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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체계 구축방안 연구계획서

1.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 2000년 이후 증가 추세이며 2008년 자살 사망자수는 12,858명,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6.0에 이름.

<표 1> 자살자수 및 자살사망률 추이 (‘00~’08)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자살자수 6,460 6,933 8,631 10,932 11,523 12,047 10,688 12,174 12,858

자살사망률

(인구 10만명당)
14.6 15.5 19.1 24.0 25.2 26.1 23.0 24.8 26.0

― 자살로 인한 사망은 ‘92년 사망원인 10위에서, ’98년 7위, ‘03년 5위, ’05년 4위로 상

승함.

순
위 전체 <10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1 악성종양(137.5)
운수사
고(3.7) 운수사고 (5.4)

의도적
자해(자살)(21.0)

의도적
자해(자살)(22.4)

악성종
양(64.0)

악성종
양(179.8)

악성종
양(461.7)

악성종
양(81.5)악성종양(1483.3)

2 뇌혈관질환(59.6)
악성종
양(3.6)

의도적
자해(자살)(4.6)

운수사
고(10.4)

악성종
양(18.7)

의도적
자해(자살)(26.3)

뇌혈관
질환(36.8)

뇌혈관
질환(129.3)

뇌혈관
질환(482.5)

뇌혈관
질환(1405.5)

3 심장질환(43.7)
선천성
기형(1.3)

악성종
양(3.6) 악성종양(5.0)

운수사
고(9.3)

간질환(22.2) 간질환(35.0) 심장질
환(90.0)

심장질
환(291.7)

심장질환(1088.2)

4 
의도적
자해(자살)(24.8)

익사(1.1) 익사(0.9)
심장질
환(2.0)

심장질
환(5.0)

운수사
고(14.9)

심장질
환(33.4) 당뇨(65.4) 당뇨(189.2)

만성
하기도
질환(492.5)

5 당뇨(22.9) 추락(1.0)
심장질
환(0.7)

익사(1.2)
뇌혈관
질환(3.8)

심장질
환(14.7)

의도적
자해(자살)(31.1)

의도적
자해(자살)(47.7)

만성
하기도
질환(124.8)

고혈압성
질환(402.7)

<표 2> 2005년도 연령별 주요사망원인 비교

― 2007년 OECD Health Data 자료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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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살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7, 전체)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2013)의 기회와 한계: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자살예방 인력의 확

보 필요

― 2004년 12월 제1차 국가자살예방 5개년계획에 이어 2008년 12월 제2차 자살예방종

합대책 수립. 최종적인 목표로 2013년 자살사망율을 인구10만명당 20명 이하로 감소시

키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제시함. 10대 과제 및 중점추진목표는 <표 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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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과제 중점 추진목표

1. 자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한다.

우울증이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인식하는 국민의 비
율이 2007년도 대비 30% 이상 향상시킨다.
자살이 사회적 노력을 통해 예방 가능한 문제임을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을 2007년도 대비 30% 이상
향상시킨다.

2. 자살위험에 대한 개인․사회
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국민 스트레스 지수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

끼는 비율을 2007년도 대비 10% 이상 감소시킨다. 
3. 자살에 치명적인 방법과 수단
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킨다. 농약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를 2007년도 대비 20% 

이상 감소시킨다.  
4. 자살에 대한 대중매체의 책임
을 강화한다.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기준 준수 비율을 60% 이상으

로 향상시킨다.

5.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
건서비스를 강화한다.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 중독자의 지역사회 등록관리
율을 20% 이상으로 향상시킨다. 
우울증의 수진율을 40%로 향상시킨다.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관리 프로그램을 확산시킨다.

6.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자살
예방 인력에 대한 교육체계를

강화한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살예방 교육 이수율을 100%
로 한다.
경찰과 소방대원의 자살예방교육 수료율을 높인다.

7. 자살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자살예방법’을 제정한다.

8.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적정화한다.

24시간 자살예방 및 위기개입 체계가 12개 이상의
시도에서 구축되도록 한다.
지역정신보건센터 설치율이 85%로 향상된다.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율이 20%로 향상된다.

9.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국가정신건강연구원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한다.
국가통합 자살 DB 구축을 완료한다.

10. 근거에 기반을 둔 자살예방

정책을 개발한다. 통합적 자살예방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평가한다.

<표 3>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 10대 과제 및 중점 추진 목표

― 개인적 정신보건분야와 사회환경적 접근을 통해 능동적이고 사전예방적 차원의 대

책으로 구성하였다는 점, 자살예방의 거버넌스 및 법, 제도 등 체계 확립을 추구한다는

점,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본 추진방향의 진보가 있었다고 평가됨.

―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자살예방 인력에 대한 교육체계 강화는 제6대 과제로 선정

되어 있고, 정신보건전문요원과 경찰 및 소방대원에 대한 자살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들은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 자살군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3차 예방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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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자살의 1차 예방과 2차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대안이 부족함.

○자살예방 자원으로서 의료인의 잠재력

― 의료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역사회 내에서 자살예방의 효과적인 자원이 될 수

있음.

․자살자는 자살하기 수주 전에 의료인을 만남 (Luoma, Martin, Pearson, 2002). 특

히 노인들의 경우 70~76%가 자살 1달 전 이내에 의사를 만나는 것으로 조사됨

(Miller, 1978). 또한 미국의 경우 일차의료서비스를 받은 환자의 2%~3%가 방문 전

1달 이내에 자살 생각을 한 것으로 조사됨 (Olfson 등, 1996). 이것은 의료인들이 우

울증 및 자살에 관한 교육을 받고 적절하게 대처할 때 다수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자살자의 60~80%가 우울증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Krug 등, 2002;

Greenberg 등, 2003). 특히 노인의 경우는 최고 90%까지 우울증이 원인이 된다고

함 (Shah & De Leo, 1998).

․현재 우울증은 잘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치료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

지 못하고 있으나 우울증은 정신적인 문제로서 의료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음.

※ 우울 증상의 예

피곤, 슬픔, 집중력 약화, 불안, 짜증, 수면 불안, 여러 부위의 통증

※ 자살 고위험 우울 증상의 예

지속적인 불면, 자기 방임, 심각한 질병 (특히 우울), 기억력 감퇴, 흥

분, 공항 상태

※ 2005년에 Mann 등은 자살예방 전략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이 자살자 수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힌 적이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을 통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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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자살 전 의료이용 패턴 분석

― 목적: 자살자가 자살 전에 어떤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는지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정

책 대상(기관, 진료과)을 찾기 위함.

― 자료: 2007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조사 자료에서 자살자 중 20%를 추출 (약 2,500

명으로 추산)하여 심평원 청구자료와 통합

― 분석 내용: 성별, 연령별, 기간별(자살 1주 이내, 2주 이내, 1달 이내, 3개월 이내, 6

개월 이내) 의료기관 이용 여부, 의료기관 종류, 진료과목

○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해외사례 분석

―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사업의 해외사례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함.

․연구 형태, 근거 수준, 인구집단

― 학술 DB들을 통하여 관련 문헌들을 검색하고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사업의 효과

성을 수치화 함. 효과성은 다음 3 가지 차원으로 검토될 것임.

․첫째, 의료인의 스크리닝이 자살 위험을 발견할 수 있는가?

․둘째, 자살 위험이 발견된 자를 연계하여 치료하는 것이 자살 시도 혹은 자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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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는가?

․셋째, 자살 치료가 중간 수준의 결과 (intermediate outcomes: 우울 증상, 무력감

등)를 향상시키는가?

○ 의료인들을 위한 자살증후 스크리닝 도구의 개발

― 자살 위험을 발견할 수 있는 스크리닝 도구는 첫째, 자살 위험 요인의 체크리스트,

둘째, 자살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될 수 있음.

― 자살 위험 요인의 체크리스트

․이것은 의료인들이 질문을 하지 않고서도 자살 위험이 높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됨.

․정신질환 (우울, 알코올 중독, 정신분열증, 인격장애, 불안 장애), 만성질환 (간질,

척추 및 뇌 손상, 암, 에이즈, 신장질환, 기타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질병 등), 사회

경제적 특성 (노인, 이혼/별거/사별, 실업자, 독거인, 최근의 신상의 변화 등), 과거

자살시도자

― 자살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

․다음과 같이 강도 면에서 점진적인 질문들로 구성: 불행감 혹은 무력감, 절망감,

무기력, 삶의 부담, 살아갈 가치가 없음, 자살 할 것 같은 심정

․자살 생각이 확인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질문들: 삶을 끝

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어떻게 시도하려고 하는가, 자살 도구를 갖고 있는가,

언제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등

― 아울러 스크리닝 도구는 어떤 셋팅 (예,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누가 (의사, 간호

사)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자살증후자 대처 및 연계 지침 개발

― 본 연구에서 자살 위험이 있는 자는 자살 시도 위험이 당장 있는 고위험군도 포함

하지만 주로 우울 증상이 있는 자로 간주함. 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자살 생각

을 희미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임.

― 우선은 이들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 혹은 도움을 받도록 연계하는 데 필수적

임. 자살 위험이 있는 자들의 심리 상태는 다음 3 가지 정도로 나타날 수 있음.

․양가감정: 살고 싶은 욕구와 죽고 싶은 욕구 사이의 줄다리기. 의료인이 살고 싶

은 욕구를 강화한다면 자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

․충동성: 자살은 충동적 현상인데 충동은 원래 순간적임. 충동의 순간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함.

․경직성: 자살 하려는 사람들은 사고나 감정, 행동에서 제한적이며 이것 아니면 저

것의 양극단적인 논리를 갖는 경향이 있음. 자살 하려는 사람과 함께 자살의 대안

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탐색함으로써 의료인은 자살 이외의 다른 선택이

있음을 깨닫게 해줄 수 있음.

― 다음으로 의료인은 주변의 도움이 되는 체계, 즉 환자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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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등을 탐색해야 함.

― 그 다음 단계는 ‘자살 금지 약속’ 기술을 사용하여 스스로 자살을 하지 않도록 결심

하도록 함. 이는 많은 경우 환자들은 의사와의 약속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임.

․그러나 심각한 정신 질환 혹은 자살 의도를 가진 경우에는 약물학적 치료나 심리

학적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함.

․대부분의 경우 주어진 질병의 치료를 제외하면 우울 등 자살 문제를 해결하는데

2~3개월 정도면 충분함. 즉, 이 기간 동안 희망, 독립성, 스트레스 대처 방법 등을

알려줌으로써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음.

― 다음의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신질환

․과거 자살 시도 경험자

․자살,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자

․사회적 지지 부재

― 연계할 때 주의할 점

․연계를 하는 이유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정신과 약물치료에 관한 오명과 불안감 해소

․약물학적 치료와 심리학적 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분명한 설명

․연계가 ‘버림’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

․정신과 의사와의 만남 예약

․정신과 의사와의 만남 이후 환자와 만날 것

․담당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의 지속에 대해 확신을 줄 것

― 어떤 경우는 환자를 즉시 입원시키는 것이 필요함.

․연속적인 자살 생각

․가까운 시간에 (몇 시간 뒤 혹은 며칠 뒤) 죽고자 하는 의향이 강할 때

․공황 상태 혹은 흥분

․심각한 자살 수단을 사용할 계획이 있을 때

○ 자살예방을 위한 의료인 교육 지침 개발

―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자살예방 의료인 교육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할 것임.

․자살의 질병부담

․자살의 원인

․자살 위험자의 확인 방법 (스크리닝 도구 포함)

․자살 위험 환자들에 대한 대처 및 치료 연계 방법

― 최종적인 지침은 <표 4>와 같이 자살 위험의 정도별로 증상을 설명하고 사정하는

방법과 대처 요령을 단순한 표로 정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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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살 위험의 확인, 사정, 대처 방법

자살

위험
증상 사정 대처

0 안정 - -

1 정서 불안정
자살 생각에 대한

질문
공감하며 듣기

2 죽음에 대한 막연한 생각
자살 생각에 대한

질문
공감하며 듣기

3 막연한 자살에 대한 생각
의도 사정

(계획, 방법)

가능성 탐색, 지지자

확인

4 자살 생각 & 정신질환 무
의도 사정

(계획, 방법)

가능성 탐색, 지지자

확인

5

자살 생각 & 정신질환 유

혹은 심각한 생애

스트레스 사건

의도 사정

(계획, 방법), 약속

정신과 의사에게로

연계

6

자살 생각 & 정신질환

혹은 심각한 생애

스트레스 사건 혹은 흥분

& 이전의 자살 시도

환자 곁에 머뭄

(자살 수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입원

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 Preventing suicide: a resource for general physicians.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2000.

○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 도출

― 의료인 교육 및 훈련 체계

․교육 자료의 지속적 개발 및 보완 방안

․교육 인력 확보 문제

․의료인 교육 참여 동기부여의 문제 등

― 환자들의 정신과 서비스에 대한 수용성 문제

― 진료시간 증가에 따른 진료비 인상 요구 가능성의 문제

(2) 연구방법

○ 자살 전 의료이용 패턴 분석을 위한 접근방법

―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조사 자료와 심평원의 청구자료를 통합하여야 하나 현재로서

는 정보보호 규정에 의하여 각 기관에서 개인식별이 가능한 원시자료를 제공하지 못

함.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공문으로 통계청에 사망원인조사자료 제공을 요청

할 계획임.

― 이상의 절차가 불가능할 때는 기존의 관련 문헌을 고찰하는 것으로 대체함.

○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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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표 5>와 같은 기준으로 문헌을 조사함. 이 때 주제어로는 suicide,

attempted suicide로 하고 대상은 성인으로 한정함. 논문 발표 기간은 1970년부터 현재

까지로 함.

<표 5> 문헌고찰 포함 기준

요소 포함 제외

DB MEDLINE, PsycINFO 나머지

언어 영어 나머지

표본 인간 동물

연구설계

무작위, 통제 시험, 횡단면 연구,

코호트 연구, 체계적 문헌고찰,

메타분석

case-control 연구, 서신, 사설, 비

체계적인 문헌고찰

연구표본
screening: primary care treatment:

primary or specialty care

screening: community settings

and psychiatric settings treatment:

community settings

― 2단계: 두 명의 독립적인 검토자의 제목 및 초록 검토

․여기서 한 명이라도 포함할 것을 주장할 때 평가를 위해 전체 논문을 확보함.

― 3단계: 한 명의 검토자가 먼저 내적 타당성 및 외적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다른

검토자가 다시 한 번 그 결과를 검토함. 이 때 타당성 검토의 기준은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Methods Work Group이 개발한 기준 (Harris 등, 2001)을 사용함.

○ 의료인들을 위한 자살증후 스크리닝 도구 및 자살증후자 대처 및 연계 지침의 개발

― 1단계: 자살증후 스크리닝 도구에 포함될 수 있는 문항과 자살증후자 대처 및 연계

지침의 개발

․문헌고찰과 전문가 자문으로 초안 작성

― 2단계: 개발된 도구와 지침의 현실 적용 가능성 검토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각각 1차례씩의 포커스그룹 면접조

사 실시

★ 포커스그룹 면접조사 방법

- 표본: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기관종류별로 의사 및 간호사 각각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

- 스크리닝 도구와 자살증후자 대처 및 연계 지침의 현실 적용 가능성과 수

정 보완 의견 수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 증상 혹은 자살 생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도움

을 받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에 대한 전화설문 조사

★ 설문조사 방법

- 표본: 전국 성인 2,000명

- 설문 내용: 기초적 사회경제적 특성, 우울 혹은 자살 관련한 확인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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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 및 태도, 추가적 정신과 방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도출

― 1단계: 문헌고찰과 전문가 자문으로 초안 작성

― 2단계: 공청회 실시

라. 국내외 연구동향 (연구배경)

1. 자살예방 전략의 개관

1) 자살예방교육(Awareness and education)

○ 자살예방 교육 사업은 일반인(General Public)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과 1차 의료인

(Primary Care Physicians)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사업, 문지기(Gatekeepers)를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교육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반인에게 자살의 위험요

인 및 자살의 원인을 이해시킴으로써 자살을 예방하고는 것임. 또한 정신질환자와 자

살자에 대한 낙인(stigmatization)을 줄이고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

을 알려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방안 찾는 것임.

― 대부분의 자살자들은 자살 1달 전에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Anderson et al, 2000; Luoma et al, 2002) 자살자의 90% 이상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Bent et al, 1994; Shaffer et al, 1996). 따라서 1차 의료인을

통해서 자살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사전에 스크리닝하고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뉴질랜드 및 호주를 비롯한 나라에서는

1차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중 자살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교

육과 정신질환자 및 우울증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중요성을 교육하는 자살예방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학교, 교도소, 군대, 청소년 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인력, 또는 성직

자, 약사, 요양보호사(geriatric caregivers) 등은 잠재적 자살가능성이 높은 취약집단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 문지기 자살예방교육사업(Gatekeeper education)은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살행동의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법과 자살 가능성

이 높은 자를 적절한 예방시설로 후송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교육하는 사업임. 문지기

자살예방 교육 사업은 정신보건사업과 결합하여 정신보건사업의 효과를 강화시키며,

자살자의 사회적 지지 및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킴.

2) 자살예방 스크리닝

○ 스크리닝은 우울 또는 약물중독과 같은 자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자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선별하고 이들을 치료하는 자살예방사업으로 주로 학교, 대학, 1차 의료기관에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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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물 및 정신치료

○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6-8주의 약물치료로 70% 이상의 호전을 보이는 치료가능한 질환임. 세

계보건기구(2004)에서도 자살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우울증의 약물치료를 제시한바 있음.

