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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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파리,� Groupe� Hospitalier� Cochin의 Jean-Pierre� Soubrier� 박

사에게 힘입은 바가 크다.� 다음에 명시한 WHO� 국제자살예방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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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Sergio� Pérez� Barrero,� Hospital� de� Bayamo,� Granma,� C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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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essor� Diego� de� Leo,� Griffith� University,� Brisbane,� Australia

Dr� Ahmed� Okasha,� Ain� Shams� University,� Cairo,� 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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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Airi� Värnik,� Tartu� University,� Tallinn,� Estonia
Professor� Danuta�Wasserman,� National� Centre� for� Suicide� Research� and� Control,� Stockholm,�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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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자료의 초판에 대한 전문적인 편집에 도움을 준 인도 첸나이(Chennai),� SNEHA의 Lakshmi�

Vijayakumar� 박사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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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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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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를 위한 자살 예방 지침

일반의(physician)가� 직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 중 하나는 환자의 자살이다.� 이러한 일을 겪은 일

반의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반응은 불신감,� 자신감 상실,� 분노와 수치심이다.� 환자의 자살은 전문가로

서 무능하다는 감정,�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와 평판에 대한 우려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의는

사망자의 가족 및 친구를 상대함에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에 부딪힌다.

본 자료는 기본적으로 일반의를 대상으로 한다.� 본 자료의 목적은 자살에 관련된 주요 질환과 기

타 요인을 개괄적으로 서술한 후,� 자살 충동을 느끼는 환자의 식별 및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에 있다.

1.� 자살의 사회적 비용

WHO에 의하면 2000년에 약 1백만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참고:� 본

보고서는 2000년에 작성됨-역자).� 자살은 모든 국가에서 상위 10대 사망 원인 중의 하나이며 15세

에서 35세 사이의 연령대에서는 세 가지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이다.

자살이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영향은 헤아릴 수 없다.� 평균적으로 한 번의 자살은

적어도 6명의 타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교나 직장에서 자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

자살의 사회적 비용은 장애보정손실수명연수(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s)� 측면에서 추정

할 수 있다.� 이 지표에 의하면,� 1998년에 자살은 전세계적으로 전체 질병 부담의 1.8%에 해당하며,�

고소득 국가는 2.3%,� 저소득 국가는 1.7%를 차지한다.� 이는 전쟁과 살인으로 인한 부담과 동일하

며,� 당뇨병 부담의 약 2배,� 출산 중 질식 및 이에 따른 심리적 외상의 부담과 동일하다.

2.� 자살과 정신질환

오늘날에는 자살이 생물학적,� 유전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및 환경적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다차원 장애로 이해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살사망자의 40%에서 60%가� 자살 전

1달 내에 병원에 간 적이 있다고 하며,� 이 사람들 중 대부분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

의로부터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의는 자살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그 중대한 임무는 자살충동을 느끼는

환자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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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자체를 정신질환이나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정신질환은 자살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자살한 사람들의 80~100%가�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기분 장애(주로 우울증),� 알코올 사용 장애,� 조현병(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들의 평생

자살위험도는 각각� 6`~15%,� 7~15%,� 4~10%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자살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

고 있다.� 따라서 1차 진료에서 정신질환의 발견,� 진료 의뢰 및 관리는 자살예방의 중요한 단계이다.

자살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하나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함께

발생하는 질환으로는 알코올 사용 장애와 기분 장애(즉,� 우울증),� 그리고 인격 장애와 기타 정신질환

이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협력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일반의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기분 장애(mood� disorders)

모든 유형의 기분 장애는 자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기에는 양극성 정동장애(bipolar�

affective� disorder),� 우울 삽화(depressive� episode),� 재발성 우울장애(recurrent� depressive� disorder)

와� 지속적인 기분장애(예:� 순환성장애(cyclothymia)와 기분부전장애(dysthymia)가� 포함되며,� 이들은

ICD-10의 카테고리 F31-F34를 구성한다[1].� 따라서 인식되지 않아서 치료되지 않은 우울증은 자살의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 일반인 중 많은 이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나 대다수는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 일반의에게 진료받은 환자 중의 30%가�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신건강

의학과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약 60%는 초진 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 아닌 일반 의원을

찾아간다.� 안타까운 점은 일반의가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을 동시에 진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경우 정신증보다는 신체 증상에 국한된 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전형적인 우울 삽화(depressive� episode)에서,�환자는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받는다.

