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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Korean Standardized Suicide Preven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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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ZZSince 2003 South Korea’s suicide rate has remained the highest among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untries. Gatekeeper training is a major strategy in the national suicide prevention plan in Korea.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effect of the
Korean standardized suicide prevention program on the gatekeeper’s intervention, developed by
the Korea Association for Suicide Prevention and implemented by the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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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MethodsZZA telephone survey was conducted in order to assess awareness and intervention
for the high risk group. Out of the 35825 people who completed the educational course in 2013,
800 gatekeepers were selected by proportional quota sampling.
ResultsZZOf the 800 subjects, 93% answered that people in the high risk group of suicide sent
diverse signals implying suicide ; 19.9% of the gatekeepers found actual high risk suicidal people,
95% of whom listened to why they came to think about suicide and 71.5% of listeners gave information about suicide prevention and referred them to mental health professionals.
ConclusionZZThe Korean standardized suicide prevention program may be helpful to the gatekeepers in playing an adequate role in intervention, but further study is needed in order to evaluate long-term educational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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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중재로 알려진 방법들(일반 대중교육 및 인식개선, 정신질환
의 치료, 치명적 자살수단의 접근 제한, 언론 보도 모니터링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자살

등)에 대한 1966년부터 2005년 6월까지의 연구들을 검토하

사망자가 8600여 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앞질

였을 때, 우울증 발견과 치료, 의료인 대상 교육 및 치명적인

렀으며, 2007년 기준으로 12174명, 2012년엔 14160명이 자살

자살수단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이 자살률을 유의하게 낮

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자살률은 2003년 이후 경제협력개발

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중재 방법들인 공공 교육이나

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

미디어를 통한 교육 등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

1)

opment, 이하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하였다.

일반적으로 상당수의 자살은 예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자살예방을 위한 여러 정책 중 게이트키퍼 양성을 통한 지

있다. Mann 등2)의 메타분석 논문에 따르면 기존의 예방적

역사회 자살의 조기 발견과 개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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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자살예방정책의 하나이다.2-4) 게이트키퍼란 자살 고위

도 및 자살률의 감소를 최종 목표로 하게 된다.

험군과의 초기 접촉시에 자살 위험요인을 인지하여 그들을

본 연구의 목적은 [보고듣고말하기] 프로그램을 교육 받은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게이트키퍼 교육 프로그램

게이트키퍼를 대상으로 고위험군의 발견, 개입, 의뢰 등 개입

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자살 위험군을 발견하고, 위험 정도

행동을 평가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고 향후 게이

를 평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프로

트키퍼의 양성이 국내 자살예방정책에 어느 정도의 근거를

5)

그램이다.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인 자살예방사업이 수행되

제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기 위해서는 검증된 게이트키퍼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방

야 하며, 1980년대 초반 캐나다 정신보건협회에서 공식적으
로 게이트키퍼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후 해외에서는 Livingworks사의 Applied Suicide Intervention Skills Training(이
6)

법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

7)

[보고듣고말하기]는 2012년에 한국자살예방협회가 구성

Yellow Ribbon International for Suicide Prevention8) 등이

한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위원회의 공동 작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교육시간은 대개 한 시간 반에서 5일 정

업을 통해 개발되었다.14) 개발 위원회에는 정신의학, 간호학,

도로 구성되어 있다.9)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다학제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하 ASIST), Question Persuade and Refer(이하 QPR),

게이트키퍼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연구 중

이 프로그램에서는 3시간이 소요되며 게이트키퍼의 역할

군과 일차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자살률의 감소를 결

로 보기, 듣기, 말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감정을 서구에 비해

과로 보고하고 있다.2,9) 스웨덴에서는 일차진료의를 대상으

덜 표현하는 한국적 상황에 맞게 ‘보기’라는 주제로 위험신호

로 2일간의 트레이닝을 진행한 후 여성의 자살률이 유의하

의 조기발견이 강조되어 있다. 청소년, 성인, 노인을 주제로

10)

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독일과 헝가리, 일본에서도

한 연령대별 동영상을 보고 피험자가 위험신호를 발견해 워

일차의료진에 대한 교육이 자살률 감소에 기여했다는 보고

크북에 직접 확인하는 형식이다. ‘듣기’ 부분은 자살사고에

가 있다.11,12) 또한 미 공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33%의

대한 적극적이고 공감적인 경청과 살아가야 할 질문을 통한

13)

자살률의 감소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희망의 제시를 다루고 있으며, ‘말하기’를 통해 안전점검 목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게이트키퍼 교육 프로그램의 특

록을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성상 무작위 대조군 연구나 교육이 게이트키퍼의 행동 변화

이후 증례를 통해 복습하고 역할극을 통해 직접 참여하는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방식으로 교육을 마친 후, 수료자에겐 수료증을 제공한다. 교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제1차 자살예방 종합대책

육 대상은 전 국민이며, 강사는 2년 이상 자살예방사업에 종

(2004~2008)과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2009~2013)을 수

사한 전문가로 제한되며 2일간 총 16시간의 강사 교육을 받

립하면서 게이트키퍼 교육을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아야 한다.