그러나 적어도 자살자의 90%는 정신질환을 경험하며 자살자의 80% 이상이 사망전까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Lonnqvist et al, 1995; Henriksson et al, 2001). 심지어 자살시도

후에도 우울증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Oquendo et al, 2002).

○ 일반적으로 특정 정신질환에 있어서 몇몇 치료(제)는 자살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가령 조울증(bipolar disorder)과 심한 우울증에서는 lithium 장기치료가(Thies-Flechtner et al,

1996), 정신분열증에서는 clozapine과 olanzapine 치료가 자살행동(자살, 자살시도, 자살생각)을 낮

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Glick et al, 2004).

○ 치료의 경우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CBT), 대인관계정신치료(interpersonal

behavioural therapy; IPT), 변증법적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ural therapy; DBT) 등의 치료법이 자

살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Beautrais et al, 2007).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

료를 통하여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음. 이에 많은 나라들이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우울증 환자

를 포함한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자살예방사업을 채택하고 있음.

4) 자살시도 후 사후관리

○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은 만성적이며 재발가능성이 높은데다 치료 순응도가 낮음(Mann et

al, 2005). 또한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 가능성이 높음. 자살시도 후 사후관리는 자살경험이 있

는 자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며 자살시도자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사업임.

○ 실제 1차 의료인에 의한 치료를 받는 경우 사후관리자가 개입했을 때 정신질환자의 치료 효

과는 높고(Vergouwe et al, 2003) 자살 재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나라에서 자

살예방사업으로 채택하고 있음.

○ 노르웨이에서의 자살시도 후 사후관리는 병원에서 퇴원 후 네트워크간 연결(Chain of care)을

통해 자살시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이외 위급

시 정신과치료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Green Card'를 제공함으로써 자살시도 후 사후관리를

하는 나라들도 있음.

5) 자살도구 사전적 접근 억제

○ 자살은 자살도구의 접근을 어렵게 함으로써 예방 가능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살도구로는

총기, 살충제, 가정 내 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진통제 등임.

○ 미국과 캐나다는 총기사용 제한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호주는 진정제인 Barbiturates 구매를

어렵게 하거나 포장형태를 바꿈으로써, 스위스와 영국은 가정 내 맹독성 가스를 천연 가스로 대

체함으로써 자살도구의 접근성을 어렵게 하고 있음. 러시아와 아일랜드와 같이 알코올 섭취가 높

은 나라에서는 알코올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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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살관련 보도 통제(Media)

○ TV,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는 자살을 조장할 수도, 자살을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중매

체를 통한 자살예방사업은 중요함. 실제 1987년 오스트리아에서의 대중매체를 이용한 지하철 자

살예방 캠페인은 지하철 자살률을 80%까지 감소시켰음(Etzersdorfer and Sonneck, 1998).

○ 자살관련 보도 통제는 저널리스트나 방송관련 종사자에게 자살예방교육을 함으로써, 자살관련

뉴스나 방송을 방송할 때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함. 또한 인터넷에서의 자살사이트 운영 금지

를 통해서도 가능함. 미국은 미국-에너버그 공영 정책 센터(The American and 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와 질병관리센터(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자살관련 보도

및 방송 관련 지침서를 작성․배포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인터넷상에서의 자

살사이트 운영 금지를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있음.

7) 기타사업

○ 기타 자살예방사업으로는 자살자의 가족 및 친구들의 정신적 안정 지지사업(Support for

family, whānau(extended family, and friends bereaved by suicide)과 학교를 기반으로 한 자아존중사

업(School-based competency promoting and skill enhancing programmes), 위기관리센터 및 위기상

담 운영사업(Crisis centers and crisis counselling) 등이 있음.

○ 자살자의 가족 및 친구들의 정신적 안정 지지사업은 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자에 의한 집단

상담치료, 정신과 의사에 의한 집단 우울증 치료 및 심리치료를 통해 진행되며, 학교를 기반으로

한 자아존중사업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교육 및 문제 대처/해결능력 향상교육을 통

해 진행됨.

○ 위기관리센터 및 위기상담 운영사업은 전화 상담을 통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살충동

을 억제시키며 이들에게 필요한 자살예방사업을 연계시켜 줌으로써 자살을 예방하고 있음.

2.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사업의 효과성

○ Rutz et al(1989), Takahshi et al(1998), Rihmer et al(2001) 연구에 의하면 1차 의료인을 통한 자

살예방교육사업은 실제 자살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1차 의료인을 통한 영국에서의 자

살예방교육사업(Hannaford et al, 1996)과 호주에서의 자살예방교육사업(Naismith et al, 2001), 그리

고 미국에서의 자살예방교육사업(Pignone et al, 2002) 모두 자살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남.

○ Systematic Review를 통해 자살예방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Mann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여

러 가지 자살예방사업 중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사업과 치명적 자살도구의 사전적

접근억제 사업이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나타났음(<표 6> 참고). 뉴질랜드의 포괄적 자살예방사

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Beautrais et al(2007) 연구에서도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사업,

자살도구 사전적 접근 억제사업, 문지기 교육사업(Gatekeeper education) 등이 효과적인 자살예방

사업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자살예방사업 중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사업이 효과가 큼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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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사업 연간 자살 감소율(%)

교육

일반인

일차의료인

미국 공군

-

22-73

40

노르웨이 군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사업 33

항우울제 처방건수 증가
*

3.2

네트워크간의 연결(Chain of care)† -

치명적 자살도구의 접근성 억제 사업

총

가정내 가스

진정제(Barbiturates)

자동차 배기가스

진통제(Analgesics)

1.5-9.5

1-33

23

-

-

자살관련 보도 통제(media blackouts) 사업 -

<표 6> 자살예방사업 개입 후 총 자살 감소율 현황

자료: Mann et al(2005)

주: * 1987-1999년 항우울증 처방률 414% 증가

†자살시도자의 치료 및 자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과 사후관리팀이 연계하여 자살시

도자의 재활을 도와주는 자살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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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사업의 해외사례

가. 뉴질랜드

1) 자살예방사업 개관

○1992년 청소년의 자살예방에서 시작된 자살예방정책은 전 연령집단으로 확대되어 2006년

Ministry of Health의 주관하에 포괄적인 국가 대책으로 자살예방전략(the New Zealand Suicide

Prevention Strategy)을 확립하게 되었음(New Zealand Suicide Prevention Action Plan 2008-2012).

○국가적인 자살예방대책은 (1)정신건강 및 안녕 증진, 정신문제 예방, (2)자살행동과 관계된 정신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보호개선, (3)비치명적 자살시도를 한 사람들의 보호개선, (4)자살수단

에의 접근 감소, (5)대중매체에 의한 자살행동의 안전한 묘사 및 보고 증진, (6)자살 및 자살시도

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가족, 친구 등 지지, (7)자살률, 원인 및 효과적 사업(개입)에 대한 근거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러한 목표하에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 토착민

등이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예방집단의 연령과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하며, 개

인과 집단에 대한 자살예방프로그램이 통합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2)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사업

○ 뉴질랜드의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사업으로는 1차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교육사업과 자살

예방을 고려한 정신질환자의 치료사업, 1차 의료기관에서의 우울증, 자살위험자 스크리닝 사업

등이 있음.

나. 호주

1) 자살예방사업 개관

○ 호주 정부는 1992년 국가건강 및 의학연구위원회(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를 통해 모든 연령집단의 포괄적 자살예방 대책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1995년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Youth Suicide Prevention Strategy)을 제시하였

음. 이러한 국가의 자살예방전략은 2000년에 지방거주자, 노인, 약물중독자, 지방 지역사회, 정신

질환자, 토착민 등 고위험집단을 포함한 모든 연령집단으로 확대한 포괄적인 국가 자살예방정책

(National Suicide Prevention Strategy, NSPS)하에 the Living Is For Everyone(LIFE) 사업을 전국가

적으로 시행하였으며(이소정 외, 2009) 2006-2007년 LIFE 사업틀을 제 정비하여 새롭게 자살예방

사업(the LIEF Framework 2007)을 시행하고 있음.

○ 연령, 사회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사업인 LIFE사업은 총 6개

의 행동영역(Action Areas)으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음. 6개의 자살 및 자살예방 행동영역은 다음

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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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과 자살예방에 대한 이해와 근거 확보

- 개인의 회복력(Resilience) 및 자립 능력(capacity for self-help) 증진

- 지역사회 역량, 회복력 자살예방기능 강화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살예방사업과 정부차원에서의 자살예방사업과의 협력

구축

- 고위험 개인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구축 및 제공

- 자살예방사업의 기준 및 질 향상

○ LIFE은 자살예방을 위해 다음의 6가지 주요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함. (1)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사업, (2)문지기 자살예방교육사업(Gatekeeper training programs), (3)자살도구 접근성

차단, (4)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약물요법, 심리요법, 사후관리), (5)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역

량 강화사업(위기센터 및 위기상담사업, 1차 의료기관 및 학교에서의 우울증, 자살위험자 스크리

닝 사업, 자살시도 후 사후관리, 자살자 가족, 친구 지지사업 등), (6)자살관련 보도 통제

○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자살예방대책 이외 호주는 지역별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호주

는 6개의 주(State)와 2개의 자치구(Territory)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지역별로 자살예방정책을 조직

적으로 수립하여 능동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사업

○호주의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사업으로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사업, 자살시도

자 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약물요법, 심리요법 등)사업, 1차 의료기관에서의 우울증, 자살위

험자 스크리닝 사업 등이 있음.

다. 영국

1) 자살예방사업 개관

○ 영국의 자살예방사업은 1992년 영국의 보건 대책의 초안인 ‘The Health of the Nation'에서

2000년까지 전체 자살률을 15% 감소시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처음으로 국가적인 자살예방 관심

이 공식화되었음(이지전 외, 2006). 이후 영국은 2002년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전략을 내놓으면서,

국가적 차원에 자살예방 정책을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음.

○ 영국의 자살예방대책의 목표는 1)고위험집단의 위험감소, 2)국민의 정신적 안녕 증진, 3)자살수

단의 접근성과 치명도의 감소, 4)대중매체의 자살행동 관련 보도 개선, 5)자살 및 자살예방 관련

연구 증진, 6)자살 감소를 위한 Saving Lifes: Our Health Nation 목표의 진행에 대한 감시 개선으

로 국가 주도하에 포괄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2010년까지 자살로 인한 사망을 20% 감

소시킨다는 구체적인 목표 하에 건강 및 사회서비스기관(Health and Social Care Agencies), 정부

부서(Government departments), 자발적 민간부문 기관(voluntary and private sector organizatio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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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협력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연방정부가 계획한 정책이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을 통해 수행되는 것을 추구

하는 영국은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중심으로 자살예방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이

는 고위험 집단에 대한 이차적 자살예방으로서의 정신보건서비스가 아닌, 일차적 자살예방으로서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서비스 강화를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소정 외,

2009).

2)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사업

○ 영국 또한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사업으로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사업, 자살

시도자 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약물요법, 심리요법 등)사업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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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자살예방에 있어서 의료인들의 역할 인식에 대한 제고

○ 자살 고위험군을 의료기관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전문기관으로 연계함으로써 우울증

환자 발견 및 치료율 증가와 궁극적으로 자살자 수 감소 효과 기대

(2) 활용방안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보수교육 등에 교과과정으로 포함.

○ 의료인 교육 자료 개발

○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자살 전 의료이용 패턴

분석
보사연 부연구위원 강은정

보사연 선임연구원 이수형

보사연 연구원 천재영

보사연 연구원 김지은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해

외사례 분석

보사연 부연구위원 강은정

보사연 초빙연구위원 정진욱

자살증후 스크리닝 도구

개발
보사연 부연구위원 강은정

자살증후자 대처 및 연계

지침 개발
경희대 조교수 백종우

의료인 교육 지침 개발

김포한별

병원
원장 서동우

경희대 백종우

제도 보완 대책

보사연 부연구위원 강은정

보사연 초빙연구위원 정진욱

김포한별

병원
원장 서동우

경희대 조교수 백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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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자살 전 의료이용 패턴 분석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사

업의 해외사례 및 효과성

분석

자살증후 스크리닝 도구 개발

자살증후자 대처 및 연계

지침 개발

4월 의료인 포커스

그룹, 5월 일반인

설문

의료인 교육 지침 개발

제도적 보완 대책 포함 보

고서 작성
6월 공청회

추 진 진 도 ( % ) 10 25 35 50 70 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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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살자의 자살 전 의료이용 특성: 노인을 중심으로

1. 서론

자살자들은 자살하기 전에 많은 수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의

료기관에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말해준다. 즉, 자살 증후를 의료인들이

일반 진료 현장에서 발견하고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면 일부 자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하여 자살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사망원인조사자료와 의료이용 자료인 건강보험자료가 각각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관할로 되어 있어서 두 자료를 결합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지전 등

(2006)의 연구 내용을 빌어 자살자들의 자살 전 의료이용 특성을 정리하였다.

이지전 등(2006)은 2004년에 자살로 사망한 노인 3,182명 중 건강보험가입자로 사망일자

로부터 사망 전 1년 동안 의료를 한번이라도 이용한 노인은 2,806명의 의료이용을 분석하였

다. 노인은 의료이용이 높은 계층이기 때문에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 전략의 주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는 사망하기 전 1년 동안 자살한 노인들의 의료이용 수준, 의료이

용 원인 질병을 전체 노인의 평균 의료이용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2. 자살 노인의 사망 전 1년간 의료이용

<표 1>은 자살 노인의 사망 전 1년간 질병별 의료이용을 전체 노인의 의료이용과 비교한

것이다. 수준에 있어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질병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5,156건의 943

명, 즉 33.6%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총 3,563건의 886명, 즉 31.6%가 이용

한 기타 배병증, 총 2,331건의 631명, 즉 22.5%가 이용한 관절증, 총 1,243건의 624명, 즉

22.2%가 이용한 기타 급성상기도감염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 노인의 사망 전 1년간 질병별 의료이용수준에 있어 전체노인에 비하여 자살 노인의

유병률이 높은 질병은 약물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중독(41.9배), 기타내부장기의 손상

(39.0배), 주로비의약욕물질의 중독작용(34.8배)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살시도 후의 증상으

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자살시도자에 대한 추후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 밖에도 자살노인의 의료이용은 전체 노인에 비하여 기

분(정동성)장애(4.3배),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4.0배)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가

다른 질병에 의한 이용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 질병의 경우 자살한 노인이 전체노인에 비하여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타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0.8배)은 그 반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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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21대분류)

질병명
(298분류)

이용
건수

환자수
이용률

(%)

간접
표준화
유병비

p-값
95%
신뢰구간

감염성질환
A00-B99

감염성기원의설사와위장염 128 103 3.7 1.3 0.016 1.05-1.54

호흡기결핵 162 59 2.1 2.4 0.000 1.83-3.05

신생물
C00-D48

위의악성신생물 368 60 2.1 2.3 0.000 1.77-2.94

기타상피내,양성신생물 141 83 3.0 1.5 0.000 1.20-1.85

내분비질환
E00-E90

당뇨병 2,792 444 15.8 1.2 0.000 1.09-1.31

기타내분비,영양및대사질환 117 60 2.1 0.8 0.143 0.64-1.07

정신장애
F00-F99

치매 205 66 2.4 1.6 0.000 1.29-2.09

기분(정동성)장애 1,996 337 12.0 4.3 0.000 3.87-4.79

신경증,스트레스관련신체형장애 1,032 293 10.4 2.9 0.000 2.54-3.20

기타정신및행동장애 362 120 4.3 4.0 0.000 3.37-4.82

신경계질환
G00-G99

편두통및기타두통증후군 213 123 4.4 1.2 0.022 1.03-1.47

신경,신경근및신경총장애 272 116 4.1 1.4 0.000 1.18-1.70

기타신경계의질환 650 229 8.2 3.0 0.000 2.60-3.36

귀질환 H60-H95 결막염및기타결막의장애 480 268 9.6 0.9 0.037 0.78-0.99

눈질환
H00-H59

각막염및각막과공막의기타장애 157 87 3.1 1.2 0.163 0.94-1.43

백내장및수정체의기타장애 1,235 391 13.9 1.0 0.337 0.95-1.16

녹내장 383 81 2.9 1.5 0.000 1.20-1.86

굴절및조절장애 135 95 3.4 1.3 0.013 1.06-1.58

기타눈및눈부속기의질환 823 314 11.2 1.0 0.729 0.88-1.10

귀질환
H60-H95

중이염과중이및유양돌기장애 290 100 3.6 1.1 0.536 0.87-1.29

기타귀및유양돌기질환 475 237 8.4 1.1 0.184 0.96-1.24

순환기계질환
I00-I99

본태성(원발성)고혈압 5,156 943 33.6 1.0 0.502 0.92-1.04

기타고혈압성질환 756 197 7.0 1.2 0.028 1.02-1.34

기타허혈성심장질환 471 162 5.8 1.2 0.059 0.99-1.35

전도장애및심장성부정맥 217 110 3.9 2.4 0.000 2.00-2.90

심부전 339 100 3.6 1.7 0.000 1.40-2.07

뇌경색증 1,170 301 10.7 2.1 0.000 1.84-2.31

기타뇌혈관질환 227 91 3.2 1.6 0.000 1.31-1.98

치핵 149 66 2.4 1.9 0.000 1.51-2.45

호흡기계질환
J00-J99

급성인두염및급성편도염 520 332 11.8 0.8 0.000 0.72-0.90

급성후두염및기관염 214 132 4.7 0.8 0.022 0.69-0.97

기타급성상기도감염 1,243 624 22.2 0.9 0.000 0.80-0.94

인플루엔자 175 70 2.5 1.3 0.021 1.04-1.67

폐렴 246 144 5.1 1.6 0.000 1.39-1.92

급성기관지염및급성세기관지염 595 357 12.7 0.8 0.000 0.72-0.89

기타코및비동의질환 273 158 5.6 0.8 0.030 0.72-0.98

기타상기도의질환 85 58 2.1 1.0 0.877 0.79-1.32

기관지염,폐기종 975 369 13.2 1.2 0.001 1.07-1.31

천식 801 259 9.2 1.2 0.001 1.09-1.39

기타호흡기계질환 207 108 3.8 2.2 0.000 1.82-2.65

소화기계질환
K00-K93

치아및지지구조의기타장애 161 106 3.8 0.1 0.000 0.12-0.17

기타구강,타액선및턱의질환 127 64 2.3 0.7 0.006 0.56-0.91

위및십이지장궤양 1,097 387 13.8 1.5 0.000 1.37-1.68

위염및십이지장염 1,423 534 19.0 1.3 0.000 1.20-1.43

기타식도,위및십이지장질환 618 252 9.0 1.4 0.000 1.24-1.59

기타장및복막의질환 1,078 500 17.8 1.6 0.000 1.48-1.76

기타간질환 187 97 3.5 1.3 0.020 1.04-1.55

피부질환
L00-L99

피부및피하조직의감염 235 145 5.2 1.2 0.040 1.01-1.40

기타피부및피하조직의질환 1,552 615 21.9 1.0 0.424 0.95-1.12

표 11. 2004년 자살노인의 질병별 의료이용: 입원+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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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결계질환
M00-M99

