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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ZZIn the curr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icide attempters
and attempted to determine factors contributing to suicide attempt by analyzing severe suicide
ideation and intent.
MethodsZZThis study analyzed medical records of suicide attempters who visited the emergency
departm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7 university hospitals nationwide. As an evaluation measure of suicide intent, we used Suicide Intent Scale (SIS). Colombia Suicide Severity Rating Scale
(C-SSRS) was applied for assessment of severity and intensity of suicide idea and lethality of
suicide behavior.
ResultsZZMale gender, old age and living alone group showed higher SIS score. Male gender, low
income, and having psychiatric diagnosis or suicide history group showed a high score on the severity subscale of suicide ideation of C-SSRS. Old age, low income, and having psychiatric diagnosis showed a high score on the intensity subscale of suicide ideation of C-SSRS. Actual lethality scale of C-SSRS was high in male gender and old age group. Severity and intensity of suicide
ideation and suicide intent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actual lethality of suicid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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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이 중요할 것이다. 일단 핀란드처럼 국가차원의 심리적부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심한

2014년 9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한 해 동

현실에서 자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안 국내에서 14427명이 자살로 사망했다고 한다. 자살로 인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자살예방 프로

한 사망은 전체 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하였으며, 10~30대 연

그램을 개발하거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자료

령의 사망원인 중 1위, 40~50대 연령에서는 2위를 고수하고

는 아직까지는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있다. 정부는 2011년 자살예방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중앙자

일반적으로 자살기도는 자살에 이르기 바로 직전 단계의

살예방센터를 신설하는 등 국가차원의 정책 수립을 위한 노

행동이며, 이전 자살기도의 경험은 향후 자살 사망에 대한 높

력을 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인구 십만 명당 자살

은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다.2-6) 따라서 자살기도자의 특성을

률은 2013년 통계 기준 29.5명으로 Organization for Econo-

파악하는 것은 자살자와 어느 정도 유사한 집단이라는 가정

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입국(평균 12.1명) 중

하에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중요

1)

10년째 1위를 기록 중이다.

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자살기도자 중 자살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난 15년간

생각이 더욱 심각하거나, 자살행동을 치명적으로 한 자살기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갑자기 증가한 요인을 파악하는 것

도자의 특징을 알 수 있다면 자살자의 특성에 더욱 가깝게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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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살생각 심각성 평가 척도(Colombia Suicide Severity Rating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

Scale, 이하 C-SSRS)9)를 이용하였으며 자살의도에 대한 평가

한 법률에 근거해서 5년마다 시행해야 할 자살실태조사를

를 위해 자살의도검사(Suicide Intent Scale, 이하 SIS)10,11)를

위한 2012년의 예비조사의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전국의

사용하였다. 이 중 자살기도 방법12) 및 자살기도 동기13)에 대

7개 대학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기도자들의 인구학적

한 자료는 따로 분석하여 발표하였으므로 본 연구에는 포함

정보 및 자살기도 관련 항목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데이터 중

시키지 않았다.

자살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각각 원인, 방법, 충
동성의 측면에서 이미 분석을 하였으므로 논외로 하고 이 논

콜롬비아 대학 자살생각 심각성 평가 척도(Colombia Suicide

문에서는 심각한 자살생각이나 의도를 가진 경우에 실제 자

Severity Rating Scale, C-SSRS)9)

살행동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살생각 및 자살행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가 필요하다는 배경하에 콜롬비아 대학, 펜실베니아 대학 및

방

법

피츠버그 대학의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척도이다. 척도를 개
발한 연구팀에서 직접 여러 언어로 번역하여 배포하고 있으

대 상

며, 한국어 버전도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7월 6일부터 2012년 11월 25일까지 진

C-SSRS는 크게는 자살생각과 자살행동 2개의 부분으로

행된 자살실태 예비조사에서 수집된 일부 자료를 사용하였

이뤄지며, 자살생각은 심각도(severity)와 강도(intensity)로,

다.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연구의 기획 및 관리 등의 역할을 하

자살행동은 자살행동과 치명성 정도로 다시 분류되어 최종

는 허브가 되어서 전국의 7개 병원을 통합하는 네트워크를

적으로 4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항목인 자살생각의

구축하여 진행하였다. 네트워크에 포함된 병원으로는 서울

심각도는 죽고 싶은 소망(1점)부터 구체적인 계획과 의도가

의 보라매병원, 경기도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강원도의 강

있는 자살생각(5점)까지 5점 순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

원대학교병원, 충청도의 을지대학교병원, 전라도의 전남대학

살생각의 강도는 자살생각의 빈도, 지속시간, 통제가능성, 저

교병원, 경상도의 부산대학교병원과 경상대학교 병원이었다.