바 있다. 그러나 외국의 프로그램을 일부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살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이 계속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표준화된 프로

프로그램
교육소개

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한국자살예방협회는

보고듣고말하기
자살 위험신호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고 자살예방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훈련
- 주제 :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 행동, 상황적

2012년 보건복지부와 생명보험사회 공헌재단의 지원을 받

보 기

아 개발위원회(위원장 오강섭)를 구성하였고, 중앙자살예방
센터의 도움을 받아 한국형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보고듣
14)

고말하기]를 개발하였다.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는 보급

신호를 본다.
- 시간 : 도입 20분, 보기 50분, 휴식 10분
- 주제 : 실제 자살 생각을 묻고 죽음의 이유와

교육내용

듣 기

삶의 이유를 적극적으로 듣는다.
- 시간 : 듣기 40분, 휴식 10분

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책임하에 전

- 주제 : 안전점검목록을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국적으로 게이트키퍼를 양성하여 총 35285명이 교육을 수료

말하기

한 바 있다.15) [보고듣고말하기] 프로그램에서는 게이트키퍼

도움을 의뢰한다.
- 시간 : 말하기 40분, 역할극 15분, 정리 5분

를 “생명사랑지킴이”로 명명하였으며, 우선적으로는 교육을

교육대상

일반 인구 집단(전 국민 대상)

통해 자살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이들이 지역사

교육시간

3시간

회에서 고위험군을 발견하고 개입하며 전문가한테 의뢰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고위험군의 자살시

중앙자살예방센터는 2013년 2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www.jkn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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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의 강사양성교육을 통해 439명의 강사(34명의 군인포

에서 학습한 바와 같이 그에 대해 적절하게 자살에 대해 질

함)를 양성하였다. 2013년 3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교육

문하며 반응하였는지, 그리고 병의원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

을 주관하거나 또는 지역사회 자살예방관련기관과의 연계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까지 이어진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

를 통해 526회의 교육을 시행하여 총 35285명을 대상으로

사하였다.

[보고듣고말하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향후 게이트키퍼로서의 개입 수행 의도
평가 방법

향후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접하게 될 경

[보고듣고말하기]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프로그램

우,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

이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방법

였다. 그 외에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서 성별, 연령, 결혼 상

은 다음과 같다.

태, 학력, 직업, 종교, 거주 지역, 교육을 받은 시기 등을 조사
하였다.

조사 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13년에 [보고듣고말하기] 교육을

자료수집 및 분석

받은 35285명이다. 이 중 연락이 가능한 8075명이 연구 모집

조사대상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30명을 대상으로 조사

단이었으며, 최종 표본 규모는 800명이었다. 주변의 자살 관

내용에 대한 예비시험(pilot-test)을 실시하였다. 용어나 문항

련 생각 또는 행동을 접했을 때의 적절한 반응 경험 여부를

의 개념과 질문이 계획한 대로 전달되는지, 논리적인 흐름이

주요 결과변수로 하고, 그 경험률을 50%로 가정해 최대 표본

피검사자에게 잘 받아들여지는지 등에 대한 확인 후, 질문의

수가 산출되도록 했을 때, 800명은 최대 허용오차 ±3.5% 수

순서 및 용어 변경 등의 보완작업을 통해 최종 조사 문항을

준에서 모 비율을 추정할 수 있는 표본 규모이다. 조사대상자

확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전문 리서치업체에 의뢰하여 2013년

는 교육 이수자의 연령별, 지역별 분포에 비례한 할당 표본추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화조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출방법을 사용해 선정하였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는 [보고듣고말하기] 교육 후 그 이
수자들이 게이트키퍼로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행동

조사 내용

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보고듣고말하기]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본 프로그램에서

그러므로 자료 분석은 연관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은 지양하

다루고 있는 자살과 관련된 지식, 게이트키퍼로서의 개입 여

고, 대상자의 인식과 행동에 대한 실태 기술에 초점을 두었

부, 그리고 추후 개입 수행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 즉, [보고듣고말하기] 이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교육
에서 다루어졌던 자살 관련 핵심 지식 인지 여부, 게이트키

자살예방 관련 지식 및 전문기관 연계에 대한 인지
자살예방 관련 지식으로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
을 암시하는 신호를 보인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실

퍼로서의 행동 수행 경험 여부, 그리고 추후 행동 의도에 대
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분석을 위해 SAS 9.3 버전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사용하였다.