염증성다발성관절병증 1,220 406 14.5 1.1 0.017 1.02-1.24

관절증 2,331 631 22.5 1.0 0.327 0.89-1.04

관절의기타장애 447 199 7.1 1.2 0.016 1.03-1.36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1,014 328 11.7 1.2 0.001 1.08-1.34

기타배병증 3,563 886 31.6 1.1 0.014 1.02-1.16

연부조직장애 1,280 506 18.0 1.0 0.498 0.89-1.06

뼈밀도및구조장애 273 107 3.8 0.8 0.010 0.65-0.94

비뇨생식기계질환
N00-N99

방광염 170 101 3.6 1.1 0.278 0.92-1.35

기타비뇨기계의질환 188 101 3.6 1.6 0.000 1.31-1.93

전립선의비대 1,016 254 9.1 1.9 0.000 1.72-2.20

분류외질환
R00-R99

복부및골반동통 177 122 4.3 2.0 0.000 1.69-2.42

기타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징후 902 556 19.8 1.7 0.000 1.52-1.80

손상및중독
SS00-T98

목,흉곽또는골반의골절 331 136 4.8 1.8 0.000 1.54-2.15

기타사지뼈의골절 272 82 2.9 1.3 0.021 1.04-1.60

다발성신체부위의탈구,염좌및긴
장

889 402 14.3 1.2 0.002 1.06-1.28

기타내부장기의손상 110 64 2.3 59.0 0.000 45.86-75.78

손상및중독
SS00-T98

다발성신체부위의기타손상 600 350 12.5 1.7 0.000 1.49-1.83

약물및생물학적물질에의한중독 60 57 2.0 41.9 0.000 32.18-54.61

주로비의약용물질의중독작용 361 304 10.8 34.8 0.000 31.07-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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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망 전 1년간 질병별 의료이용수준 : 입원

자살 노인의 사망전 1년간 특정 질병으로 인한 입원서비스 이용수준에 있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인 질병은 주로 비의약용물질의 중독 작용으로, 총 228건의 211명,

즉 7.5%가 이로 인하여 입원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총 165건의 121명, 즉

4.3%가 이용한 뇌경색증, 총 133건의 106명, 즉 3.8%가 이용한 백내장 및 수정체의 기

타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전체 노인에 비해 자살 노인의 입원 이용이 높아 표준화 유병비가 높은 질환들에는

기분(정동성)장애 (16.3), 약물및생물학적물질에의한중독 (41.6), 주로비의약용물질에의

한중독작용 (88.1)이 포함되어 있었다.

질병명
이용
건수

환자
수

이용률
간접
표준화
유병비

p-값 95%CI

신생물

위의악성신생물 109 40 1.4 3.6 0.000 2.61-4.85

기관,기관지및폐의악성신생
물

78 31 1.1 2.8 0.000 1.96-3.97

내분비질
환

당뇨병 97 63 2.2 3.0 0.000 2.35-3.85

정신장애 기분(정동성)장애 77 45 1.6 16.3 0.000 12.13-21.84

눈질환 백내장및수정체의기타장
애 133 106 3.8 1.2 0.114 0.96-1.41

순환기계
질환

본태성(원발성)고혈압 50 37 1.3 2.8 0.000 2.03-3.87

기타허혈성심장질환 48 31 1.1 1.5 0.026 1.05-2.12

뇌경색증 165 121 4.3 3.0 0.000 2.48-3.54

호흡기계
질환

폐렴 74 61 2.2 2.3 0.000 1.80-2.98

기관지염,폐기종 53 39 1.4 2.2 0.000 1.63-3.06

기타호흡기계질환 41 30 1.1 2.9 0.000 2.05-4.20

소화기계
질환 위및십이지장궤양 43 36 1.3 3.9 0.000 2.81-5.41

근골격계
질환 기타배병증 64 51 1.8 2.5 0.000 1.93-3.34

분류외질
환

기타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 31 27 1.0 3.0 0.000 2.09-4.45

손상및중
독

목,흉곽또는골반의골절 77 53 1.9 2.2 0.000 1.66-2.85

다발성신체부위의기타손상 54 41 1.5 6.2 0.000 4.58-8.46

약물및생물학적물질에의한
중독 35 34 1.2 41.6 0.000 29.52-58.56

주로비의약용물질의중독작
용 228 211 7.5 88.1 0.000 76.59-101.35

표 12. 2004년 자살노인의 질병별 입원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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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망 전 1년간 질병별 의료이용: 외래

자살 노인의 사망전 1년간 특정 질병으로 인한 외래서비스 이용수준에 있어 가

장 높은 이용률을 보인 질병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총 5,106건의 932명, 즉

33.2%가 이로 인하여 외래서비스를 이용하였다(표 3). 다음으로 총 3,499건의 882

명, 즉 31.4%가 이용한 기타배병증, 총 2,299건의 626명, 즉 22.3%가 이용한 관절증,

총 1,239건의 623명, 즉 22.2%가 이용한 기타 급성상기도감염, 총 1,551건의 615명,

즉 21.9%가 이용한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 노인의 사망전 1년간 특정 질병으로 인한 외래서비스 이용수준에 있어 가

장 높은 유병비를 보인 질병은 기타내부장기의 손상으로, 10,000명 당 176.6명으로

전체 노인의 2.0명에 비하여 87.2배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주로 비의약용 물질

의 중독 작용으로 10,000명 당 371.5명으로, 전체 노인 10,000명 당 21.0명에 비하여

17.7배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질병의 유병비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자살시도 또는

자해로 인한 질환 후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밖에도 기분

(정동성)장애가 10,000명 당 995.7명으로 전체 노인 10,000명 당 235.5명에 비하여

4.2배 높게 나타났고,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가 10,000명 당 359.3명으로 전체 노인

10,000명 당 87.8명에 비하여 4.1배 높게 나타나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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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이용
건수

환자
수

이용
률

간접
표준화
유병비

p-값
95%
신뢰구간

감염성질환
A00-B99 감염성기원의설사와위장염 113 91 3.2 1.2 0.067 0.99-1.49

신생물C00-D48 기타상피내,양성신생물 131 78 2.8 1.5 0.000 1.23-1.92

내분비질환E00-E90 당뇨병 2,695 428 15.3 1.2 0.002 1.06-1.28

정신장애
F00-F99

치매 178 57 2.0 1.7 0.000 1.29-2.16

기분(정동성)장애 1,919 327 11.7 4.2 0.000 3.79-4.71

신경증,스트레스관련신체형장애 1,011 288 10.3 2.8 0.000 2.52-3.17

기타정신및행동장애 356 118 4.2 4.1 0.000 3.41-4.90

신경계질환
G00-G99

편두통및기타두통증후군 205 122 4.3 1.2 0.025 1.03-1.46

신경,신경근및신경총장애 271 115 4.1 1.4 0.000 1.18-1.70

기타신경계의질환 625 216 7.7 2.9 0.000 2.53-3.30

눈질환
H00-H59

결막염및기타결막의장애 480 268 9.6 0.9 0.037 0.78-0.99

각막염및각막과공막의기타장애 154 87 3.1 1.2 0.160 0.94-1.43

백내장및수정체의기타장애 1,102 385 13.7 1.1 0.267 0.96-1.17

녹내장 379 81 2.9 1.5 0.000 1.20-1.86

굴절및조절장애 135 95 3.4 1.3 0.012 1.06-1.58

기타눈및눈부속기의질환 820 314 11.2 1.0 0.743 0.88-1.10

귀질환
H60-H95

중이염과중이및유양돌기장애 289 100 3.6 1.1 0.532 0.88-1.30

기타귀및유양돌기질환 470 235 8.4 1.1 0.162 0.96-1.25

순환기계질환
I00-I99

본태성(원발성)고혈압 5,106 932 33.2 1.0 0.372 0.91-1.04

기타고혈압성질환 740 195 6.9 1.2 0.022 1.02-1.36

기타허혈성심장질환 423 145 5.2 1.1 0.325 0.92-1.28

전도장애및심장성부정맥 206 103 3.7 2.4 0.000 1.97-2.90

심부전 309 91 3.2 1.7 0.000 1.39-2.09

뇌경색증 1,005 250 8.9 1.9 0.000 1.72-2.20

기타뇌혈관질환 200 77 2.7 1.5 0.000 1.21-1.89

치핵 131 64 2.3 1.9 0.000 1.50-2.45

호흡기계질환
J00-J99

급성인두염및급성편도염 519 331 11.8 0.8 0.000 0.72-0.90

급성후두염및기관염 214 132 4.7 0.8 0.022 0.69-0.97

기타급성상기도감염 1,239 623 22.2 0.9 0.000 0.80-0.94

인플루엔자 175 70 2.5 1.3 0.019 1.05-1.67

폐렴 172 108 3.8 1.5 0.000 1.27-1.85

급성기관지염및급성세기관지염 592 355 12.7 0.8 0.000 0.72-0.89

기타코및비동의질환 273 158 5.6 0.8 0.031 0.72-0.98

기타상기도의질환 82 56 2.0 1.0 0.950 0.76-1.29

기관지염,폐기종 922 352 12.5 1.2 0.007 1.04-1.28

천식 766 253 9.0 1.2 0.001 1.08-1.38

기타호흡기계질환 166 89 3.2 2.1 0.000 1.72-2.61

소화기계질환
K00-K93

치아및지지구조의기타장애 161 106 3.8 0.1 0.000 0.12-0.17

기타구강,타액선및턱의질환 127 64 2.3 0.7 0.007 0.56-0.91

위및십이지장궤양 1,054 373 13.3 1.5 0.000 1.34-1.64

표 13. 2004년 자살노인의 질병별 외래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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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이용
건수

환자
수

이용
률

간접
표준화
유병비

p-값
95%
신뢰구간

위염및십이지장염 1,402 525 18.7 1.3 0.000 1.19-1.41

기타식도,위및십이지장질환 607 248 8.8 1.4 0.000 1.23-1.58

기타장및복막의질환 1,049 494 17.6 1.6 0.000 1.48-1.77

기타간질환 166 88 3.1 1.2 0.099 0.97-1.47

피부질환
L00-L99

피부및피하조직의감염 227 144 5.1 1.2 0.036 1.01-1.40

기타피부및피하조직의질환 1,551 615 21.9 1.0 0.397 0.96-1.12

근골격계질환
M00-M99

염증성다발성관절병증 1,209 403 14.4 1.1 0.021 1.02-1.24

관절증 2,299 626 22.3 1.0 0.264 0.88-1.03

관절의기타장애 442 198 7.1 1.2 0.013 1.04-1.37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989 320 11.4 1.2 0.002 1.06-1.32

기타배병증 3,499 882 31.4 1.1 0.015 1.02-1.16

연부조직장애 1,274 504 18.0 1.0 0.474 0.89-1.06

뼈밀도및구조장애 261 103 3.7 0.8 0.008 0.63-0.93

비뇨생식계질환
N00-N99

방광염 167 99 3.5 1.1 0.341 0.90-1.34

기타비뇨기계의질환 174 94 3.3 1.5 0.000 1.26-1.89

전립선의비대 1,000 252 9.0 1.9 0.000 1.72-2.20

분류외질환
R00-R99

복부및골반동통 172 119 4.2 2.0 0.000 1.69-2.42

기타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징후 871 536 19.1 1.6 0.000 1.49-1.77

손상및중독
S00-T98

목,흉곽또는골반의골절 254 116 4.1 1.8 0.000 1.52-2.19

기타사지뼈의골절 247 80 2.9 1.3 0.016 1.05-1.63

다발성신체부위의탈구,염좌및긴
장

868 388 13.8 1.1 0.012 1.03-1.26

기타내부장기의손상 100 58 2.1 87.2 0.000 66.80-113.88

다발성신체부위의기타손상 546 321 11.4 1.5 0.000 1.37-1.71

주로비의약용물질의중독작용 133 122 4.3 17.7 0.000 14.79-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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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살 노인의 사망 전 1년간 월별 진료비

자살 노인의 사망 전 1년간 의료이용수준의 월별 추이를 연령별, 성별로 나누어 살

펴보면 다음 그림 1과 표 4와 같다.

먼저 연령별로 사망 전 1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군의 총 진료비는 총 200.0만원으로

64세 미만 인구군의 총 진료비 158.7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

군의 1년간의 총 진료비의 변화를 살펴보면, 12개월 전에는 8.3만원으로 낮았다가 점

차 조금씩 증가하여 사망 2개월 전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사망 1개월에 급격하

게 42.2만원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군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70-74세 인구의 의료이용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85세 이상 인구의 의료이용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자 노인의 사망 전 1년 동안의 총 진료비는 201.5만

원으로 여성노인의 197.8만원보다 높았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의 5세 단위 인구군 모

두에 해당되는 결과로, 특히 70-74세 인구군의 사망 전 1년 동안의 총 진료비는 남자

노인이 202.6만원, 여자노인이 262.5만원으로 격차가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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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살 노인의 사망 전 1년간 월별 진료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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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

1년

총진료비

12개월 11개월 10개월 9개월 8개월 7개월 6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전체

64세미만 158.7 7.1 9.2 9.0 9.4 10.1 10.4 11.1 11.7 12.7 13.5 15.5 38.8

65세이상 200.0 8.3 12.1 12.4 12.9 14.0 13.1 15.2 15.4 15.2 17.1 22.5 42.0

65-69세 209.5 8.3 12.9 14.0 15.0 15.6 15.2 15.3 17.0 17.3 18.9 22.7 37.3

70-74세 225.4 9.1 14.8 13.9 13.5 15.7 12.9 18.8 15.9 16.5 19.5 23.2 51.5

75-79세 211.1 8.2 10.8 11.6 12.1 15.1 13.8 16.9 19.2 15.2 18.7 28.0 41.4

80-84세 160.4 9.4 10.2 10.5 11.4 10.0 11.3 11.3 10.5 10.9 11.7 16.1 37.2

85세이상 142.6 4.6 8.3 7.8 8.2 8.1 8.3 8.2 8.4 12.5 10.3 18.1 39.9

남자

64세미만 158.2 6.9 8.8 8.8 9.5 10.3 10.2 10.9 11.6 12.9 14.0 16.2 38.1

65세이상 201.5 8.0 12.4 12.1 12.7 15.0 14.7 15.8 15.9 14.9 17.4 22.5 40.3

65-69세 209.1 7.9 13.4 13.8 14.6 16.7 16.5 15.0 16.5 16.1 20.0 20.8 37.8

70-74세 202.6 8.2 14.3 11.4 12.9 13.2 11.7 18.8 15.2 13.3 17.1 20.8 45.7

75-79세 222.0 8.4 11.2 10.7 13.2 18.6 16.1 16.0 20.6 17.5 17.8 30.3 41.8

80-84세 164.5 7.6 9.6 12.1 8.7 10.4 13.9 13.1 11.9 12.9 13.5 17.2 33.7

85세이상 173.5 7.2 9.3 9.1 8.0 11.7 14.1 12.3 10.0 10.6 11.4 27.4 42.4

여자

64세미만 159.9 7.6 10.1 9.6 9.3 9.8 10.8 11.7 12.0 12.4 12.4 13.8 40.5

65세이상 197.8 8.9 11.6 12.8 13.1 12.4 10.7 14.4 14.6 15.8 16.6 22.4 44.5

65-69세 210.9 9.5 11.5 14.5 16.2 12.5 11.8 16.0 18.3 20.8 15.8 28.1 35.9

70-74세 262.5 10.6 15.7 17.9 14.5 19.8 14.9 18.7 17.2 21.7 23.5 27.2 60.9

75-79세 197.4 8.0 10.3 12.8 10.8 10.8 11.0 18.1 17.5 12.2 19.8 25.3 41.0

80-84세 156.1 11.3 10.7 8.8 14.2 9.5 8.5 9.3 9.1 8.8 9.7 15.0 41.1

85세이상 119.1 2.6 7.5 6.8 8.4 5.4 3.8 5.0 7.2 13.9 9.5 10.9 38.1

표 14. 자살 노인의 사망전 1년간 월별 진료비: 성별 연령별 비교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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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구유형 수준 인구집단 예방 전략 연구방법 연구결과