지요인, 자살생각의 이유 등 5가지 세부 항목으로 나뉘며 각

2012년 7월 6일부터 2012년 11월 25일까지 상기 7개 대학

항목 역시 5점 순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살행동은 자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기도자의 응급실 의무기록 자료

행동(자해행동, 준비행위나 행동, 중단된 기도, 방해된 기도,

가 후향적으로 수집되었다. 자살기도의 결과와 무관하게 죽

실제적 기도) 자체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5개의 명목 척도로

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있는 자해 행동을 한 사람을 자살

이루어져 있다. 자살행동의 치명성은 신체적 손상이 없거나

7)

기도자로 정의 하였다. 단 응급실 도착 당시 사망한 경우는

매우 경미(0점)에서 사망(5점)에 이르는 6점 순서 척도로 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상기 기간 동안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

성되어 있다.

기도자를 진료할 때 아래에 기술할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
하였으며, 이를 의무기록지에 기록하도록 하였고 후향적으
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자살의도검사(Suicide Intent Scale, SIS)10,11)

자살의도검사는 자살의 의도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도구

연구에 대해서는 각 병원 모두에서 윤리위원회(Institution-

중 최근 30년 동안 가장 널리 쓰인 것으로서 임상 및 지역사

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 전체적인 자살실태조사

회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된 척도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방법은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연구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8)

연구자가 직접 번역한 버전의 SIS가 사용되었으며, 내적 일
치도(Cronbach’s alpha)는 0.84였다.

평가 도구
응급실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평가해야 하는 것을 전제

통계 분석

로 하여 자살과 관련된 인자를 잘 평가할 수 있도록 구조화

통계 분석은 SPSS 18.0 for Windows(SPSS Inc., Chicago,

된 질문지를 고안하였다. 질문지에는 자살기도자의 인구학

IL, USA)를 사용하였다. 대상군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파

적 특성에 대한 평가(성별, 연령, 가족관계, 사회경제적 상태

악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이 사용되었다. 각

등)가 포함되었으며, 자살기도와 관련한 인자로는 자살기도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속변수이며 정규분포

동기, 자살기도 방법, 자살기도시 음주 여부 등이 포함되었

를 만족시키는 경우 t-test, analysis of variance를 사용하였

다. 자살생각 및 자살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콜롬비아 대학

다. 두 연속변수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변수가 정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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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만족하는 경우 Pearson correlation을, 그렇지 않은 경우
Spearman correlation을 사용하였다.

나타났다.
신체적 질병이 없는 경우가 314명(67.1%), 1년 이내에 급성
질환을 앓았던 경우가 16명(3.4%), 경증의 만성질환을 앓는

결

과

경우가 73명(15.6%)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
는 정도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65명(13.9%)이었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정신과적 과거력이 있는 사람은 235명(51.8%)이었으며, 그

2012년 7월 6일부터 2012년 11월 25일까지 자살기도를 주

중에서 제일 많은 정신질환은 우울증으로 149명(63.4%)이었

소로 상기 7개 병원에 내원한 환자 502명의 의무기록이 최

다. 자살기도력의 경우 총 386명의 응답자 중 129명(33.4%)이

종적으로 평가되었다. 최종 실태조사 진행대상자 502명 중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209명(41.6%), 여성이 293명(58.4%)으로 여성이 남성

자살기도 당시 음주를 한 경우는 224명(48.2%)으로 나타났

에 비해 1.4배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3.1(±18.5)
세였으며, 연령 분포는 최소연령 13세, 최고 연령 95세로 조

으며, 남성(59.8%)이 여성(40.6%)에 비해 음주율이 높았다
(χ2=16.44, p＜0.01). 음주여부와 자살기도방법 사이에는 특

사되었다. 남성의 연령[47.0(±18.9)세]이 여성의 연령[40.2

별한 상관관계가 없었다(χ2=6.98, p=0.32).