제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은 자살예방에 도

결

움이 된다”라는 두 개 문항에 대해 예/아니오로 답하도록 하

과

였다. 게이트키퍼로서의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자원에 대한 지식으로서, 자살을 생각하
는 사람을 보았을 때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함께 조사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정보
800명의 대상자 중 성별은 여자가 전체의 82.1%로 높은 비
율을 나타났으며, 연령은 50대가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다음으로 40대가 29.1%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게이트키퍼로서의 개입 수행
게이트키퍼로서의 개입은 자살고위험군과 접촉하였을 때

기혼이 7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재 이상
이 5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

적절한 질문을 통해 발견하고 필요시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게이트키퍼로

게이트키퍼 활동에 대한 인식도

서의 개입 수행 여부와 관련하여 주변에서 자살 관련 생각 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자살 암시 신호를 보인다

는 행동을 접한 적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보고듣고말하기]

고 생각하시나요” 문항에서 93.0%가 ‘그렇다’라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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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로 중졸 이하에서는 ‘아니다’가 23.5%로 상대

대해서 들으셨습니까”에서 95.0%가 ‘예’라고 나타났다. 그 중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71.5%는 자살 이유를 들은 이후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제공 및 연계를 수행하였다고 답하였다.

지 물어보는 것은 자살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문항에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이유를 듣지 않은 게이트키퍼는 8

82.8%가 ‘그렇다’라고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남자

명에 그쳤으며 그 이유로는 ‘자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

79.0%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여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낮게 나

이 불편해서’, ‘자살 이유를 듣게 되었을 때, 어떤 말을 해주

타났다.

어야 할지 잘 몰라서’ 순이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시나요” 문항에서
89.5%가 ‘그렇다’라고 나타났다.

향후 게이트키퍼 개입 의도 여부
자살 위험신호를 보이는 사람을 접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의 경우(접촉자), “앞으로도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육 후 게이트키퍼의 개입 수행 여부

사람을 접하게 된다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볼 의향

“교육을 받은 이후 주변에 자살에 대한 위험신호를 보이

이 있으신가요”에서 93.7%가 ‘예’라고 나타났다(그림 1).

는 사람을 접한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문항에서 19.9%가
‘예’라고 나타났다. “교육을 받은 이후 주변에 자살에 대한 위
험신호를 보이는 사람을 접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에서 ‘예’
라고 대답한 사람 중 “그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에

[보고듣고말하기]에 대한 만족도
97.5%는 이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다고 응
답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otal

고

Total (n=800)
Number

%

Men

143

17.9

Women

657

82.1

Gender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을 이수한 대상자 총 800명 중

Age
19 or below

27

3.4

20–29

81

10.1

30–39

59

7.4

40–49

233

29.1

50–59

318

39.8

60–69

78

9.8

4

0.5

Single

121

15.1

Married

595

74.4

84

10.5

68

8.5

High school

285

35.6

University or higher

447

55.9

70 or higher

찰

Korean standardized suicide prevention program training
Experience to meet a person at risk of suicide

Yes
(19.9%)

No
(80.1%)

Ask about suicide

Intention to ask suicide in future

Marital status

Divorced, widowed
Education
Middle school or below

8

1

12

1.5

Blue collar

497

62.1

White collar

185

23.1

Housekeeper

26

3.3

Student

57

7.1

Unemployed

15

1.9

Self-employed

No
(5.0%)

Yes
(96.1%)

No
(3.9%)

Referal behavior

Occupation
Agriculture, fishing

Yes
(95.0%)

Yes
(71.5%)

No
(28.5%)

Intention to ask suicide in future

Yes
(93.7%)

No
(6.3%)

Fig. 1. Activities by the gatekeepers after the Korean standardized suicide prevention program training.
www.jkn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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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가 교육받은 해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접했

95%가 수행했다고 답하였고 71.5%에서는 적절한 연계를 수

으며, 그 중 95.0%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살을

행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게 된 이유”를 들어주었다. 이 중 71.5%는 자살 이유

[보고듣고말하기]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고 인증된 게

를 들은 이후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보 제공 및 연계까지 수행

이트키퍼 교육 프로그램으로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제

반적으로 게이트키퍼 교육 프로그램이 1.5시간인 QPR를 비

공과 연계는 자살위험도가 낮은 경우는 굳이 필요하지 않았

롯하여 몇 시간에서 5일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 2일을 진행

을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97.5%는 이 프로그램을 다

하는 것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짧은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

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다는 데 동의하였다.