Winte

rsteen

, 2010

Case-co

ntrol

study

4

일차의료

기관 내원

아동(12~1

8)

의사 교육,

스크리닝
챠트에 포함

-자살위험에 대한 문의 219%

증가, 자살위험자 발견율,

정신과 외래 연계율 293% 증가

Lang

et al,

2009

Case-co

ntrol

study

4
정신질환

외래환자

자살위험

스크리닝

뉴욕 South Beach

Psychiatric Center 등록

정신질환자 중 무작위 추출,

6개월간 월 1회 스크리닝

-정신질환 외래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스크리닝 가능

(전자챠트에 포함)

-자살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음

Oyam

a et

al,

2008

Systema

tic

review

2A

지역사회

65세 이상

노인

지역사회

중심의

우울

스크리닝

(CDS)과

추후관리

-5개 연구 포함

-스크리닝&정신과의사의

추후관리: 자살률 남자

0.30(0.13-0.68)~0.33(0.14-0.80),

여자0.33(0.19-0.58)~0.33(0.19-06

0)

-스크리닝&일반의 추후관리:

자살률 남자

0.73(0.45-1.18)~0.74(0.45-1.23),

여자

0.36(0.21-0.60)~0.39(0.22-0.66)

Oyam

a et

al,

2006

Cohort

study

(quasi-e

xperimen

tal)

2B

Niigata

지역 65세

이상 노인

정신건강교

육-우울

스크리닝-

방문간호사

등의

추후관리

매년 2단계 스크리닝 실시;

1단계=Zung's Self-rating

Depression Scale

자가보고(사회복지사 수집),

2단계=GP가 Japanese

version of the Research

Diagnostic Criteria로 진단

-여성의 자살 위험을 70% 감소

(Incidence Rate Ratio=0.30

[CI:0.14-0.67])

-남성 자살 위험은 불변

Valen

tini et

al,

2004

Cohort

study
2B

브라질

일차의료

의사 및

환자

일차의료

의사 교육

-의사 교육 1달 전후 비교

-Zung 및 DSM-Ⅳ/ICD-10

주우울증 체크리스트

-의사 훈련 효과 없음

-우울에 대한 지식 증가 없음

-우울 발견 증가 안 됨.

-전문의로의 후송 감소한 반면

직접적 정신약물학적 처치에

대한 자신감 증가

Bruce

et al,

2004

RCT 1B
일차의료

노인환자

일차의료에

서의 우울

발견 및

치료

-일차의료 현장에서 노인

우울을 치료하기 위한

임상적 알고리즘에 대한

의사 지식 향상 & 우울

care management

-치료군에서 자살 사고율이 더

빨리 감소

-4개월 후 치료군 자살 사고율

12.9%p 감소, 대조군 3.0%p

감소

-자살사고 감소가 빠름 (8개월

후에 차이가 가장 큼. 70.7% vs

43.9% 해결)

Gayn

es et

al,

2004

Systema

tic

review

2A
일차의료

환자

일차의료에

서의 우울

스크리닝

-스크리닝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1개

포함 (Symptom-Driven

Diagnostic System for

Primary Care, 62개 문항

중 자살 관련 3문항;

의사진료 전 간호사가

질문, 챠트에 기록)

자살 시도 계획자의 발견에

대하여,

-“자살 생각” 문항:100% 민감도,

81% 특이도, 5.9% 양성예측도

-“죽고 싶다는 생각” 문항: 92%

민감도, 93% 특이도, 14%

양성예측도

-“자살할 것 같은 느낌” 문항:

83% 민감도, 98% 특이도, 30%

양성예측도

Oyam Cohort 2B 일본 일차의료 -1990년부터 실시 -10년 뒤 장기적 효과 존재(남자

Ⅲ.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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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t

al,

2004

study(qu

asi-expe

rimental)

일차의료

노인 환자
의사 교육

-자살 위험, 우울에 관한

교육 워크숍에 노인들

초청 (우울의 증상, 치료,

정신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1단계 스크리닝:

Self-rating Depression

Scale 일본판 적용

(자가기입 혹은 면접)

-2단계 스크리닝: SDS

양성확인자에게 공중보건

간호사가 정신건강 사정

실시, 필요시 정신과의사

진단

-2단계 양성확인자는

정신과의사에게 보내질 지

혹은 4개월 뒤 간호사

면접을 다시 할 지 결정

-최종 결정은 최초 만남

이후 2개월에 내림

73%, 여자 76% 자살 사망률

감소)

Gilbo

dy et

al,

2003

Systema

tic

review

2A
일차의료

환자

일차의료에

서의 우울

발견 및

치료

-36개 연구 포함

-효과적 전략: 협동적 치료, 질

향상, 약사의 처방 정보 제공

및 환자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내에서의 지침의 실행(예,

간호사 사례관리, 협동적 치료,

우울증 관리사업, 집중적

질향상 전략)

-비효과적 전략: 지침 및 교육

전략

Knox

et al,

2003

Cohort

study(qu

isi-exper

imental)

2B

US Air

Force

직원

Gatekeeper

프로그램

-자살의 위험요인은 줄이고

보호요인은 강화하는

다층적 프로그램

-정신과적 도움에 대한

오명 제거,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증진, 정책 및

사회적 규범 변화 등

-개입 후 자살 위험 33% 감소,

살해 51% 감소, 사고사 18%

감소, 심각한 가정폭력 54%

감소, 중등도 가정폭력 30%

감소, 가벼운 가정폭력 18%

증가

Pigno

ne et

al,

2002

Systema

tic

review

2A
일차의료

환자

일차의료에

서의 우울

스크리닝

-진단, 치료, 결과 측면에서

스크리닝의 효과 연구

체계적 고찰

-메타분석

-우울 지속될 위험을 13% 감소

Lin

et al,

2001

Cohort

study
2B

미국

일차의료

의사

일차의료

의사 교육

-2명의 정신과의사와 1명의

일반의가 2시간 교육 실시

-교육내용: 1)DSM-Ⅳ를

사용한 우울 증상 발견

방법, 2)신속하게

전문의에게 후송해야 하는

경우의 기준, 3)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주의점,

4)항우울제 약물치료의

알고리즘, 5)환자의

약물순응도 향상, 6)환자

활성화(?, activation)에

대한 간이 전략의 시범,

-교육 1년 뒤 비교 의사집단과

비교해 우울 진단 혹은

약물치료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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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환자 반응과 진행을

사정하기 위한 정기적

추후관리의 중요성

-2시간 중 마지막 30분은

역할극

-교육 이후 정신과의사와

1~3회 면담/전화상담

Thom

pson

et al,

2000

RCT 1B
일차의료

환자

일차의료에

서의 우울

발견 및

치료

-진료팀 교육

-교육의 질에 대해

참여자와 전문가

평가자로부터 평가

-HAD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로

우울 발견

-80%가 우울 환자 관리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함

-교육에 의한 의사들의 우울

증상 발견이 유의하게

증가하지는 않음

-교육 6주 및 6개월 후 우울

환자의 결과가 유의하게

향상되지는 않음

Kelly,

1998

Cohort

study(qu

asi-expe

rimental)

2B
일차의료

의사

일차의료

의사 교육

-우울에 관한 세미나 개최

(2시간 반 세미나에는

강의와 사례관리 vignette

포함)

-우울에 관한 지식 향상, 그러나

1년 뒤에는 효과 없음

Hann

aford

et al,

1995

Cohort

study
2B

UK의

일차의료

의사

일차의료

의사의

교육

-일차의료팀 구성원 모두에

의한 우울의 인식 및

관리에 대한 교육 패키지

"Take Care" (우울증에

관한 핸드북, 우울 환자

사정을 위한

aide-memoire, HAD

scales, 리플렛, 비디오,

포스터, 지역별

정신보건간호사 자문 위원

연계 등), 1993년 시작

-우울 미진단자 비율이 개입 전

24.1%에서 개입 후 17.1%로

감소, 불안 미진단자도 4.5%p

감소

Rutz

et al,

1989

Cohort

study
2B

일차의료

환자

일차의료

의사 교육

-1893-1894 스웨덴에서는

모든 일반의를 대상으로

우울 예방과 치료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

-Gotland 지역 자살률 감소: ‘83

25.0, ’84 14.3, ‘85 7.1

-우울 상담이 자살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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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살 스크리닝 도구에 대한 문헌 고찰

1. 자살 스크리닝 도구에 대한 문헌 고찰
Horowitz 등(2009)1)에 따르면 자살예방을 위한 도구로서 스크리닝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는 간결하고 정확한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스크리닝 도구는 간단하고,

하기 쉽고, 대상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민감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효과적인 스크리닝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이적인 평가 도구일 뿐이며, 스크리닝만

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는 없고 스크리닝 이후에 더 심층적인 검사가 수반되어야

한다2). 또한 스크리닝 도구를 현장에서 실제로 이용해야 하며, 추후의 정확한 검사뿐 아니

라 정신보건서비스로의 상담 및 진료연계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1차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은 환자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 스크리닝

에 있어 최적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Gaynes 등(2004)3)은 1차의료기관에서의 자살

스크리닝이 사망률을 감소시켰는지를 체계적으로 리뷰한 결과, 자살위험연구의 복잡성과 잘

디자인된 연구과제의 부족함 때문에 1차의료기관의 의료인들의 자살위험 평가 및 관리를 위

한 가이드에 대한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1996년 판 ‘The Guide to Clinical

Preventive Services’에서 The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USPSTF) 역시 1차의

료기관의 의료진들이 자살위험을 탐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스크리닝에 대해 그것을 추천할

만한, 혹은 그것을 반대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Gaynes 등은 임상적으로 유용한 스크리닝 방법을 찾는 데에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우선 1차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자살시도자 자체의 수가 매우 적

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통해 정확한 자살위험 스크리닝 전략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 예

를 들어 자살위험군을 파악해내는데 적절한 효과를 가진 스크리닝 도구가 있다고 하면, 이

도구를 10명의 자살환자가 속해 있는 10,000명의 인구집단에 적용시켜봤을 때-물론 자살환

자가 10명이라는 것은 자살시도자는 10명 이상임을 뜻함- 자살스크리닝 도구의 적용 결과,

10,000명 중 8명은 실제 자살고위험군인 것으로(true positive), 2명은 실제로는 자살위험이

있는데 스크리닝 결과에서는 위험이 없는 것으로(false negative) 2,997명은 실제로는 자살

위험이 없는데 스크리닝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false positive)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위

의 가정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듯이 높은 false positive의 케이스들은 연구 자체 뿐 아니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시행될 경우 시간과 비용 상의 실질적인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가. 일반 대상

1) The Symptom Driven Diagnostic System for Primary Care(SDDS-PC)4)

1) Horowitz LM, Ballard ED, & Pao M, "Suicide screening in schools, primary care and emergency departments", Curr Opin Pediatr, 
21(5), 2009, pp.620-627.

2) Jekel, JF.; Katz, DL.; Elmore, JG. Epidemiology, biostatistics, and preventive medicine. 2nd. Philadelphia, PA: W.B. Saunders; 2001.
3) Gaynes BN, West SL, Ford C, Frame P, Klein J, & Lohr KN, "Screening for Suicide Risk: A Systematic Evidence Review for the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4.



- 32 -

Ÿ 1차의료현장에서 정신의학적 질환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62개 항목의

자기보고식 도구

Ÿ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3항목 중 하나라도 “예”라고 응답하는 경우 자살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

1. (지난 한달 간) feeling suicidal?

2. (지난 한달 간) wished you were dead?

3. (지난 한달 간) thoughts of death?

Ÿ Olfson 등(1996)5)은 General Primary Care Population을 위한 스크리닝

(n=2,749)방법으로 SDDS-PC 시행하였다. 조사대상 3개 기관 중 1곳(n=1,001)에서

자살생각, 계획, 시도경험여부 등이 (자기보고식 검사가 끝나고)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직전

에 간호사에 의해 직접 조사되었다. 이 임상적 평가 결과와 SDDS-PC의 평가 결과를 통

해 자기보고식 SDDS-PC의 스크리닝 결과가 실제 자살 시도 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을 밝혀내었다.

2) 2 Standardized Screening Questions6)

Ÿ 1차 의료 기관에서 실제 의사들이 사용하는 의료기록부(medical chart) 중 정신사회적

면담 부분에 2가지의 표준화된 자살 스크리닝 질문을 도입함

Ÿ 핵심 질문(2)

1. “Have you ever felt that life is not worth living?”

2. “Have you ever felt like you wanted to kill yourself?”

Ÿ 추가 질문(6)

1. lifetime suicide planning and preparation

2. lifetime suicide attempts

3. past week experiences of thoughts of morbid ideation

4. past week experiences of thoughts of suicidal ideation

5. past week experiences of thoughts of suicide planning and preparation

6. past week experiences of thoughts of suicide attempt

Ÿ 각 문항에 대해 의료진들은 “not asked” 혹은 질문에 대한 환자의 답(예/아니오)을 기입함

Ÿ 기존의 의료기록부에 질문 문항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들이 자

살 스크리닝을 하게 되는 비율이 219% 증가함. 또한 이는 건강행동 상담가 등의 전문 담

당인력 없이도 가능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3)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SSI)7)

Ÿ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음

Ÿ 조사 당일에 자살에 대한 환자의 태도, 행동, 계획을 조사

4) Broadhead WE , Leon AC, Weissman MM, et 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DDS-PC screen for multiple mental disorders 
in primary care. Arch Fam Med.1995;4:211-219.

5) Olfson M, Weissman MM, Leon AC, Sheehan DV, Farber L. Suicidal ideation in primary care. J Gen Intern Med. 1996;11:447- 453.
6) Wintersteen MB, "Standardized Screening for Suicidal Adolescents in Primary Care", Pediatrics 2010;125(5):938-944.
7) Beck, A. T., Kovac,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3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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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
1. Wish to live 2
2. Wish to die 6
3. Reasons for living or dying 3
4. Active suicidal desire 9
5. Passive suicidal desire 13
6. Duration of ideation 1
7. Frequency of ideation 5
8. Attitudes toward ideation 7
9. Control over action 11
10. Deterrents to attempt 10
11. Reason for attempt 12
12. Specificity of planning 14
13. Availability and opportunity 16
14. Capability 4
15. Expectancy and anticipation 8
16. Actual preparation 15
17. Suicide note 18
18. Final act 17
19. Deception or concealment 19

Ÿ 19항목, 자기보고식, 조사자를 통한 면접조사(원래 임상면접을 통해 임상가가 평정하는 척

도였으나 신민섭 등(1990)8)이 자기보고 질문지로 변형시킴)

〈표 1〉 Beck의 SSI 항목

Ÿ 응답문항을 각각 0점, 1점, 2점으로 채점하여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함.

Ÿ 총 10분 정도 소요됨

Ÿ 점수의 범위 : 0점 - 38점

Ÿ SSI는 자살시도 전에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자살에 대한 생각이 반드시

자살시도를 이끌지는 않지만 검사결과는 이후에 보일 자살행동의 중요한 예언지표가 될 수

있고, 자살위험에 대한 임상가의 평가와 높은 상관이 있음이 보고되었다(Beck 등, 1979).

Ÿ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는 외래 환자들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predictive

validity가 보고된 자살위험 도구 중 하나이다. 연구 결과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들(총

점>2)은 저위험군 환자들보다 자살할 확률이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SI는 다양한 의

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1차의료현장에서 사용될 때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평가되지

는 않았다9).

Ÿ 같은 대상 집단에 대해 predictive validity가 보고된 관련 도구로는 The Scale for

Suicidal Ideation-Worst(SSI-W)이 있다. 이 스크리닝 방법에 따르면 고위험군이 저위

험군보다 자살할 확률이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Ÿ 신민섭(1993)11)의 한국판 연구에서 고등학생 집단의 평균점수는 9.38점(표준편차

7.35), 대학생 집단의 평균점수는 7.17점(표준편차 7.42), 성인 집단의 평균점수는 3.97

8)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1990). 고등학생의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권 1호, 1-19. 
9) Beck AT, Kovacs M, Weissman A.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 Consult Clin Psychol. 

1979;47:343-352.
10) Brown GK, Beck AT, Steer RA, Grisham JR. Risk factors for suicide in psychiatric outpatients: a 20-year prospective study. J 

Consult Clin Psychol. 2000;68:371-377.
11) 신민섭, “자살기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자기도피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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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표준편차 5.64)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

다.