(±17.8)세]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04,
p＜0.01). 결혼상태로는 기혼(사실혼 포함)(n=223, 48.6%),

자살기도의 진정성 : 자살의도검사(Suicide Intent Scales,

미혼(n=173, 37.7%), 이혼이나 별거, 사별(n=63, 12.5%) 순의

SIS)

빈도로 나타났다. 독거의 비율은 18.4%였다. 평균월수입은

실제로 정신과적 면담이 가능했던 자살기도자 269명을 대

247.3(±219.6)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중위값은 197.7만 원으

상으로 SIS를 조사하였다. 조사된 그룹과 조사되지 않은 그
룹의 연령(t=0.60, p=0.55), 성별(χ2=1.18, p=0.28), 결혼상태

로 나타났다. 월수입 분포는 최저 0원, 최고 1500만 원으로

Table 1. Socio-demographic factors that influence to intent of suicide attempts
Score of Suicide Intent Scale
Mean SIS score (±SD)
Total (n=269)

Statistics

p

10.57 (±5.78)

Sex†

2.06

Male

0.04*

11.46 (±5.62)

Female

9.99 (±5.81)

Age (as a continuous variable)‡ (n=269)

0.286

<0.01*

Age§ (years) (n=269)

8.79

<0.01*

−2.10

0.04*

−0.14

0.03*

13−25 (n=56)

7.89 (±4.86)

26−40 (n=79)

10.25 (±5.58)

41−60 (n=84)

11.00 (±5.63)

61− (n=50)

13.34 (±5.77)

Housemate† (n=265)
Living with someone (n=224)

10.27 (±5.78)

Living alone (n=41)

12.31 (±5.56)

Household income (n=233)
∥

Psychiatric treatment history† (n=264)

0.363

No psychiatric treatment history (n=137)

10.72 (±5.38)

Any psychiatric treatment history (n=127)

10.46 (±6.13)

Past suicide attempt history†
(−)

10.23 (±5.99)

(+)

11.40 (±5.13)

Alcohol use at suicide attempt†
(+)

9.71 (±5.43)

(−)

11.30 (±5.93)

0.72

−1.54

0.13

−2.26

0.03*

∥
* : p<0.05, † : t-test was performed, ‡ : Pearson’s correlation was performed, § : Analysis of variance was performed, : Spearman’s
correlation was performed. SD : Standard deviation

www.jknpa.org

211

212
3.90 (±1.21)
3.92 (±1.19)
3.82 (±1.21)

26−40 (n=79)

41−60 (n=84)

61− (n=50)

4.02 (±1.12)

Living alone (n=41)

3.92 (±1.12)

Any psychiatric treatment history (n=127)

14.22 (±3.48)

3.75 (±1.24)

(−)

−0.73

−1.40

2.07

−0.23

−0.99

4.26

0.23

1.45

Statistics

p

0.47

0.16

0.04*

<0.01*

0.32

0.01*

<0.01*

0.15

2.63 (±1.02)

2.60 (±1.00)

2.47 (±1.02)

2.65 (±0.98)

2.70 (±1.11)

2.59 (±0.94)

2.56 (±1.13)

2.67 (±1.04)

3.32 (±1.32)

2.88 (±1.02)

2.45 (±1.03)

2.21 (±0.81)

2.54 (±1.02)

2.93 (±1.19)

2.71 (±1.12)

Mean lethality (±SD)

−0.28

1.59

1.01

−0.09

0.73

18.33

0.34

3.39

Statistics

(n=370)

0.78

0.11

0.32

0.13

0.47

<0.01*

<0.01*

<0.01*

p

∥
* : p<0.05, † : t-test was performed, ‡ : Pearson’s correlation was performed, § : Analysis of variance was performed, : Spearman’s correlation was performed. SD : Standard deviation

13.92 (±3.31)

0.49

3.85 (±1.22)

0.69

(+)

Alcohol use at suicide attempt†

14.43 (±3.19)

4.05 (±0.99)

(+)

14.46 (±3.16)

13.57 (±3.71)

13.82 (±3.51)

<0.01*

0.03*

0.03*

14.55 (±3.02)

14.01 (±3.49)

15.00 (±3.36)

14.54 (±3.51)

13.87 (±2.96)

12.85 (±3.54)

13.84 (±3.44)

14.46 (±3.33)

14.09 (±3.40)

Mean (±SD)

3.63 (±1.34)

−3.07

2.20

−0.138

0.11

0.04*

0.02*

<0.01*

p

Intensity (n=263)

(−)

Past suicide attempt history†

3.58 (±1.38)

No psychiatric treatment history (n=137)

Psychiatric treatment history† (n=264)

Household income∥ (n=233)

3.74 (±1.25)

Living with someone (n=224)

Housemate† (n=265)

3.40 (±1.27)

13−25 (n=56)

−1.51

2.72

Age (years) (n=269)

§

0.08

3.62 (±1.29)

Female

2.92

Statistics

Age (as a continuous variable)‡ (n=269)

4.04 (±1.08)

3.79 (±1.23)

Male

Sex†

Total

Mean (±SD)

Severity (n=294)

Suicidal behavior : lethality
(C-SSRS : suicide behavior section)