다. 그러나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전형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는 대개 프로그램 전후의 인식도 개선을 비교한

3개의 동영상이 구성되어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을 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프로그램 이후 행동의 변화나 지

공하며, 해외 프로그램과는 달리 우울한 정서표현이 적은 한

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자살률의 감소를 연구한 논문은 제한

국적 상황을 감안하여 위험신호의 관찰인 보기 부분이 강화

적이다. 연구의 평가도구 측면에서도 연구를 위해 개발된 척

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핵심적인 내용이 영상, 토론, 증례,

도가 주로 사용된 한계가 있으며, Suicide Intervention Re-

역할극 등으로 반복되어 피교육자의 이해를 돕고 워크북과

sponse Inventory(이하 SIRI)라는 척도가 개발되어 사용되

함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 학교현장에서 준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로 게이
트키퍼에게 사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16)

본 연구에서 게이트키퍼로서의 행동경험 여부는 전화조
사를 통한 자기기입식 응답 방법으로 조사되었는데, 국내에

먼저 만족도 측면에서는 ASIST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코

서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진이 선

틀랜드의 국가의료서비스 직원, 정부 공무원 등의 90% 이상

행연구를 참고하여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실제 행동여부에

에서 이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다고 답하여

대한 예측력이 검증된 문항이 아니라는 제한점은 있으나, 측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보고듣고말하기]도 비슷한 문항에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행동기술(skill)이나 효능감과 같은 개

서 97.5%가 동의하였다.17)

념으로 구성된 요인이 아닌 사실 여부, 즉 게이트키퍼로서 행

본 연구에서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9.9%가 자살 고위
18)

동수행 여부이므로 간결한 문항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 또

험군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Capp 등 은 44명의 지

한 국외 무작위화 대조군 연구에서 게이트키퍼 행동에 대한

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2년간 관찰한 결과 37.5%

측정시 사용한 문항과도 유사하다는 점22,23)을 고려하였다.

에서 자살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에 접근한 것으로 보고한 바

본 연구의 한계점은 전체 교육 수료인원이 35285명인 데 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긴 기간의 추적 관찰 연구가 필요

하여 800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점, 교육의 효과성 평

할 것이다.

가가 대상자의 보고에 의존한 점,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아

대부분의 게이트키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교육

닌 점, 관찰 기간이 1년 이내로 짧은 점, 사전의 게이트키퍼

대상자를 추적 관찰하여 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인식개선의

인식 및 활동 등의 평가가 포함되지 못한 점 등이 제시될 수

효과를 보고하였다.9,19-22) 후향적인 방법의 무작위 대조군 연

있을 것이다. 향후 게이트키퍼 교육의 인식도와 개입결과에

22)

구는 2개 시행되었는데 Wyman 등 이 무작위 대조군 연구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의 개발과 사용도 필요

를 통해 342명의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인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이트키퍼 교육에 대해 그

식개선과 서비스 접근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해 교육받은 수료생 중 비례할당추출법을 통해 대상자를 선

최근에는 Sareen 등23)은 대상 군의 수는 적으나 대표적인 게

정하여 인식과 함께 실제 자살 시도자에 대한 접촉과 적절

이트키퍼 교육 프로그램인 ASIST를 시행 후 SIRI를 통해 평

한 질문 여부, 연계 여부 등 행동까지 평가하여 개발된 프로

가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효과가 없음을 보고하기도 하

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였다. 이 연구에서 6개월 후에 ASIST 교육을 받은 군에서는
32%, 대조군에서는 41%가 자살사고가 있는 사람에게 자살

결

론

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답하였고 ASIST군의 32%, 대조군에
서는 41%는 자살고위험군을 만났음에도, 자살에 대해 질문

2012년 국내자살률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OECD

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반면,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프

국가 중 1위이다. 자살률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자살예방정

로그램 시행 후 1년 내에 19.9%가 자살 고위험군을 접촉하여,

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보고듣고말하기] 한국형 표준자살예

게이트키퍼 교육의 핵심인 자살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방교육프로그램은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제작된 도구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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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키퍼교육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기대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다양한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
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보다 검증된 척도
에 기반하여 향후 자살률이 높은 지역사회나 집단을 대상으
로 자살률을 변수로 한 장기적 연구나 무작위 대조군 연구
를 통하여 근거를 검증하고 실행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
된다.
중심 단어 :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게이트키퍼·고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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