Ÿ 우울한 기분(슬픔)

Ÿ 흥미 및 즐거움의 상실

Ÿ 기운이 쇠약해짐(피곤함과 활동저하)

우울증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다.

Ÿ 피로(tir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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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슬픔(sadness)

Ÿ 집중력 부족(lack� of� concentration)

Ÿ 불안(anxiety)

Ÿ 과민성(irritability)

Ÿ 수면장애(sleep� disturbance)

Ÿ 여러 신체 부위의 통증

이러한 증상은 우울증이 있음을 일반의에게 알리며 자살 위험에 대한 평가로 이어져야 한다.� 우울

증으로 인한 자살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된 특정 임상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2].

Ÿ 지속적인 불면증(persistent� insomnia)

Ÿ 자기 부정(self-neglect)

Ÿ 만성 단계(특히 정신병적 우울증(psychotic� depression))

Ÿ 기억력 감퇴(impaired� memory)

Ÿ 불안(agitation)

Ÿ 공황 발작(panic� attack)

다음과 같은 요인들은 우울증 환자들의 자살 위험을 증가시킨다[3].

Ÿ 25세 이하의 남성

Ÿ 우울증의 초기 단계

Ÿ 알코올 남용

Ÿ 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 중 우울삽화 기간

Ÿ 혼합조울(maniac� depressive)상태

Ÿ 정신병적 조증(psychotic� mania)

우울증은 청소년과 노년층의 자살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지만,� 우울증이 늦게 발병한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

우울증 치료 분야의 최근 발전 방향은 1차 진료에서의 자살예방과 크게 관련되어있다.� 스웨덴에서

는 일반의들에게 우울증의 식별 및 치료에 관하여 교육한 결과,� 자살이 감소되었음을 발견하였다[4].�

역학 자료(epidemiological� data)에 따르면 항우울제가 우울증 환자의 자살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치료에 필요한 정량의 약물이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투여되어야 한다.�

노년층의 경우에는 회복 후 2년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정기적으로 리튬 유지 요법을

받는 환자는 자살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5].

알코올 사용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는 자살한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 빈번하

게 진단되고 있다.� 자살과 알코올 사용 장애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으

로 설명할 수 있다.� 알코올 사용 장애의 자살위험 증가는 다음의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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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알코올 사용 장애의 조기 발병

Ÿ 오랜 음주 습관

Ÿ 높은 수준의 의존성

Ÿ 우울한 기분

Ÿ 허약한 신체 건강

Ÿ 부진한 근무 실적

Ÿ 알코올 사용 장애의 가족력

Ÿ 주요 대인관계의 최근 단절 및 상실

조현병(schizophrenia)

자살은 조현병 환자들의 조기 사망에 대한 가장 큰 단일 원인이다.� 자살에 대한 특정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6].

Ÿ 청년 남성 실업자

Ÿ 반복되는 재발

Ÿ 특히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퇴행(deterioration)에 대한 공포

Ÿ 의심(suspiciousness)과 망상(delusion)의 양성 증상

Ÿ 우울 증상

자살 위험은 다음과 같은 시기에 가장 높다.

Ÿ 조현병의 초기 단계

Ÿ 조기 재발

Ÿ 조기 회복

조현병의 지속 기간이 증가할수록 자살 위험이 감소한다.

인격 장애(personality� disorders)

자살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최근 연구는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비율이 높음(20~50%)을 보여주고

있다.� 자살에 보다 빈번히 관련되는 인격 장애는 경계선(borderline)� 인격 장애와 반사회적(antisocial)�

인격 장애이다[7].

또한,� 연극성 인격 장애 및 자기애성 인격 장애(narcissistic)와 충동성 및 공격성과 같은 특정 심리

적 특성은 자살과 연관되어 있다.

불안 장애(anxiety� disorders)

불안 장애 중에서는 공황 장애(panic� disorder)가� 자살과 가장 빈번히 관련되어 있으며,� 강박 장애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OCD)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신체화 장애(somato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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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와 섭식 장애(eating� disorder),� 신경성 거식증(anorexia� nervosa)� 및 폭식증(bulimia)도 자

살행위와 관련이 있다.