Suicidal ideation
[Colombia Suicide Severity Rating Scale (C-SSRS) : suicide ideation section]

Table 2. Socio-demographic factors that influence to suicide ideation and leth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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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3.50, p=0.62), 동거인 여부(χ2=4.54, p=0.21), 학력(χ2=
9.31, p=0.05)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살 의도가 없는 자해행동으로 평가된 경우는 14.6%였다.
자살기도의 실제적 치명성의 경우 매우 경미한 신체적 손
상이 11.1%, 경미한 신체적 손상이 35.1%, 보통의 신체적 손

SIS 총점의 평균값은 10.57점(±5.77), 중위수는 10점으로

상이 34.9%로 나타났으며, 어느 정도 심각한 신체적 손상은

나타났다.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혼자 거주할수록 자

12.4%, 심각한 신체적 손상은 3.5%, 사망은 3.0%로 나타났다.

살의도가 강함을 알 수 있었다(표 1). 음주를 한 그룹에 비해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높은 치명성을 보였으며, 연령이 증가

자살기도 당시 음주를 하지 않은 그룹에서 자살의도 점수가

할수록 치명성이 증가하는 뚜렷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t=-2.26, p=0.03).

정신과적 과거력 및 자살기도의 과거력과는 특별한 유의점
을 보이지는 않았다(표 2). 자살기도의 실제적 치명성과 자

자살생각 : 콜롬비아 대학 자살 심각성 평가 척도(Colombia

살생각 및 자살의도와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C-SSRS

Suicide Severity Rating Scale, C-SSRS) 중 자살생각 부분

의 자살행동의 치명성 점수는 C-SSRS의 자살생각의 심각도

C-SSRS의 자살생각 부분은 심각도(severity) 및 강도(in-

와는 약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ρ=0.13, p=0.03), C-

tensity)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자살생각의 심각도는 죽

SSRS의 자살생각의 강도와도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고 싶은 생각, 비특이적 자살생각, 의도 없는 자살생각, 의도

(ρ=0.23, p＜0.01). C-SSRS의 자살행동의 치명성 점수는 SIS

있는 자살생각, 계획과 의도가 있는 자살생각 등 총 5단계의

총점, 즉 자살의도와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ρ=

순서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6.8%, 10.9%, 14.3%, 32.7%,

0.37, p＜0.01). 음주 여부에 따른 자살기도의 실제적 치명성

35.4%의 빈도를 보였다.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자살생각의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지 못하였다(t=-2.81,

심각도가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정신과적 과거력

p=0.78).

및 자살기도 과거력이 있는 경우 자살생각의 심각도가 높은

고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의 심각도는 통

찰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0.69, p=0.49)
본 연구에서는 자살기도 후 전국의 7개 병원 응급실을 방

(표 2).
자살생각의 강도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값은

문한 502명의 자살에 대한 동기와 방법을 제외한 특성을 기

0.56이었다. 평균은 14.09, 표준편차는 3.40이었다. 자살생각

술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자살예방법에 의거한 실태

의 심각도와는 달리 자살생각의 강도는 성별 차이는 보이지

조사를 위한 예비연구로서 전국적인 데이터를 모았다는 점

않았다. 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의 강도가 증가

에서 의의가 있으며, 자살자에 대한 분석이 현실적으로 어렵

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자

다는 점에서 자살의 가장 고위험군인 자살기도자의 특성에

살생각의 강도가 줄어드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신과

대해 파악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이론적 근

적 과거력이 있는 경우 자살생각의 강도가 센 것을 알 수 있었

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표 2). 음주 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의 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0.73, p=0.47).

전체 대상자 중 여성의 비율은 58.4%였으며, 이는 응급실
을 방문한 자살기도자를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 결과와 유사
한 결과를 보였다.14,15) 평균연령은 43.1세로 이 역시 이전 연

자살행동 : 콜롬비아 대학 자살 심각성 평가 척도(Colombia

구 결과와 유사하였다.14) 대상자 중 자살기도의 과거력이 있

Suicide Severity Rating Scale, C-SSRS) 중 자살행동 부분

는 경우가 33.4%였다. 201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평생

전체적으로 자살기도자의 행동이 실제적 자살기도였다는

자살기도력을 가지는 경우가 일반인구의 3.2%로 나타났다.16)

평가가 8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해된 기도는 1.1%,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자살기도자의 경우 이전에 자살기도력

중단된 기도는 0.2%, 준비행위나 행동 단계로 판단된 경우는

을 가지는 경우가 매우 높으며 중요한 위험요인임을 확인할

0.3%로 나타났다. 반면 면담자의 평가 이후 최종적으로 자

수 있었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uicidal idea/intent and lethality of suicidal behavior
C-SSRS
Lethality

SIS

Severity of suicidal idea

Intensity of suicidal idea

Total SIS score

0.13 (p=0.03*)

0.23 (p<0.01*)

0.37 (p<0.01*)

Spearman’s correlation was done. * : p<0.05. C-SSRS : Colombia Suicide Severity Rating Scale, SIS : Suicide Intent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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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기도자의 자살생각의 심각도 및 강도, 자살의도의 경

있는 결과로 시사된다.