〈표 2〉 신민섭(1993)의 한국판 SSI 연구결과
구분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연령집단에 비래 자살생각을 많이 함 16점-19점 14점-17점 9점-11점
연령집단에 비래 자살생각을 상당히 많이 

함 20점-23점 18점-21점 12점-14점
연령집단에 비래 자살생각을 매우 많이 

함 24점 이상 22점 이상 15점 이상

※ 주의 1) 신민섭 등(1990)12)에 의하면 자살에 대한 생각과 이러한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자살생각과 자살시도간의 인과적 관계를 평

가하기는 어렵다. 스크리닝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 주의 2) 이 중 다음의 2문항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통제할 수 있다.’와 ‘실제로 자살시도를

하는 것에 대한 방해가 있다’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청소년들에게 조사 시 혼돈

을 가져왔으며,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역문항인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문항을 체크

함으로 인해 다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Suicide Ideation Questionnaire(SIQ)(Reynolds, 1988)13)

Ÿ 신민섭14)이 번안한 한국어판

Ÿ 30문항, 자기보고식 검사

Ÿ 각 문항에 대해 다음의 보기를 선택한 후 각 문항의 점수들을 합산하여 총점을 계산

- ‘전혀 생각한 적 없다’(1점)

- ‘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지난달에는 한 적이 없다’(2점)

- ‘한 달에 한번’(3점)

- ‘한 달에 2-3번’(4점)

- ‘일주일에 1번’(5점)

- ‘일주일에 2-3번’(6점)

- ‘거의 매일’(7점)

Ÿ 점수의 범위 : 0점 - 180점

Ÿ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uicide Ideation Questionnaire-Junior (SIQ-JR)(Reynolds,

1987)15)도 있음

Ÿ 신민섭의 한국판 연구에서 고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평균점수는 32.69점 (표준

편차 29.40)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고등학생 집단의 자살생각 정도를 잠정적으

로 다음과 같이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62점 - 76점 : 또래집단에 비해 자살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함

(평균 1달에 1번 이상)

- 77점 - 90점 : 또래집단에 비해 자살에 관한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함.

12)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1990). 고등학생의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권 1호, 1-19. 
13) Reynolds WM,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 1988.
14) 신민섭, “자살기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자기도피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15) Reynolds WM,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Junior」,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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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달에 2-3번)

- 91점 이상 : 또래집단에 비해 자살에 관한 생각을 매우 많이 함

(평균 1달에 3번 이상)

5) Helpful Questions to Uncover Suicidal Thoughts, Plans, and Behaviors16)

Ÿ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Practice Guideline와 관

련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음

Ÿ 주요 정신질환자들 혹은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예-HIV/AIDS, Alzheimer's

Disease)을 가진 환자들을 대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세한 가이드

라인과 관련 요소들, 임상적 평가 도구 등이 수록되어 있음

Ÿ 자살 행동에 대한 평가와 치료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6) Screening for Depression and Thoughts of Suicide (*참고문헌 달기)

Ÿ 전반적인 자살률이 높은 편인 Alaska의 The North Sound 지역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이

“Screening for Depression and Thoughts of Suicide”를 개발함

Ÿ 한 장짜리 종이 설문지로 시작된 이 스크리닝 도구는 각 환자들의 의료기록부의 한 부분이 되

었음

Ÿ 사용하기 편하고, 소요시간이 30초 정도로 매우 짧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기에 적합함

7) Patient Health Questionnaire(PHQ)17)

Ÿ 임상적으로 The Primary Care Evaluation of Mental Disorders(PRIME-MD)18)를 사용하기 어

려운 시간상의 문제 등에 대한 대안으로 자기보고식 PRIME-MD Patient Health

Questionnaire(PHQ)를 개발함.

Ÿ 8개 1차의료기관의 3,0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었음

8) Risk of Suicide Questionnaire(RSQ)19)

Ÿ 2001년 응급실에서 (치료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부상자 분류 담당 간호사들이 정신보

건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을 더 빨리 분류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

Ÿ 4개 항목, 1개라도 “예”로 응답하면 위험군으로 분류

- Are you here because you tried to hurt yourself?

- In the past week, have you had any suicidal thoughts?

- Have you ever attempted suicide in the past?

- Has something very stressful happened in the past 3 weeks?

Ÿ 소요시간은 평균 2분 이내

Ÿ suicidal clinical practice guideline20)과 혼합되어 만들어짐

16)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Practice Guideline, available at: http://www.psychiatryonline.com/pracGuide/pracGuideTopic_14.aspx
17) Spitzer RL, Kroenke K, Williams JB et al., PRIME-MD: The PHQ Primary Care Study Validation and Utility of a Self-report 

Version of, JAMA. 1999;282(18):1737-1744
18) Spitzer RL, Williams JBW, Kroenke K, et al. Utility of a new procedure for diagnosing mental disorders in primary care: the 

PRIME-MD 1000 study. JAMA. 1994;272:1749-1756.
19) Horowitz LM, Wang PS, Koocher GP, et al. Detecting suicide risk in a pediatric emergency department: development of a brief 

screening tool. Pediatrics 2001;107:1133–-1137.
20) Garcia RR, Agraz FP, Guirado MS, et al. Evaluation of suicide risk in children: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panish ver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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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게 적용되는 도구로,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짐21)

Ÿ 영어와 스페인어 버전

Ÿ Horowitz 등(2001)22)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도구

들이 과다하게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general primary care clinic의 어린이와 청소

년을 대상으로 자살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스크리닝 도구들 중 적절하게 평가된 것들을 발

견하기 어렵다. 이에 이들은 144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응급실 간호사를 통한 RSQ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98%의 민감도, 37%의 특이도, 55%의 PPV, 97%의 NPV를 나타

내었다

9) 응급실과 acute care setting에서의 자살위험 평가 알고리즘23)

Ÿ 응급실의 의료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됨

Ÿ 질문 수가 적어 내용이 제한적이지만, 시행하기 쉽고,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완수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음

10) The five-item Brief Symptom Rating Scale(BSRS-5)24)

Ÿ 태국에서 비-정신의학적 보건의료분야에서 정신의학적 질환을 스크리닝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

Ÿ 보건의료현장에서의 시간과 자원 제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이 척도는 general

medical setting 및 정신의학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사용될 수 있음

Ÿ 지난 한 주간의 불안, 우울, 적대감, 내적 민감성/열등감, 불면증의 다섯 가지 증상들을 측

정함

Ÿ cut-off score = 6+

Ÿ The 50-item Brief Symptom Rating Scale25)로부터 만들어짐

Ÿ 자기보고식 설문지

Ÿ “전혀 그렇지 않다”(0점)~“매우 그렇다”(4점)의 5점 Likert척도

Ÿ 신뢰성와 타당성이 높음26)

Ÿ "Do you have any suicide ideation"이라는 추가적 질문이 설문지 제일 끝에 삽입되었음

Ÿ For-Wey Lung등(2008)27)은 다양한 환경의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스크리닝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전화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the Risk of Suicide Questionnaire (RSQ). Actas Esp Psiquiatr 2005;33:292–-297.
21) Folse VN, Hahn RL. Suicide risk screening in an emergency department: engaging staff nurses in continued testing of a brief 

instrument. Clin Nurs Res. 2009 May 1; Epub ahead of print.
22) Horowitz LM, Wang PS, Koocher GP, et al. Detecting suicide risk in a pediatric emergency department: development of a brief 

screening tool. Pediatrics. 2001;107:1133-1137.
23) Paykel ES, Myers JK, Lindenthal JJ, Tanner J, "Suicidal feelings in the general population: a 

preventive study", Br J Psychiatry 1994;124:460-469.
24) Lee MB, Liao SC, Lee YJ, Wu CH, Tseng MC, Gau SF, Rau CL: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short 

screening instrument to identify psychiatric morbidity. J Formos Med Assoc 2003, 102:687-694.
25) Lee MB, Lee YJ, Yen LL, Lin MH, Lue BH: Reliability and validity of using the Brief Psychiatric Symptom Rating Scale in clinical 

practice. J Formos Med Assoc 1990, 89:1081-1087.
26) Lee MB, Liao SC, Lee YJ, Wu CH, Tseng MC, Gau SF, Rau CL: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short 

screening instrument to identify psychiatric morbidity. J Formos Med Assoc 2003;102:687-694.; Chen HC, Wu CH, Lee YJ, Liao 
SC, Lee MB: Validity of the fiveitem brief symptom rating scale among subjects admitted for general health screening. J Formos 
Med Assoc 2005;104:824-829.

27) For-Wey Lung, Ming-Been Lee, "The five-item Brief-Symptom Rating Scale as a suicide ideation screening instrument for 
psychiatric inpatients and community residents", BMC Psychiatry 200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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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040) 대상자들, 그리고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정신의학과(n=501),

general medical(n=969) 대상자들에게 각각 The five-item Brief Symptom Rating

Scale(BSRS-5)를 시행하였다. 집단 간의 cut-off point와 자살위험예측력의 차이는 있

었지만 이 연구를 통해 BSRS-5가 서로 다른 세팅에서 모두 유용한 자살 스크리닝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 집단 모두에서 열등감과 적대감이 자살위험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11) The Suicidal Ideation Screening Questionnaire28)

Ÿ Cooper-Patrick 등은 지난 6개월 간 general medical sector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집

단을 대상으로 스텝와이즈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소급적으로 4항목으로 된 면접조사방

식의 스크리닝 도구를 개발하였다.

Ÿ 지난 1년 간의 수면장애(sleep disturbance), 기분 장애(mood disturbance), 죄책감

(guilt), 절망감(hopelessness)를 평가함

Ÿ 이 도구는 자살과 연관된 생각들만을 평가하고, 실제 자살과 관련된 행동들을 평가하는 항

목이 없기 때문에 위험예측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12) Behavioral Health Screening(BHS)

Ÿ Pailler과 Fein이 기존의 BHS 도구를 응급실 간호사들의 작업의 흐름(workflow)속으로

삽입할 수 있는 컴퓨터화 된 BHS를 개발함29)

Ÿ Beebe 등의 연구30)에 따르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종이로 된 설문지를 작성할

때 자살위험을 더 높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음

Ÿ 응급실의 상황 상 시간이 도구 사용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됨31)

나.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한편 위급한 환자들이 종종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는 의료기관의 포인트인 응급실이나 acute

care 셋팅에서도 단시간 내에 자살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반에

서의 스크리닝은 시간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Goldston32), Pena 등33), Jobes34)에 따

르면 Columbia SuicideScreen35), Beck Scale for Suicidal Ideation36),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37), The Risk of Suicide Questionnaire(RSQ)38), The Adolelescent and Child

28) Cooper-Patrick L, Crum RM, Ford DE. Identifying suicidal ideation in general medical patients. JAMA. 1994;272:1757-1762.
29) Pailler ME, Fein JA. Computerized behavioral health screening in the emergency department. Pediatr Ann 2009;38:156–-160.
30) Beebe TJ, Harrison PA, Park E, et al. The effects of data collection mode and disclosure on adolescent reporting of health 

behavior. Soc Sci Comput Rev 2006;24:476–-488.
31) Habis A, Tall L, Smith J, Guenther E. Pediatric emergency medicine physicians' current practices and beliefs regarding mental 

health screening. Pediatr Emerg Care 2007;23:387–-393.; Chamberlain P, Goldney R, Delfabbro P, et al. Suicidal Ideation: the 
clinical utility of the K10. Crisis 2009;30:39–-42.

32) Goldston DB, Measuring suicidal behavior and risk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3.

33) Pena JB, Caine ED, "Screening as an approach for adolescent suicide prevention", Suicide Life 

Threat Behav 2006;36:614-637.

34) Jobes DA, Managing suicidal risk: a collaborative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2006.
35) Shaffer D, Scott M, Wilcox H, Maslow C, Hicks R, Lucas CP, Garfinkel R, & Greenward S, "The Columbia SuicideScreen: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Screen for Youth Suicide and Depression",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004;43(1):71-79.
36) Beck A, Steer R, "Manual for the Beck Scale for Suicide Ideation", San Antonio, Texas: Psychological Corportio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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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gent Threat Evaluation(ACUTE)39)가 이에 적합하다.

1) Columbia Suicide Screening(CSS)40)

Columbia University의 Teenscreen Program에서 자살예방의 일환으로 자살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도구들은 민감도가 높고, false

positive가 낮은데 비해, 조사 대상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은 일반적인 스크리닝 도구

이기 때문에 가지는 단점들이 있다. 보통 다음의 2가지 도구를 사용한다.

1-1) Pediatric Symptom Checklist(PSC)41)

Ÿ 11~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보고식 PSC-Y 버전

Ÿ 평가 및 점수 계산까지 총 5분 정도 소요됨

Ÿ PSC-Y는 간호사, 의료진, 의사, 의료보조원, 보건행정직 등의 사람들에 의해 실시되고 점수가

매겨질 수 있음

Ÿ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는 정신보건 스크리닝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것을 권함

Ÿ 각 문항에 대해 다음의 보기를 선택한 후 각 문항의 점수들을 합산하여 총점을 계산

- “Never” (0점)

- “Sometimes” (1점)

- “Often” (2점)

- 무응답은 0점으로 처리함(4개 이상의 항목이 무응답일 경우 유효하지 않은 설문지)

Ÿ 점수의 범위: 0 - 70점

Ÿ 다음의 경우에 위험군으로 판단함:

- Total Score ≥ 30

혹은

- 최근의 자살 생각에 대한 문항(Q36)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

혹은

- 자살 시도 경험유무에 대한 문항(Q37)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

1-2)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9 Modified)

Ÿ 12~18세 청소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수정된 PHQ-9 Modified 버전

Ÿ 평가 및 점수 계산까지 총 5분 정도 소요됨

Ÿ PHQ-9 Modified는 간호사, 의료기술자, 의사, 의료보조원, 보건행정직 등의 사람들에 의해 실시

되고 점수가 매겨질 수 있음

Ÿ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와 The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에서는 우

37) Reynolds WM,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 1988.

38) Horowitz LM, Wang PS, Koocher GP, et al. Detecting suicide risk in a pediatric emergency 

department: development of a brief screening tool. Pediatrics 2001;107:1133–-1137.

39) Copelan RI, Messer MA, Ashley DJ, "Adolescent violence screening in the ED", AM J Emerg Med 

2006;24:582-594.
40) Shaffer D, Scott M, Wilcox H, Maslow C, Hicks R, Lucas CP, Garfinkel R, & Greenward S, "The Columbia SuicideScreen: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Screen for Youth Suicide and Depression",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004;43(1):71-79.
41) Jellinek MS, Murphy JM, Burns BJ. Brief psychosocial screening in outpatient pediatric practice. J Pediatr 1986;109:37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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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스크리닝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것을 권함

Ÿ 각 문항에 대해 다음의 보기를 선택한 후 각 문항의 점수들을 합산하여 총점을 계산

- “Not at all” (0점)

- “Several days” (1점)

- “More than half the days” (2점)

- "Nearly every day" (3점)

Ÿ 다음의 경우에 위험군으로 판단함:

- Total Score ≥ 11

2) AFRAID42)

Ÿ Fallucco 등은 표준적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위험평가(SRA) 훈련 모듈이 소아과

레지던트들의 자살위험평가를 높일 수 있는지는 확인함

Ÿ 자살위험평가 도구로 AFRAID(Affective/anxiety disorder, Family conflict,

Revolver, Attempt history, Impulsive aggression, Drugs/alcohol)을 개발함

Ÿ 청소년 자살위험에 대한 강의만 들었던 의사들보다는 평가에 대한 훈련 교육을 함께 받은

의사들의 평가 능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다. 노인 대상
1) The Depression and Suicide Screen (DSS)43)

Ÿ Fujisawa 등이 개발한 우울과 자살생각을 스크리닝하기 위한 간이 도구

Ÿ The Self-rating Depression Scale(SDS)44)와 the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HADS)45)로부터 유의미한 항목들을 뽑아 DSS를 개발함

Ÿ 자기보고식, 5항목

Ÿ 평균 2-3분 정도 소요됨

Ÿ 문항 개발 연구

- 대상: 일본 북부의 Aomori 현의 65세 이상 지역주민들(N=353, 63.8% female)

- 판정기준: The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 (CIDI) version 2.146)

- SDS의 10, 12, 17, 18, 20번 항목이 채택됨

- SDS는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DSS에서는 “예”, “아니오”로만 응답함

Ÿ 타당성 연구

- 대상: 일본 북부의 Aomori 현의 65세 이상 지역주민들(N=382, 61.8% female)

-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form (GDS-S)47)에서 자살생각을 묻는 2개 항

42) Fallucco EM, Hanson MD, Glowinski AL, "Teaching Pediatric Residents to Assess Adolescent Suicide Risk With a Standardized 
Patient Module", PEDIATRICS 2010;125(5):953-959.

43) FUJISAWA D, TANAKA E, SAKAMOTO S, NEICHI K, NAKAGAWA A, ONO Y, "The development of a brief screening instrument 
for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for elderly: the Depression and Suicide Screen",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2005;59:634–38.

44) Zung WWK.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 Gen. Psychiatry 1965;12: 63–0.
45) Zigmond AS, Snaith RP. The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Acta Psychiatr. Scand. 1983;67: 361–H370.; Kitamura T. 

Hospital anxiety depression scale. Arch. Psychatr. Diagn. Clin. Eval. 1993;4: 371–72 (in Japanese).
46) World Health Organization.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 (CIDI).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1996.
47) Yesavage, JA. Geriatric depression scale. Psychopharmacol. Bull. 1988;24: 709–11.; Muraoka Y, Ikuji S, Ibara K. 