3.� 자살과 신체질환

만성 신체질환이 있을 때 역시 자살 위험성이 높아진다[8].� 신체질환자에게 정신질환,� 특히 우울증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다.� 신체질환의 만성적인 경험과 장애가 자살의 부정적인 예후

와 관련된다.

신경계 질환(neurological� disease)

간질(epilepsy)에 기인한 충동성,� 공격성의 증가 및 만성적 기능장애는 자살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

인이 된다.

척추 및 뇌 손상 역시 자살 위험을 증가시킨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뇌졸중 발생 후,� 특히 장애와

신체 손상(physical� impairment)을 초래하는 후부 병변(posterior� lesion)이 있는 환자들의 19%가�

우울증을 겪으며 자살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양(neoplasm)

자살 위험은 종양으로 진단받았을 때와 진행성 악성종양이 될 위험성이 증가하는 말기 질환의 초

반 2년 동안에 가장 높다.� 통증은 자살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HIV/AIDS

HIV� 감염과 AIDS는 젊은 층에서 증가하는 대표적인 자살 위험요인으로,� 자살률이 매우 높은데 진

단의 확정 시기와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자살 위험이 더 크다.� 정맥주사 마약중독의 경우에는 훨씬

더 위험이 높다.

� �

기타 질환

만성 신장질환,� 간질환,� 뼈 및 관절 장애,� 심혈관질환 및 위장 장애와 같은 기타 만성 질환은 자살

과 관련되어 있다.� 보행 장애(disabilities� of� locomotion),� 실명 및 청각 장애 또한 자살 위험을 증가

시킬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physician� assisted� suicide)이 의사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적극적인 안락사(active� euthanasia)는 거의 모든 사법 관할 지역에서 불법이

며,� 의사조력자살은 도덕적,� 윤리적,� 철학적 논란에 휘말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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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살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자살은 한 개인의 행위이나 그 개인이 속한 사회 속에서 발생하며,� 특정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이

와 관련되어있다.

성별

대다수 국가에서는 남성 자살사망자가 여성에 비해 많은데 그 비율은 국가마다 다르다.� 중국의 경

우 농촌 여성의 자살이 남성의 수를 넘어서는 유일한 국가이며,� 도시 지역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

이 거의 비슷하다.

연령

노년(65세 이상)과 청소년(15~30세)� 연령대의 자살 위험이 높다.� 최근의 데이터는 중년 남성의 자

살률 증가를 보이고 있다.

혼인 여부

이혼자,� 미망인과 독신자의 경우에는 자살 위험이 증가한다.� 결혼은 자살 위험의 측면에서 남성에

게 도움이 되지만 여성에게는 별 영향이 없다.� 결혼 중 별거와 독신 생활은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

킨다.

직업

수의사,� 약사,� 치과 의사,� 농업인과 의료 종사자와 같은 특정 직업군은 자살의 위험이 더 높다.� 치

명적인 도구의 사용,� 업무상의 압박,� 사회적 격리와 재정적 어려움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명된 바가 없다.

실직

실업률과 자살률 간에는 상당히 깊은 연관성이 있지만,� 이러한 연관성의 본질은 복잡하다.� 실직의

영향에는 아마도 빈곤,� 사회적 박탈감,� 가정불화 및 절망과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실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최근의 실직과

장기 실업 상태의 의미가 갖는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나,� 전자의 경우가 자살위험이 더 높다.

농촌/도시 거주

일부 국가에서는 자살이 도시 지역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농촌 지역에서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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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migration)

이주는 빈곤,� 열악한 주거환경,� 사회적 지원 부족,� 충족되지 않은 기대감 등의 문제로 자살의 위험

성을 증가시킨다.

기타

자살 수단의 손쉬운 확보와 생활 스트레스 사건과 같은 특정 사회적 요인은 자살 위험을 증가시키

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자살 고위험군의 진찰

임상적으로 유용한 많은 개인적 요인과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자살과 연관되어 있다[9].� 이 요인들

은 다음과 같다.

