명확한 목표와 정확한 한계는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

이다.

전문가에게 진료 의뢰

신속하고 믿을 수 있으며 결단력 있는 개입,� 즉 자살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을 일반의,� 아동 정신건

강의학과 의사 또는 응급실로의 이송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가 접근하기 쉽고 도움이 되며,�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교직원

들은 곤경에 처하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학생들을 능동적으로 직접 의뢰해야 하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아동의 권리 보호를 담당하는 법정대리인들로 구성된 팀이 접수해야 한다.� 학생을 보건

의료체계로 능동적으로 이전시킨다면,� 의뢰가 문서상으로만 수행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의뢰 절

차 중에 그 학생이 거부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곤경에 처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아동·청소년의 주변에서 자살 수단의 제거

학교,� 부모가 사는 집과 기타 구내에서 위험한 약품,� 총기,� 농약,� 폭발물,� 칼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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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고 제거하거나 보관함을 자물쇠로 잠그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조치들이다.� 더불어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기에 충분치 않기 때문에,� 동시에 심리적 지원이 제공

되어야 한다.

자살이 시도되었거나 수행되었을 때

교직원과 학우들에게 알림

학교는 자살이 교내에서 시도되거나 수행되었을 때 교직원,� 특히 교사와 또한,� 동급생과 부모에게

알리는 방법에 관한 비상계획이 필요하며,� 이 계획의 목적은 연쇄적인 자살의 예방에 있다.� 자살 충

동을 느끼는 아동·청소년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한 사람들이 사용한 수단을 찾아내고자 하는 경향

으로 인해 전염 효과가 발생한다.� 1994년 미 질병관리본부(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가� 작성

및 공포한 자살 집단의 관리 및 예방 방법에 관한 권고 사항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27].

같은 학급과 다른 학급 모두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학생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자

살 집단에는 서로 알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살 희생자로부터 멀어 떨어져

있거나 전혀 모르는 청소년조차도 자살자의 행위를 파악하고 그 결과로서 자살하게 될 수도 있다.

학생의 자살이나 자살시도는 학우,�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하며 그러한 행위로 인

해 초래된 정신적 고통은 적절히 해결되어야 한다.

6.� 권장 사항 요약

자살은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며,� 자살 충동을 느끼는 학생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에게 경고와 개입 기회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자살 예방 활동에서 교사 및 기타 교직원들은 중대

한 전략적 중요성이라는 난제에 직면하며,� 그 기본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Ÿ 인격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확인한 후,� 심리적으로 지원함.

Ÿ 청소년과 대화하며 이해하고 도우려고 함으로써 보다 친밀한 유대감을 맺음.

Ÿ 정신적 고통을 덜어줌.

Ÿ 언어 표현 및 행동 변화를 통하여 자살 충동에 관한 의사소통을 초기에 인식하는 관찰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받음.

Ÿ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도움.

Ÿ 무단결석을 주의 깊게 관찰함.

Ÿ 정신질환을 극복하고 알코올 및 약물 남용을 없애도록 도움.

Ÿ 정신질환과 알코올 및 약물 남용의 치료를 학생에게 추천함.

Ÿ 유독성 및 치명적인 약물,� 농약,� 총기 및 기타 무기 등의 자살 수단에 학생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

Ÿ 교사와 다른 교직원들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현장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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