Physical–sychological–social background of depressive elderly among local residents. Jpn J. Geriatr. Psychiatry 1996;7: 397–07 (in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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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중 하나라도 “예”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위험군으로 정의하고 그들의 DSS 점

수와을 상관성을 살펴봄으로써 DSS의 타당도를 연구함

- ‘자살위험군’과 DSS 점수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P <

0.001)

- sensitivity = 69.8%

specificity = 69.3%

PPV = 0.317

NPV = 0.926

2) The Geriatric Suicide Ideation Scale(GSIS)48) (*15, 26, 30번 문항 없음ㅠㅠ)

Ÿ Heisel 등은 노인 자살에 대한 문헌 고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총 31개 항목의 설문지

를 구성함

Ÿ 의료진에 의해 실시됨

Ÿ 31개 항목을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비교적 길다. 상황에 따라 자살

생각으로 구성된 subscale 10개 항목만을 시행할 수도 있다.

2. 우울 스크리닝 도구에 대한 문헌 고찰

자살은 우울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울 스크리닝 도구들이 자살위험을 스크리닝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자살 생각과 자살 행위가 우울증의 진단 준거에 포함된 사실

(American Association, 1987)49)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우울증은 자살 행위와 가장 밀

접히 연관된 심리 장애임이다Fremouw, 1990)50). 일시적인 증상으로서의 우울감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약 30%가 자살을 했다는 Klerman(1987)51)의 조사 연구

결과는 단일 요인으로는 우울증이 자살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risk factor)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우울증의 여러 증상보다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인 절망

(Hopelessness)이 자살과 가장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Beck, 1967; White, 1989; Brent

et al., 1986)52), 이러한 Beck의 인지적 이론은 성인 우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

에서 일관성 있게 지지되었다(Cole, 1988; Emery et al., 1981; Minkoff et al., 1973; Petrie

et al., 1983; Weissman et al., 1979; Wetzel et al., 1980)53).

48) Heisel MJ, Flett GL,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Geriatric Suicide Ideation 

Scale",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006;14(9):742-751.
49)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 revised)", Washington, 

DC:Auther, 1987
50) Fremouw WJ, De Perczel M, & Ellis TE, "Suicide risk assessment and response guidelines", New York:Pergamon Press, 1990.
51) Klerman G, "Clinical epidemiology of Suicid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1987;48:33-38.
52) Beck AT,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Hoebner Medical Devision, Harper&Row, 1967. 

; White JL, 「The troubled adolescent」, New York:Pergamon Press, 1989. ; Brent DA, Kalas Rm Edelbrock C et al., 
"Psychopathology and its relationship to suicidal idea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986;25:666-673.

53) Cole DA, "Hopelessness, social desirability, depression, & parasuicide in two college sam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88;56:131-136.; Emery GD, Steer RA, & Beck AT,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ntent amoong heroin 
addic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diction 1981;16:425-429.; Minkoff K, Bergman E, Beck AT, & Beck R, "Hopelessness, 
depression, and attempted suicid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73;130:455-459.; Petrie K, Chamberlain K, "Hopelessness 
and social desirability as moderator variables in predicting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침 Psychology 
1983;51:485-487.; Weissman AM, Beck AT, & Kovacs, "Drug abuse, hopelessness, and suicidal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 1979;14:451-464.; Wetzel RD, Margulies T, Davis R, & Karum E, "Hopelessn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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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섭 등(1991)54)의 연구 결과 역시 우울증이 자살 생각을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

이며, 자살 생각을 많이 할수록 자살 시도의 위험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

생각과 충동성이 상호작용하여 자살 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1) 해밀톤 우울 평가척도(Hamilton rating scale for depression)

Ÿ Max Hamilton(1960)이 개발한 임상적 타인평가척도55)

Ÿ 21개 또는 24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Ÿ 조사자가 0~4 또는 0~2 점수 척도로 환자가 특정증상을 얼마큼 뚜렷하게 보이는지를 평가

Ÿ 죄책감(conscience), 다양한 종류의 수면장애(sleep disorder), 심기증(hypochondria) 또는 자살생

각(suicide ideation)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음

Ÿ 각 문항에 대한 답에 점수를 매겨 합산한 총점을 이용해 평가함

- 15~18점: 경도~중경도 우울

- 25점 이상: 중도 우울

Ÿ 대부분의 우울에 대한 임상적 연구에서 사용됨

〈표〉 Assessment of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1980;41:159-160.
54)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우울증과 충동성이 청소년들의 자살 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91;10(1):286-297.
55) Beck의 우울 설문지 한국어 제2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성형모 등(2008)1)의 연구에서는 임상가 평가척도(clinician-rating 

scale)가 자기 평가형 척도(self-rating scale)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임상가 평가척도는 우울증상과 그 
심각함의 정도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평가자가 실시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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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Checklist of Symptoms of Depressive States

2) 몽고메리-아스버그 우울 평가척도(Montgomery-Asberg depression rating scale:

MARDS)56)

Ÿ 해밀톤의 우울 평가척도보다 신체적 증상들에 대한 항목들이 더 적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

우울 치료를 받는 대상자들의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나 신체적 질환에 수반되는 부작용에 대해

덜 민감하게 측정함57)

Ÿ MARDS의 원판은 임상가들에 의해 측정되는 도구이지만 소요시간이 길다는 문제점 때문에 자

기보고식의 짧은 버전의 MARDS-S가 개발됨.

- 슬픔에 대한 문항 등 응답자가 본인의 상태를 평가하기 어려운 문항들은 MARDS-S에서 제

외됨

3) Beck Depression Inventory(BDI)58)

Ÿ 이영호 등59)이 번안한 한국어판

Ÿ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 영역을 포함

Ÿ 총 21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검사

Ÿ 어린이의 경우 Child Depression Inventory(CDI)를 사용함

Ÿ 각 문항에 대한 자신의 ‘현재’ 상태를 4개 문장 중 하나에 표시

- 증상의 정도를 Likert 척도가 아니라 증상의 정도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진술문에 응답

케 함으로써 응답자들이 자신의 심리상태를 수량화하는 데서 겪는 혼란을 줄일 수 있음

Ÿ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구함.

56) Montgomery, S.A., A° sberg, M., 1979. A new depression scale Rogers, designed to be sensitive to change. Br. J. Psychiatry 134, 
382–-389.

57) Tamaklo 등, 1992
58) Beck AT, 「Beck Depression Inventory」, San Antonio, TX: Harcourt Brace and Cpmpany, 1996
59) 이영호, 송종용, “BDI, SDS, MMPI-D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91;10(1):9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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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응답문항을 각각 0점, 1점, 3점으로 채점.

Ÿ 점수의 범위 : 0점 - 63점.

- 0 - 9점 : 우울하지 않은 상태

- 10 - 15점 : 가벼운 우울 상태

- 16 - 23점 : 중한 우울 상태

- 24 - 63점 : 심한 우울 상태

Ÿ Shaffer 등(2004)60)에 따르면 16점 이상은 우울 가능성이 있는 상태, 21점 이상은 임상

적 우울증으로 추정할 수 있음61)

Ÿ 한국의 연구(이영호 외, 1991)62)

- 우울환자 집단 : 평균점수 23.46점 (표준편차 8.43)

- 일반인 집단 : 평균점수 8.43점 (표준편차 5.39)

4)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63)

Ÿ 30개 문항으로 구성된 원본과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간이 버전(GDS-SF)이 있음

Ÿ 참/거짓으로 응답함

3. 기타 자살관련 스크리닝 도구에 대한 문헌 고찰

자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우울감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요인은 무망감이다. Beck,

Steer, Kovas와 Garrison(1985)64)은 우울감과 더불어 무망감이 자살에 중요한 요인으로 생

각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는 우울감보다 무망감이 자살과 더 관련이 깊은 변인이라

고 주장하였다(Beck, Brown, & Steer, 1989)65).

1) Beck, 절망감 척도 (Beck Hopelessness Scale : BHS)66)

Ÿ 미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측정.

Ÿ 총 20문항, 자기보고식.

Ÿ 각 문항에 대해 ‘예/아니오’로 응답.

1, 3, 5, 6, 8, 10, 13, 15 문항 : ‘아니오’ = 1점, 나머지 문항 : ‘예’ = 1점

Ÿ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함.

Ÿ 점수의 범위 : 0점 - 20점.

Ÿ 신민섭(1993)67)의 연구에서 고등학생 집단의 평균점수는 5.53점(표준편차 5.03), 대학

60) Shaffer D, Scott M, Wilcox H, Maslow C, Hicks R, Lucas CP, Garfinkel R, & Greenward S, "The Columbia SuicideScreen: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Screen for Youth Suicide and Depression",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004;43(1):71-79.

61) Kendall PC, Hollon SD, Beck AT, Hammen CL, & Ingram RE, "Issues and recommendations regarding use of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Cognit Ther Res 1987;11:289–-299.

62)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5권 1호, 98-113
63) Yasavage JA, Brink TL, Rose TL et 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a preliminary report", J Psychiatr Res 1983;17:37-49.
64) Beck AT, Steer RA, Kovacs M, & Garrison, B, "Hopelessness and eventual suicide: A 10-year prospective study of patients 

hospitalized with suicide ide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985; 142: 559-563.
65) Beck AT, Brown G, & Steer RA, "Prediction of eventual suicide in psychiatric inpatient by clinical ratings of hopelessne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89;57: 309-310.
66) Beck AT, Weissman A, Lester D, & Trexler L, "The measurement of pessimism:the hopelessnes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74;42:86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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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집단의 평균점수는 4.19점(표준편차 4.21), 성인 집단의 평균점수는 3.06점(표준편차

3.60)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증 환자 집단의 평균점수는 8.97점(표준편차 5.42)으로 나타

났다.

Ÿ Beck은 10점을 자살 위험 지표로 제시함

Ÿ 신민섭 등(1990)68)이 번안한 한국어판

67) 신민섭(1993). 자살기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자기도피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68)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1990). 고등학생의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권 1호,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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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스크리닝 도구

The Symptom Driven Diagnostic System for Primary Care (SDDS-PC)

이름 : __________ 연령 : _____세 성별 : 남 / 녀 작성일 : 년 월 일

예 아니오

1. (지난 한달 간) feeling suicidal? ( ) ( )

2. (지난 한달 간) wished you were dead? ( ) ( )

3. (지난 한달 간) thoughts of death?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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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ndardized Screening Questions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linician_______________________

Medical Record or ID Number_____________________ Date__________________________

asked not asked

( ) ( )

예 아니오

Ÿ 핵심 질문(2)

1. “Have you ever felt that life is not worth living?” ( ) ( )

2. “Have you ever felt like you wanted to kill yourself?” ( ) ( )

Ÿ 추가 질문(6)

3. lifetime suicide planning and preparation ( ) ( )

4. lifetime suicide attempts ( ) ( )

5. past week experiences of thoughts of morbid ideation ( ) ( )

6. past week experiences of thoughts of suicidal ideation ( ) ( )

7. past week experiences of thoughts of suicide planning and preparation( ) ( )

8. past week experiences of thoughts of suicide attemp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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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 I - B E C K
이름 : ________________ 연 령 : __________________세

성별 : 남 / 녀 작성일 : 년 월 일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음의 각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 살고 싶은 소망은? ( )

0) 보통 혹은 많이 있다.

1) 약간 있다.

2) 전혀 없다.

2. 죽고 싶은 소망은? ( )

0) 전혀 없다.

1) 약간 있다.

2) 보통 혹은 많이 있다.

3. 살고 싶은 이유 / 죽고 싶은 이유는? ( )

0)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1)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4.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려는 욕구가 있는가? ( )

0) 전혀 없다.

1) 약간 있다.

2) 보통 혹은 많이 있다.

5. 별로 적극적이지는 않고 수동적인 자살 욕구가 생길 때는? ( )

0) 생명을 건지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할 것이다.

1) 삶과 죽음을 운명에 맡기겠다.

2) 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

6.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나 소망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 ( )

0) 잠깐 그런 생각이 들다가 곧 사라진다.

1) 한동안 그런 생각이 계속된다.

2) 계속, 거의 항상 그런 생각이 지속된다.

7. 얼마나 자주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나? ( )

0) 거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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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의 그런 생각이 든다.

2) 그런 생각이 계속 지속된다.

8. 자살 생각이나 소망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 )

0)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양가적이나 크게 개의치 않는다.

2) 그런 생각을 받아들인다.

9.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가? ( )

0)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1) 통제할 수 있을지 확신 할 수 없다.

2) 전혀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

10. 실제로자살시도를하는것에대한방해물이있다면? (예 : 가족, 종교, 다시살수없다는생각등) ( )

0) 방해물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1) 방해물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쓰인다.

2) 방해물에 개의치 않는다.

11. 자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이유는? ( )

0a)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0b) 주변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관심을 끌거나 보복하기 위해서

1)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보복하거나, 현실 도피의 방법으로

2) 현실 도피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12. 자살에 대해 깊게 생각했을 때 구체적인 방법까지 계획했는가? ( )

0)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 자살 생각을 했으나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2)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하고 치밀하게 생각해 놓았다.

13. 자살방법을깊게생각했다면그것이얼마나현실적으로실현가능하며, 또한시도할기회가있다고생각하나? ( )

0) 방법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고 기회도 없을 것이다.

1) 방법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2a) 생각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기회도 있을 것이다.

2b) 앞으로 기회나 방법이 생길 것 같다.

14. 실제로 자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 )

0) 용기가 없고 너무 약하고 두렵고 능력이 없어서 자살을 할 수 없다.

1) 자살할 용기와 능력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2) 자살할 용기와 자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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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말로 자살시도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나? ( )

0) 전혀 그렇지 않다.

1) 잘 모르겠다.

2) 그렇다

16. 자살에 대한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 실제로 준비한 것이 있나? ( )

0) 없다.

1) 부분적으로 했다.

(예: 약을 사 모으기 시작함)

2) 완전하게 준비했다.(예: 약을 사 모았다)

17. 자살하려는 글(유서)을 쓴 적이 있는가? ( )

0) 없다.

1) 쓰기 시작했으나 다 쓰지 못했다. 단지 쓰려고 생각했다.

2) 다 써 놓았다.

18. 죽음을 예상하고 마지막으로 한 일은? (예: 보험, 유언 등) ( )

0) 없다.

1) 생각만 해 보았거나 약간의 정리를 했다.

2) 확실한 계획을 세웠거나 다 정리를 해놓았다.

19. 자살에 대한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까? 혹은 속이거나 숨겼습니

까? ( )

0a)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0b) 다른 사람에게 터놓고 이야기하였다.

1)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다가 숨겼다.

2) 그런 생각을 속이고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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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I Q - Reynolds

이름 : __________ 연령 : _____세 성별 : 남 / 녀 작성일 : 년 월 일

전혀 지난달은 1달에 1달에 1주일에 1주일에 거의

없다. 없다. 1번 2-3번 1번 2-3번 매일

1. 내가 살아있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0 ....... 1 ....... 2 ....... 3 ....... 4 ....... 5 ....... 6

2. 자살을 할까 생각했다. 0 ....... 1 ....... 2 ....... 3 ....... 4 ....... 5 ....... 6

3. 어떻게 자살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다. 0 ....... 1 ....... 2 ....... 3 ....... 4 .......