Ÿ 정신질환(일반적으로 우울증,� 알코올 사용 장애와 인격 장애)

Ÿ 신체질환(말기,� 고통스럽거나 쇠약해지는 질병,� AIDS)

Ÿ 과거의 자살 시도

Ÿ 자살,� 알코올 사용 장애 및 기타 정신질환의 가족력

Ÿ 이혼,� 사별 또는 독거 상태

Ÿ 독거(사회적인 고립)

Ÿ 실직 또는 퇴직

Ÿ 어린 시절의 가족 사망

환자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중이라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살 위험이 높아진다.

Ÿ 최근에 병원에서 퇴원한 경우

Ÿ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

또한,� 자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최근의 생활 스트레스 요인은 다음과 같다.

Ÿ 결혼 중의 별거

Ÿ 사별

Ÿ 가정 불화

Ÿ 직업 또는 재정 상황의 변동

Ÿ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음

Ÿ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상황

자살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가 있으나,� 자살위험이 매우 높은 응급 환자에게는 설

문지를 토한 평가보다 전문 의료인의 면담을 통한 평가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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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는 자살행위와 연관된 다양한 질환이나 상황과 마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배우자와

사별하고 우울증 치료와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고령의 남성과 남자 친구와 이별한 후 자신의 팔을 자

해한 흔적이 있는 젊은 여성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환

자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며 두 유형 사이에서 변화할 수 있다.

환자가 자살할 수 있다는 징후를 상당수 보일 때,� 일반의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일부 일반의의 경우는 자살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불편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자들과 대

면할 때 일반의들은 자신의 내적 경험을 인식하고 동료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환자가 보이는 자살의 위험신호를 무시하거나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근거 없는 믿음(myth) 실제 상황(reality)

자살에 대해 이야기 하는 환자들은 거

의 자살하지 않는다.

자살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은 대개 사전에 어떤 단서나 경고 신호

를 보인다.� 또한,� 심각한 수준의 자살 위험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

환자에게 자살에 관하여 묻는 것은 자

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자살에 관한 질문은 그 자체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많으

며,� 환자를 안심시키고 깊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반의가 계속해서 진료하기로 했다면(전문의에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면)� 다른 환자들이 진료실 밖

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먼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조치는 그 환자가 정신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 동안 면담하는 것이다.� 우선 치료진은 환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보

다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폐쇄형 질문(예/아니오로 답하게 되는 질문)이나 직

접적인 질의로 면담을 시작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매우 근심이 있어 보이네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와 같은 말로 시작할 수 있다.� 공감하면서 듣는 것은 그 자체로 자살에

이를 수 있는 절망감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질문 방법

환자에게 자살 충동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이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나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순차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1. 불행하며 무력하다고 느끼나요?

2. 절망감을 느끼십니까?

3. 매일 삶과 마주치는 것이 힘든가요?

4. 삶이 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삶이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6. 자살 충동을 느끼십니까?

질문 시기

다음과 같은 시기에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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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후

Ÿ 환자가 자신의 감정을 편안하게 표현할 때

Ÿ 환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중일 때

추가 질문

이러한 과정은 자살충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살충동의 빈도 및 심각성과

자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질문을 계속한다.� 환자가 어떤 계획을 세웠고 자살할 수 있는 수

단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하는 방법이 총기 사용이지만 총에 접근할 수 없다

고 환자가 언급한다면,� 위험성이 낮아진다.� 그러나,� 환자가 한 가지 방법을 계획하였으며 그 수단(예:�

약물)을 가지고 있거나 계획한 수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살 위험이 더 높아진다.� 부담

스럽거나 강압적인 질문이 아니라 환자에게 일반의의 공감을 보여주는 온정적인 방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Ÿ 삶을 마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나요?

Ÿ 어떻게 실행에 옮길 계획인가요?

Ÿ [약물 /� 총기 /� 기타 수단]을 가지고 있나요?

Ÿ 언제 실행에 옮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주의 사항 ]

Ÿ 민감하게 해석되어야 할 태도 변화:� 불안해하던 환자가 갑자기 침착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환자는

이미 자살할 결심을 내렸을 수 있다.

Ÿ 부인:� 스스로 죽으려는 매우 진지한 의도가 있는 환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기도 한다.

6.�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

막연한 자살 생각으로 환자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면,� 관심을 나타내는 일반의에게 그 생각과 감

정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에게 사회적 지원체계가 충분

치 않은 경우에는 특별히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

은 일반적으로 무력감,� 절망감,� 체념 등의 감정을 복합적으로 경험한다.� 가장 공통적인 세 가지 상태

는 다음과 같다.