우 다양한 점수의 분포를 보였다. 이는 자살기도가 막연한 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후향적

살생각에서부터 확실한 자살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각

으로 의무기록을 검토해서 자료를 수집했다는 점이다. 일반

의 스펙트럼상에서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

적으로 후향적 의무기록은 작성자가 기록한 자료만을 사용

17)

다. Kessler 등 의 연구에 의하면 자살생각을 가진 사람의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며 따라서 연구자가 원하는 모

34%가 자살계획을 수립하고, 자살계획을 가진 사람의 72%

든 자료를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측률이 높을

에서 자살을 기도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살생각을 가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향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에는 26%에서 자살계획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살기

대상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

도로 넘어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자살기도자는 물론이

의 자료는 제외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 자살생각을 가진 사람들 역시 넓은 의미의 고위험군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후향적

분류하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의무기록 고찰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네트워크

SIS를 이용한 평가에서 자살생각과 자살의도가 심각할수

병원에 구조화된 면담 도구를 만들어 배포하고 교육함으로

록 치명적인 방법으로 자살기도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써 최대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본

었다. 자살행동의 치명성은 자살생각의 심각도와 양적 상관

연구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모두 대학병원이었다는 점이다.

관계를 보이기는 하지만, 자살생각의 강도, 즉 자살생각의 빈

자살기도자가 모두 대학병원만 방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도, 지속시간, 통제가능성, 저지요인, 자살생각의 이유 등에

연구에 참여한 병원이 해당 지역의 자살기도자 중 응급실을

대한 평가와의 상관도가 더 높았다. 또한 자살행동의 치명성

방문한 사람들 전체를 대표한다고 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은 SIS와 같이 자살행동의 다양한 상황을 포함하여 평가된

셋째, 각 병원별로 수집된 정보의 양이 달랐다는 점이다. 즉

자살의도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

응급의학과 진료기록만 있는 자료 대비 정신건강의학과 진

는 자살행동이 얼마나 치명적일지 미리 예상하기 위해서는

료기록까지 다 모아진 자료의 비율이 각각 달랐다. 이는 각 병

자살생각에서 의도나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 이외에도 그 상

원별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계 체계에서 차

황을 자세하고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가 있어서 생긴 제한점으로 본 연구진의 노력만으로는 극

을 시사한다. 지역사회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복하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살기도자에 대한

자살생각의 여부만을 물어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자살의

연구라는 점에서 자살자에 대한 내용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

도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 위

을 수 있다. 물론 심리적 부검 역시 접근에 한계가 있고 기억

험성을 예측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자살예방에 기여할 수

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지만 향후 다각적인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접근이 뒷받침 되어야 실제 자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자살생각이나 자살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학적 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으로는 남성, 고연령, 독거, 정신과적 과거력, 자살기도의

결

과거력이 자살생각이나 자살기도의 진정성을 높이는 요인

론

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연구에서 자살의 위험인자로 알려
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18-23)

남성, 고연령, 독거, 정신과적 과거력 및 자살기도의 과거

본 연구의 대상자 중 48.2%에서 자살기도 당시 음주 상태

력이 심각한 자살생각이나 자살의도의 위험요인이라는 것

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살기도자의 46~77%에서 음

이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한 분석에서 확인

24)

주상태였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알

되었다. 심각하고 강한 자살생각 및 높은 자살의도는 자살행

코올 중독상태(alcohol intoxication)는 자살생각에서 자살

동의 치명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행동으로의 전환을 촉진시켜 자살기도 자체에 영향을 준다

라서 자살기도 이전에 가지고 있는 자살생각이나 의도를 정

24)

는 보고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자살기도 당시 음주

를 한 그룹에서 음주를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자살
생각의 강도는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으나 자살의도는 음주
를 한 그룹이 낮았다. 즉 의도가 낮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
로 인해 행동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을 의미하
며, 알코올이 자살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추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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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측정해서 조기 개입하는 것이 자살예방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연구이다.
중심 단어 : 자살기도자·자살생각·자살의도·치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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