5 ....... 6

4. 언제 자살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다. 0 ....... 1 ....... 2 ....... 3 ....... 4 ....... 5 ....... 6

5. 사람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다. 0 ....... 1 ....... 2 ....... 3 ....... 4 ....... 5 ....... 6

6.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다. 0 ....... 1 ....... 2 ....... 3 ....... 4 ....... 5 ....... 6

7. 자살할 때 유서에 무엇이라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다. 0 ....... 1 ....... 2 ....... 3 ....... 4 ....... 5 ....... 6

8. 내가 원하는 것을 유언장으로 만들어 둘 생각을

했다. 0 ....... 1 ....... 2 ....... 3 ....... 4 ....... 5 ....... 6

9. 사람들한테 내가 자살하려 한다는 것을 말할까

생각했다. 0 ....... 1 ....... 2 ....... 3 ....... 4 ....... 5 ....... 6

10. 내가 없으면 주위 사람들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0 ....... 1 ....... 2 ....... 3 ....... 4 ....... 5 ....... 6

11. 만일 내가 자살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생각했다. 0 ....... 1 ....... 2 ....... 3 ....... 4 ....... 5 ....... 6

⇒ 뒷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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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지난달은 1달에 1달에 1주일에 1주일에 거의

없다. 없다. 1번 2-3번 1번 2-3번 매일

12. 살아있지 않기를 바랐다. 0 ....... 1 ....... 2 ....... 3 ....... 4 ....... 5 ....... 6

13. 모든 것을 끝장내 버리는게 얼마나 쉬울까

생각했다. 0 ....... 1 ....... 2 ....... 3 ....... 4 ....... 5 ....... 6

14. 내가 죽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0 ....... 1 ....... 2 ....... 3 ....... 4 ....... 5 ....... 6

15. 내가 죽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더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0 ....... 1 ....... 2 ....... 3 ....... 4 ....... 5 ....... 6

16. 자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0 ....... 1 ....... 2 ....... 3 ....... 4 ....... 5 ....... 6

17. 나는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0 ....... 1 ....... 2 ....... 3 ....... 4 ....... 5 ....... 6

18. 기회가 있다면 자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0 ....... 1 ....... 2 ....... 3 ....... 4 ....... 5 ....... 6

19. 사람들이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다. 0 ....... 1 ....... 2 ....... 3 ....... 4 ....... 5 ....... 6

20. 자살 생각을 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다. 0 ....... 1 ....... 2 ....... 3 ....... 4 ....... 5 ....... 6

21. 큰 사고를 당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0 ....... 1 ....... 2 ....... 3 ....... 4 ....... 5 ....... 6

22. 인생을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0 ....... 1 ....... 2 ....... 3 ....... 4 ....... 5 ....... 6

23. 내 인생은 너무 형편없이 엉망이어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0 ....... 1 ....... 2 ....... 3 ....... 4 ....... 5 ....... 6

24. 내 존재를 알리는 유일한 방법이 자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0 ....... 1 ....... 2 ....... 3 ....... 4 ....... 5 ....... 6

25. 내가 자살하고 나면 사람들은 내게 무관심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0 ....... 1 ....... 2 ....... 3 ....... 4 ....... 5 ....... 6

26. 내가 죽거나 살거나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0 ....... 1 ....... 2 ....... 3 ....... 4 ....... 5 ....... 6

27. 정말로 자살할 의도는 아니지만 자해하는 것을

생각했다. 0 ....... 1 ....... 2 ....... 3 ....... 4 ....... 5 ....... 6

28. 내가 자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를 생각했다. 0 ....... 1 ....... 2 ....... 3 ....... 4 ....... 5 ....... 6

29.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생각했다0 ....... 1 ....... 2 ....... 3 ....... 4 ....... 5 ....... 6

30. 자살할 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0 ....... 1 ....... 2 ....... 3 ....... 4 ....... 5 ....... 6

평가자 기록란 : 총점 ________________ 평가 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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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ful Questions to Uncover Suicidal Thoughts, Plans, and Behaviors
Begin with questions that address the patient's feelings about living

Ÿ Have you ever felt that life was not worth living?

Ÿ Did you ever wish you could go to sleep and just not wake up?

Follow up with specific questions that ask about thoughts of death, self-harm, or

suicide

Ÿ Is death something you've thought about recently?

Ÿ Have things ever reached the point that you've thought of harming yourself?

For individuals who have thoughts of self-harm or suicide

Ÿ When did you first notice such thoughts?

Ÿ What led up to the thoughts (e.g., interpersonal and psychosocial precipitants, including

real or imagined losses; specific symptoms such as mood changes, anhedonia,

hopelessness, anxiety, agitation, psychosis)?

Ÿ How often have those thoughts occurred (including frequency, obsessional quality,

controllability)?

Ÿ How close have you come to acting on those thoughts?

Ÿ How likely do you think it is that you will act on them in the future?

Ÿ Have you ever started to harm (or kill) yourself but stopped before doing something

(e.g., holding knife or gun to your body but stopping before acting, going to edge of

bridge but not jumping)?

Ÿ What do you envision happening if you actually killed yourself (e.g., escape, reunion

with significant other, rebirth, reactions of others)?

Ÿ Have you made a specific plan to harm or kill yourself? (If so, what does the plan

include?)

Ÿ Do you have guns or other weapons available to you?

Ÿ Have you made any particular preparations (e.g., purchasing specific items, writing a

note or a will, making financial arrangements, taking steps to avoid discovery,

rehearsing th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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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Have you spoken to anyone about your plans?

Ÿ How does the future look to you?

Ÿ What things would lead you to feel more (or less) hopeful about the future (e.g.,

treatment, reconciliation of relationship, resolution of stressors)?

Ÿ What things would make it more (or less) likely that you would try to kill yourself?

Ÿ What things in your life would lead you to want to escape from life or be dead?

Ÿ What things in your life make you want to go on living?

Ÿ If you began to have thoughts of harming or killing yourself again, what would you

do?

For individuals who have attempted suicide or engaged in self-damaging action(s),

parallel questions to those in the previous section can address the prior attempt(s).

Additional questions can be asked in general terms or can refer to the specific

method used and may include:

Ÿ Can you describe what happened (e.g., circumstances, precipitants, view of future, use

of alcohol or other substances, method, intent, seriousness of injury)?

Ÿ What thoughts were you having beforehand that led up to the attempt?

Ÿ What did you think would happen (e.g., going to sleep versus injury versus dying,

getting a reaction out of a particular person)?

Ÿ Were other people present at the time?

Ÿ Did you seek help afterward yourself, or did someone get help for you?

Ÿ Had you planned to be discovered, or were you found accidentally?

Ÿ How did you feel afterward (e.g., relief versus regret at being alive)?

Ÿ Did you receive treatment afterward (e.g., medical versus psychiatric, emergency

department versus inpatient versus outpatient)?

Ÿ Has your view of things changed, or is anything different for you since the attempt?

Ÿ Are there other times in the past when you've tried to harm (or kill) yourself?

For individuals with repeated suicidal thoughts or attempts

Ÿ About how often have you tried to harm (or kill) yourself?

Ÿ When was the most rece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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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Can you describe your thoughts at the time that you were thinking most seriously

about suicide?

Ÿ When was your most serious attempt at harming or killing yourself?

Ÿ What led up to it, and what happened afterward?

For individuals with psychosis, ask specifically about hallucinations and delusions

Ÿ Can you describe the voices (e.g., single versus multiple, male versus female, internal

versus external, recognizable versus nonrecognizable)?

Ÿ What do the voices say (e.g., positive remarks versus negative remarks versus threats)?

(If the remarks are commands, determine if they are for harmless versus harmful acts;

ask for examples)?

Ÿ How do you cope with (or respond to) the voices?

Ÿ Have you ever done what the voices ask you to do? (What led you to obey the voices?

If you tried to resist them, what made it difficult?)

Ÿ Have there been times when the voices told you to hurt or kill yourself? (How often?

What happened?)

Ÿ Are you worried about having a serious illness or that your body is rotting?

Ÿ Are you concerned about your financial situation even when others tell you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Ÿ Are there things that you've been feeling guilty about or blaming yourself for?

Consider assessing the patient's potential to harm others in addition to him- or herself

Ÿ Are there others who you think may be responsible for what you're experiencing (e.g.,

persecutory ideas, passivity experiences)? Are you having any thoughts of harming

them?

Ÿ Are there other people you would want to die with you?

Ÿ Are there others who you think would be unable to go on with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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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ing for Depression and Thoughts of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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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P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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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of Suicide Qustionnaire(RSQ)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linician_______________________

Medical Record or ID Number_____________________ Date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

아니오

1. Are you here because you tried to hurt yourself? ( ) ( )

2. In the past week, have you had any suicidal thoughts? ( ) ( )

3. Have you ever attempted suicide in the past? ( ) ( )

4. Has something very stressful happened in the past 3 week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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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과 acute care setting에서의 자살위험 평가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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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ve-item Brief Symptom Rating Scale (BSR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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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icidal Ideation Screening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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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al Health Screening(B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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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Date ID 
Please mark under the heading that best fits you or circle Yes or No Never 0 Sometimes 1 Often 2 
1. Complain of aches or pains 
2. Spend more time alone 
3. Tire easily, little energy 
4. Fidgety, unable to sit still 
5. Have trouble with teacher 
6. Less interested in school 
7. Act as if driven by motor 
8. Daydream too much 
9. Distract easily 
10. Are afraid of new situations 
11. Feel sad, unhappy 
12. Are irritable, angry 
13. Feel hopeless 
14. Have trouble concentrating 
15. Less interested in friends 
16. Fight with other children 
17. Absent from school 
18. School grades dropping 
19. Down on yourself 
20. Visit doctor with doctor finding nothing wrong 
21. Have trouble sleeping 
22. Worry a lot 
23. Want to be with parent more than before 
24. Feel that you are bad 
25. Take unnecessary risks 
26. Get hurt frequently 
27. Seem to be having less fun 
28. Act younger than children your age 
29. Do not listen to rules 
30. Do not show feelings 
31. Do not understand other people’s feelings 
32. Tease others 
33. Blame others for your troubles 
34. Take things that do not belong to you 
35. Refuse to share 
36. During the past three months, have you thought of killing yourself? Yes No 
37. Have you ever tried to kill yourself? Yes No 
FOR OFFICE USE ONLY 

T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utoff Scores for 
Interpretation:

Ia) ≥ 
5

Eb) ≥ 
7

Ac) ≥ 
7 Q36 or Q37 = Y       TS ≥ 30

Plan for follow-up
 Annual Screening  Return visit w/pcp  Referred to counselor
 Parent declined  Already in treatment  Referred to other professional

Pediatric Symptom Checklist(PSC)

자료: www.teenscreen.orga) Internalizing Problems (예-우울, 불안)b) Attention Problems (예-ADHD)c) Externalizing Problems (예-행동 장애, 반항성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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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Not At 

All
(1)

Several 
Days

(2)
More 

Than Half 
the Days

(3)
Nearly 
Every 
Day

1. Feeling down, depressed, irritable, or hopeless?
2. Little interest or pleasure in doing things?
3. Trouble falling asleep, staying asleep, or sleeping too 
much?
4. Poor appetite, weight loss, or overeating?
5. Feeling tired, or having little energy?
6. Feeling bad about yourself —or feeling that you are a 

failure, or that you have let yourself or your family 
down?

7. Trouble concentrating on things like school work, 
reading,  or watching TV?

8. Moving or speaking so slowly that other people could 
have

  noticed? 
Or the opposite —being so fidgety or restless that you 
were moving around a lot more than usual?

9. Thoughts that you would be better off dead, or of 
hurting yourself in some way?

10. In the past year have you felt depressed or sad most days, 
   even if you felt okay sometimes?  Yes   No
11. If you are experiencing any of the problems on this form, how difficult have these problems made it for 

you to do your work, take care of things at home or get along with other people?
 Not difficult at all  Somewhat difficult  Very difficult  Extremely difficult

12. Has there been a time in the past month when you have had serious thoughts 
about ending your life?  Yes   No

13. Have you ever, in your whole life, tried to kill yourself or made a suicide 
attempt?  Yes   No

FOR OFFICE USE 
ONLY

Score_________________
___

Q12 and Q13 = Y or TS ≥ 11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9 Modified)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linician_______________________

Medical Record or ID Number_____________________ Date__________________________

Instructions: How often have you been bothered by each of the following symptoms during

the past two weeks? For each symptom put an “X” in the box beneath the

answer that best describes how you have been fe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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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위험요인(AFRAID) 스크리닝 질문 관리 방안

Af f e c t i v e / a nx i e t y 
disorder

- How are you feeling?
- Have you lost interest in things you 

used to enjoy doing?
If low mood or interest, ask about other 

depression symptoms.
- Do you worry often?

+/- Psychotheraphy
+/- SSRI

Family conflict
- How are things at home?
- Can you talk with your parent?

+/- Family-based
   intervention
+/- Psychotherapy

Revolver
- Is there a gun in the house?
- Is it locked? Loaded?

Remove, lock, unload

Attempt history - Have you ever tried to kill yourself? +/- Psychotherapy

Impulsive aggression - Do you get into physical fights at 
home/school/elsewhere?

+/- Family-based 
   intervention
+ / - 
Psychopharmacological 
   intervention

Drugs/alchol - Do you (or your friends) use?
Counseling
+/- Substance abuse 
   treatment

AFRAID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linician_______________________

Medical Record or ID Number_____________________ Date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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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pression and Suicide Screen (DSS)

이름 : __________ 연령 : _____세 성별 : 남 / 녀 작성일 : 년 월 일

Y e s

No

1. Is your life pretty full? ( ) ( )

2. Do you still enjoy doing the things you used to do? ( ) ( )

3. Do you think it is too much trouble to do the things you used to do? ( ) ( )

4. Do you feel that you are a useful person who is needed by others? ( ) ( )

5. Do you feel tired without any specific reaso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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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rongly 
disagree

(2)
disagree

(3)
Neutral

(4)
agree

(5) 
Strongly
agree

1. Life extremely valuable to me
2. Life so hard I want to escape
3. Drift off to sleep and never wake up
4. I want to end my life
5. Feel needed in this world
6. Feel like constant burden to my family
7. I wish I would pass away in my sleep
8. No sense carrying on with empty existence
9. My life is meaningful
10. Life turned out poorly
11. If things get worse, I will end my life
12. Thinking specific ways of killing yourself
13. Accept life with its ups and downs
14. I frequently feel useless

16. Feels like I am wasting away
17. Seriously considered suicide in the past
18. I find joy and beauty in life
19. I generally feel pretty worthless
20. Wishing my life were over soon
21. Family will be better off when I am dead
22. Have something to live for 
23. Cannot help myself or others
24. Wish for pill to sleep and never wake up
25. Might end it all if I could muster the energy

27. My life still has dignity
28. Health really going downhill
29. Nothing left for me in this world

31. I believe that others need me

The Geriatric Suicide Ideation Scale(GSIS)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linician_______________________

Medical Record or ID Number_____________________ Date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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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ilton Rating Scale for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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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questionnaire is to provide a detailed picture of your present

mental status. You should try to assess how you have been feeling during the past 3

days. The questionnaire consists of a series of items where scales and statements of

possible conditions are provided to help you indicate your condition. The statements

express various degrees of distress from none at all (0) to maximum (3). On the

scale for each item encircle the figure which you think best indicates your condition

during the past 3 days. Don’t spend too long thinking about your answers, but try

to get through the questionnaire fairly quickly.

Staying power

Here you should try to assess your staying power, and whether you feel you tire
easier than usual.

0 My staying power is about normal

0.5

1 I tire more easily than usual, but I am able to complete whatever I have
begun

1.5

2
My staying power is much reduced, so I often have to stop what I am doing
and take a break or move on to something else

2.5

3 I am barely able to start anything, because of extreme fatigue

1. Mood

Here you should try to indicate your mood, whether you have felt sad or gloomy.
Try to recall how you have felt during the past 3 days, whether your mood has
been changeable or much the same all the time. In particular, try to recall whether
you have felt more cheerful if something good happened.

0 I can be either cheerful or sad,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0.5

1
I feel a bit low for the most part, though
sometimes it eases up a little

1.5

2
I feel thoroughly low and gloomy. Even things that normally cheer me up
give me no pleasure

Montgomery-Asberg Depression Rating Scale Self-assessment (MARDS-S)

This is an EXAMPLE of how the items are set out.

Try answering this item first, and ask for help if anything seems at all un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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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 I feel so utterly low and miserable, that I can imagine nothing worse

2. Feelings of unease

Here you should indicate to what extent you have had feelings of inner tension,
uneasiness, anxiety, or vague fear, during the past 3 days. Pay particular attention
to how intense any such feelings have been, whether they have come and gone or
persisted almost all the time.

0 I feel calm for the most part

0.5

1 I sometimes have unpleasant feelings of unease

1.5

2 I am constantly plagued by feelings of uneasiness that can be very strong,
and which I must make an effort to overcome

2.5

3 I have dreadful, persistent or unbearable feelings of anxiety

3. Sleep

Here you should indicate how well you sleep. how long you sleep, and how good
your sleep has been for the past three nights. Your assessment should reflect how
you have actually slept, regardless of whether you have used sleeping pills. If you
have slept more than usual, you should mark the scale at zero (0).

0 I have no sleeping problems, and get as much sleep as I need. I have no
difficulty in falling asleep

0.5

1
I have some sleeping problems. Sometimes it is hard to get off to sleep, or I
sleep more lightly or restlessly than usual

1.5

2
I sleep at least 2 h a night less than usual. I wake often during the night,
even if nothing has disturbed me

2.5

3 I sleep very badly, no more than 2.3 h a night

4. Appetite

Here you should indicate how your appetite has been, and try to recall whether it
has differed in any way from normal. If your appetite has been better than usual,
you should mark the scale at zero (0).

0 My appetite has been much the same as usual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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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y appetite has been poorer than usual

1.5

2 I have had almost no appetite at all. Food seems tasteless and I have to
make myself eat

2.5

3
I haven’t felt like eating at all. I need persuading if I am to get anything
down

5. Ability to concentrate

Here you should try to indicate your ability to collect your thoughts, to concentrate
on what you are doing. Try to recall how well you have been able to cope with
tasks requiring different degrees of concentration . for instance, compare your
ability to read a more complex text and an easy passage in the newspaper, or to
pay attention to the TV.

0 I have no difficulty in concentrating

0.5

1
Occasionally I find it hard to concentrate on things that I would usually find
interesting (e.g., reading, or watching TV)

1.5

2 I find it particularly hard to concentrate on things that usually require no
effort (e.g., reading, or talking with other people)

2.5

3 I am quite unable to concentrate on anything at all

6. Initiative

Here you should try to assess your ability to get things done. This item concerns
how hard or how easy it is for you to get started on things you think should be
done, and to what extent you feel you must overcome inner resistance (inertia) in
order to get started on anything.

0 I have no difficulties starting new tasks

0.5

1 When I have to get on with something, I find it more difficult than usual

1.5

2
It requires great effort for me to get started on simple tasks that I normally
perform more or less without thinking

2.5

3 I can not get started with the simplest everyday tasks

7. Emotional involvement

Here you should assess your interest in your surroundings, in other people, an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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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that normally give you pleasure.