1. 양가감정(ambivalence).�자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대다수는 마지막까지 양가적인 태도를 지

니고 있다.� 살고자 하는 소망과 죽고자 하는 소망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린다.� 살고자 하는 소

망을 증가시키도록 의사가 양가감정을 이용한다면,� 자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충동성(impulsivity).�자살은 충동적인 현상이며 충동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이다.� 충동이 일어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위기를 해소시킬 수 있다.

3. 경직성(rigidity).�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고력,� 기분 및 행동의 범위가 제한

되어 있으며 이분법적인 사고를 주로 한다.� 의사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환자와 함께 자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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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몇 가지 가능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환자가 자살 이외의 다른 선택사항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지원 요청

담당 의사는 환자를 둘러싼 가용 자원을 알아보고 친척,� 친구,� 지인 또는 환자에게 힘이 될 수 있

는 다른 사람을 찾아내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계약 수립(contracting)

“자살 금지”� 계약을 맺는 것은 자살예방에 유용한 기법이다.� 환자와 가까운 다른 사람이 협상 과정

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 대부분 환자는 자신

이 의사와 한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 계약은 환자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때 한

해서 적절히 기능한다.

심한 정신질환이나 자살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약물치료와 인지

행동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의사와의 지속적인 만남은 대부분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며,� 이러

한 만남은 환자의 욕구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저질환의 치료가 아니라면 2~3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환자는 많지 않다.� 퇴원 이

후의 사례관리는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자립심을 키우며,� 환자가 삶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하는 다

양한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7.� 전문의에게 의뢰하기

환자의 진료를 의뢰하는 시기

환자가 다음과 같은 상태일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해야 한다.

Ÿ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Ÿ 과거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

Ÿ 자살,� 알코올 사용 장애 및 정신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Ÿ 신체적인 건강이 악화된 경우

Ÿ 지지 체계가 부족하여 재발이 우려되는 경우

의뢰 방법

전문의에게 환자의 진료를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일반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Ÿ 시간을 내어 환자에게 진료를 의뢰하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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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의뢰된 상황에 대한 수치심과 향정신성약물에 관한 불안감을 가라앉힘

Ÿ 약물치료와 심리치료가 효과적임을 분명히 밝힘

Ÿ 진료 의뢰가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

Ÿ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약속을 잡음

Ÿ 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약속을 잡은 후 환자에게 시간을 냄

Ÿ 반드시 환자와의 관계를 지속시킴

환자의 입원 시기

다음과 같은 징후가 보이면 즉시 입원시켜야 한다.

Ÿ 자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Ÿ 가까운 장래(몇 시간 또는 며칠 내)에 죽고자 하는 의도가 강한 경우

Ÿ 불안 또는 공황 발작이 있는 경우

Ÿ 난폭하고 즉각적인 자살 수단을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환자의 입원 방법

Ÿ 환자를 혼자 방치하지 않음

Ÿ 입원을 준비함

Ÿ 앰뷸런스나 경찰차로 병원 이송을 준비함

Ÿ 관련 기관과 가족에게 알림

8.� 자살 위험의 단계를 평가하기

환자가 자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하거나 확인하였을 때 일반의가 그 환자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주요 단계를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자살 위험 증상 평가 조치

0 정신적 고통 없음 - -

1 정서적으로 불안정함 자살 생각에 관하여 물어봄 공감적 청취

2 죽음에 대한 막연한 생각 자살 생각에 관하여 물어봄 공감적 청취

3 막연한 자살 생각 의도(계획 및 방법)를 평가함
가능성을 조사함
지원을 찾아봄

4 자살할 생각이 있지만 정신질환이 없음 의도(계획 및 방법)를 평가함
가능성을 조사함
지원을 찾아봄

5
자살할 생각과 정신질환이 있거나 또는
심각한 생활 스트레스 요인이 있음

의도(계획 및 방법)를 평가함
계약을 맺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함

6
자살할 생각과 정신질환이 있거나 또는

심각한 생활 스트레스 요인이 있거나 또는
불안해하고 과거에 자살 시도가 있었음

환자 곁에 있음
(자살 수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지)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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