0 I am interested and involved in my surroundings, and this gives me pleasure

0.5

1
I feel less strongly about things that normally arouse my interest; it is harder
than usual to be cheerful, or to be angry when there is cause

1.5

2 I feel no interest in my surroundings, not even for friends and acquaintances

2.5

3
I no longer have any feelings. I feel painfully indifferent, even toward those

closest to me

8. Pessimism

Here you should consider how you view your future, and how you feel about
yourself. Consider to what extent you may feel self-critical, whether you are
plagued with guilty feelings, and whether you have been worrying more than
usual . for example, about your finances or your health.

0 I view the future with confidence. On the whole I am quite satisfied with life

0.5

1 Sometimes I am self-critical and think I am less worthy than others

1.5

2
I brood over my failures and feel inferior or worthless, even if others may
not agree

2.5

3
Everything seems black to me, and I can see no glimmering of hope. I feel I
am thoroughly useless, and that there is no chance of forgiveness for the
awful things I have done

9. Zest for life

This item concerns your appetite for life, and whether you have felt listless and
weary of life. Have you had thoughts of suicide, and if so to what extent do you
consider it a realistic escape?

0 My appetite for life is normal

0.5

1 Life doesn’t seem particularly meaningful, though I don’t wish I were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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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 I often think it would be better to be dead, and though I don’t really want
to commit suicide it does seem a possible solution

2.5

3 I am quite convinced that my only solution is to die, and I give a lot of
thought to the best way to take my ow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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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 Depression Inventory(BDI)
이름 : ________________ 연 령 : __________________세

성별 : 남 / 녀 작성일 : 년 월 일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 각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바를 가장 잘 나

타내 주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 나는 슬프지 않다.

0) 나는 슬프다.

1)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2)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0) 나는 앞날에 대해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

1)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느낀다.

2)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3.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0) 나는 보통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1)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투성이인 것 같다.

2) 나는 인간으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4.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상생활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다.

0)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이 즐겁지 않다.

1)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2) 나는 매사가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

5.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0) 나는 종종 죄책감을 느낀다.

1) 나는 자주 죄책감을 느낀다.

2) 나는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

6. 나는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0) 나는 내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1) 나는 내가 앞으로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나는 내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0) 나는 내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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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내자신이 싫다.

2) 나는 내자신을 증오하고 있다.

8.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0)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하여 내자신을 비판하는 편이다.

1) 나는 나의 잘못에 대해 항상 내자신을 질책한다.

2)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모든 일에 대하여 내자신을 질책한다.

9. 나는 자살할 생각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0) 나는 행동에 옮기지는 않지만 자살할 생각을 갖고 있다.

1) 나는 자살하고 싶다.

2)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나는 전보다 더 자주 울지 않는다.

0) 나는 요즘 전보다 자주 운다.

1) 나는 요즘 항상 운다.

2) 나는 너무 울어 이제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온다.

11. 나는 전보다 더 자주 화를 내지는 않는다.

0) 나는 전보다 더 신경질적이고 짜증스럽다.

1) 나는 요즘 항상 짜증스럽다.

2)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인데도 이젠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12. 나는 전처럼 다른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0) 나는 전보다 다른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1) 나는 다른사람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어졌다.

2) 나는 다른사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졌다.

13. 나는 전처럼 어떤일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0) 나는 전에 비해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뒤로 미룬다.

1) 나는 전보다 어떤일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2) 나는 더이상 어떤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14. 나는 전보다 내 모습(외모)이 추해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0) 나는 내가 나이들고 매력없게 보일까봐 걱정한다.

1) 이젠 남에게 매력을 주지 못할 만큼 내모습이 변했다.

2) 나는 내가 못 생겼다고 생각한다.

15.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0)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전보다 더 힘이 든다.

1) 어떤 일을 하기가 무척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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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

16. 나는 전처럼 잘 잔다.

0) 나는 전처럼 잘 자지 못한다.

1) 나는 전보다 한두시간 일찍 잠을 깨며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2) 나는 전보다 몇 시간 일찍 잠을 깨며 다시 잠들 수가 없다.

17. 나는 전보다 더 피곤을 느끼지는 않는다.

0)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을 느낀다.

1) 나는 거의 모든일을 할 때마다 피곤을 느낀다.

2) 나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18. 내 식욕은 전보다 나빠지지 않았다.

0) 내 식욕은 전처럼 좋지 않다.

1) 내 식욕은 요즘 매우 좋지 않다.

2) 요즘은 전혀 식욕이 없다.

19. 나는 요즘 몸무게가 줄지 않았다.

0)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조금 줄었다.

1)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많이 줄었다.

2) 나는 몸무게가 너무 많이 줄어 건강에 위협을 느낄 정도다.

20. 나는 전보다 건강에 대해 더 신경 쓰지는 않는다.

0) 나는 두통, 소화불량, 변비 등으로 건강에 신경이 쓰인다.

1) 나는 건강에 신경이 많이 쓰여 다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대해 걱정이 심하다.

21. 나는 요즘도 성(性)에 대한 관심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0) 나는 전보다 성(性)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다.

1) 나는 요즘 성(性)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줄었다.

2) 나는 성(性)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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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e you basically satisfied with your life?  True   False
2. Have you dropped many of your activities and interests?  True   False
3. Do you feel that your life is empty?  True   False
4. Do you often get bored?  True   False
5. Are you hopeful about the future?  True   False
6. Are you bothered by thoughts you can't get out of your head?  True   False
7. Are you in good spirits most of the time?  True   False
8. Are you afraid that something bad is going to happen to you?  True   False
9. Do you feel happy most of the time?  True   False
10. Do you often feel helpless?  True   False
11. Do you often get restless and fidgety?  True   False
12. Do you prefer to stay at home rather than go out and do new things?  True   False
13. Do you frequently worry about the future?  True   False
14. Do you feel you have more problems with memory than most?  True   False
15. Do you think it is wonderful to be alive now?  True   False
16. Do you often feel downhearted and blue?  True   False
17. Do you feel pretty worthless the way you are now?  True   False
18. Do you worry a lot about the past?  True   False
19. Do you find life very exciting?  True   False
20. Is it hard for you to get started on new projects?  True   False
21. Do you feel full og energy?  True   False
22. Do you feel that your situation is hopeless?  True   False
23. Do you think that most people are better off than you are?  True   False
24. Do you frequently get upset over little things?  True   False
25. Do you frequently feel like crying?  True   False
26. Do you have trouble concentrating?  True   False
27. Do you enjoy getting up in the morning?  True   False
28. Do you prefer to avoid social gatherings?  True   False
29. Is it easy for you to make decisions?  True   False
30. Is your mind as clear as it used to be?  True   False

The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GDS)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linician_______________________

Medical Record or ID Number_____________________ Date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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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e you basically satisfied with your life?  True   False
2. Have you dropped many of your activities and interests?  True   False
3. Do you feel that your life is empty?  True   False
4. Do you often get bored?  True   False
5. Are you in good spirits most of the time?  True   False
6. Are you afraid that something bad is going to happen to you?  True   False
7. Do you feel happy most of the time?  True   False
8. Do you often feel helpless?  True   False
9. Do you prefer to stay at home rather than go out and do new things?  True   False
10. Do you feel you have more problems with memory than most?  True   False
11. Do you think it is wonderful to be alive now?  True   False
12. Do you feel pretty worthless the way you are now?  True   False
13. Do you feel full og energy?  True   False
14. Do you feel that your situation is hopeless?  True   False
15. Do you think that most people are better off than you are?  True   False

The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GDS-SF)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linician_______________________

Medical Record or ID Number_____________________ Date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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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 Hopelessness Scale (BHS)
이름 : __________ 연령 : _____세 성별 : 남 / 녀 작성일 : 년 월 일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함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문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문항은 ‘예’에, 그렇지 않은 문항은 ‘아니오’에 0표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1.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의욕적이다. ( ) ( )

2. 내 생활을 더 좋아지게 할 수 없으므로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 ) ( )

*3.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항상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 ) ( )

4. 나는 내가 10년후에 어떻게 되어있을지 상상할 수 없다. ( ) ( )

*5.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 ) ( )

*6. 장래에 나는 내게 가장 중요한 일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 ( )

7. 나의 미래는 어두울 것 같다. ( ) ( )

*8. 나는 내 인생에서 보통사람보다 좋은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 ( )

9. 나는 마음이 편치 않으며 미래에도 아마 그럴 것이다. ( ) ( )

*10. 나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경험이 장래를 위한 좋은 준비가 되었다. ( ) ( )

11.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다. ( ) ( )

12. 나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 ) ( )

*13. 나는 미래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 ( )

14.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이다. ( ) ( )

*15. 나는 미래에 대해 큰 신념을 가지고 있다. ( ) ( )

16.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으므로 무엇을 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 ) ( )

17. 나는 장래에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것 같다. ( ) ( )

18. 나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보인다. ( ) ( )

19. 나는 미래에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 ( )

20.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마 소용이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마도 그것을 갖지 못할 테니까. ( ) ( )

*: 아니오=1점

평가자 기록란 : 총점 ________________ 평가 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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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사항 과업 및 사례

인구집단 및 장소

스크리닝의 대상이 되는 인구집단과 스크리닝을 수행하게 될 가장 효

과적인 장소를 정의할 것:

l 인구집단의 자살위험 요인들의 유병률이 자살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만큼 높은가?

l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기존의 임상체계와 예방체계에 통합할 수 있

는가?

l 스크리닝 프로그램이 대상 인구집단의 지역사회 혹은 문화적 가치

와 일관성을 갖는가? 지역사회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역사

회 염려를 어떻게 적절하게 반영할 것인가?

l 스크리닝 프로그램은 직원 혹은 조직의 가치 또는 우선순위와 일관

성을 갖는가? 기관의 직원과 지도자들의 염려는 무엇인가? 조직 차

원의 염려를 어떻게 적절하게 반영할 것인가?

스크리닝 도구

스크리닝 도구를 선택할 것:

l 스크리닝 대상 인구집단에 이 도구를 시험했는가?

l 절단점 및 스크리닝을 위한 위험요인 등 스크리닝 결과 양성의 기

준은 무엇인가?

l 이 도구의 민감성, 특이성, 양성예측도는 무엇인가?

l 대략 몇 명이 양성으로 파악될 것인가? 스크리닝 대상 인구집단에

서 위양성률과 위음성률은 각각 얼마가 될 것인가? 이 비율은 수용

할 만한가?

인력 및 연계체계

‘신속대응팀’과 광범위한 연계체계를 구성할 것:

l 스크리닝이 이루어질 장소는 스크리닝, 사정, 연계를 위한 역량과

자원과 필요한 연계를 갖고 있는가? 없다면, 스크리닝이 이루어지

기 전에 필요한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가?

l 스크리닝, 사정, 연계를 위한 프로토콜과 절차는 무엇이 될 것인가?

l 스크리닝 프로그램의 총 비용은 얼마가 될 것인가? 다른 대안들의

비용은 얼마인가?

l 스크리닝 프로그램의 운영, 예상되는 양성 판정자 수의 사정, 적절

한 시간 내의 연계를 위해 대략 어떤 유형의 직원 몇 명이 상주해

야 하는가?

l 데스크 직원은 충분한가? 기존의 직원들이 스크리닝, 사정, 연계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l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대상자들을 위해 충분히 광범위한 연계 체계

가 있는가?

l 스크리닝 이후 발견된 상태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가 존재하는가?

질 보장

적절한 질 보장의 제공:

l 프로토콜 준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가?

l 적절한 스크리닝과 사정을 받을 것인가?

l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즉각 추후관리 할 것인가?

법적 윤리적 문제

중요한 법적, 윤리적 문제를 다룰 것:

l 전부는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법적, 윤리적 문제들이

고려되었는가?

l 스크리닝의 위험, 편익, 한계에 관하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

한 정보동의가 주어졌는가?

l 스크리닝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윤리적, 법적 문제

들에 관하여 지역사회, 직원, 법적 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였는가?

Ⅴ.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의 주요 결정사항 및 해결해야 할 과업

출처: Peña JB, Caine ED. Screening as an Approach for Adolescent Suicide Prevention.

Rochester,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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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자살예방교육지침 개발 방향

자살예방교육지침 개발 방향

김 포 한 별 병 원

서 동 우

자살예방교육 지침 내용 (1)

1. 자살예방교육 지침의 의의와 중요성

n 우리나라 자살문제의 심각성 통계

n 자살예방을 위한 Gatekeeper로서의 의료
인 역할의 중요성

n 의료인의 Gatekeeper 역할 성공 해외사례



- 82 -

자살예방교육 지침 내용 (2)

2. 우리나라 자살의 위험요인/방법에 대한
정보

n 우리나라 자살사망의 인구학적 특성

n 신체질환별 자살위험행동 비율 통계

n 우리나라 자살사망의 방법/시간 등에 대한
정보

n 자살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자살예방교육 지침 내용 (3)

3. 자살위험자 조기발견

n 우울증 자살고위험군의 증상 특성

n 의료인, 가족 등이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
할 수 있는 자살징후

n 자살징후 스크리닝 도구에 대한 설명과 활
용법
n 연령별 스크리닝 도구 제시(청소년, 성인, 노인)

n 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활용 스크리닝 도구와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및 가족 등 일반인 활용
스크리닝 도구를 별도로 개발할 것인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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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지침 내용 (4)

4. 자살위험자 대처방법

n 자살위험자에 대한 의료인의 대처방법

n 자살위험자에 대한 가족/친지/친구들의 대
처방법

n 자살위험 극복을 위한 환자의 노력

자살예방교육 지침 내용 (5)

5. 자살위험자 연계 및 의뢰

n 자살위험자를 전문적인 치료기관 의뢰시
필요한 가이드라인

n 정신과 치료에 대한 오해

n 자살위험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상담을 위
힌 지역사회 자원

n 자살위험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24시간
Hot-line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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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도움이 필요할필요할 땐땐 이리로이리로 ……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보건복지부소속
전국 126개 정신보건센터

생명의 전화
1588-9191

www.lifeline.co.kr
자원봉사자 24시간 대기

한국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

www.counselling.or.kr
공개 및 비공개상담

한국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

www.counselling.or.kr
공개 및 비공개상담

한국청소년상담원
02-730-2000
www.kyci.or.kr

청소년문제 전문상담

한국청소년상담원
02-730-2000
www.kyci.or.kr

청소년문제 전문상담

자살예방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대상자별 전략(1)

1. 의사
n 전문의 과정 수료한 전문의에게 별도의 자살예방

교육 실시는 현실적으로 무리
n 의과대학 및 전공의수련과정에 포함되도록 노력

n 자살위험 환자비율이 높은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
경외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의 전공의
는 주요 교육 대상

n 기존의 전문의들에게도 전문학회와 협조하여 교육지침
배포

n 자살예방교육 지침의 양이 많을 경우 의사들의 숙
지도나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짐

n 요약된 ‘자살예방 Tip ’을 진료실내 홍보물로 게시하거나
진료실에 비치된 책자(예, 장애등급판정기준 등) 뒷면에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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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대상자별 전략(2)

2. 간호사
n 간호협회, 각종 전문 간호사 협회와 협조하여 간호

대학 교육과정, 보수교육, 전문 간호사 수련시 자
살예방 관련내용이 포함되도록 권고

n 정신과 병동, 암병동, 호스피스, 신경과, 내과, 재
활의학과, 응급실, 중환자실, 산부인과 등 자살위
험 환자의 비율이 높은 병동에는 자살스크리닝 도
구를 비치하고, 도구 활용법을 숙지하여 자살위험
환자 발견시 의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함

n 병동, 외래 간호사들은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들의
자살위험에 대해서도 관심갖도록 함

자살예방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대상자별 전략(3)

3. 사회복지사

n 사회복지 관련학과 교육과정과 정신보건사
회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등의 세부
전공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권고함. 

n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노인(복지)기관, 
청소년기관 등의 대상자 특성에 맞는 자살
징후 스크리닝 도구를 비치하고, 도구 활용
법 및 자살위험자 발견시 대처방법을 마련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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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대상자별 전략(4)

4. 의료보조인력
n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의 교육과정에

자살예방 교육을 받도록 권고함. 

n 자살위험 스크리닝 도구는
n 이들 인력이 활용가능한 별도의 스크리닝 도구를 비치할

지

n 공통의 스크리닝 도구를 활용할 지

n 스크리닝 도구 없이 할 것인지 검토

n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노인(복지)기관 근무중
자살위험자 발견시 슈퍼바이저(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등)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함. 

자살예방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대상자별 전략(5)

5. 약사

n 약대 교육과정에 교육을 받도록 권고함. 

n 자살에 활용될 수 있는 약물 리스트에 유의

n 자살위험자가 구매하기 쉬운 약물(수면제, 
청심환, 구심 등) 상습 및 과량 구매시 자살
위험을 고려하고, 전문 치료/상담기관 의뢰
또는 정신보건센터 등의 안내책자를 제공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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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자살의 연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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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 rthe r suppo rt in forma tion : 

Assessment of 
Depression in 
GP prac tice

Suicide Risk
Assessment

Mild depressionHigh risk / severe 
depression?

NO

Moderate depression

Urgent 
Referral

Non-Pharmacological 
Therapies

First Line SSRI
FLUOXETINE
CITALOPRAM

YES

Community Mental 
Health Team (CMHT): 
Single point of access
Crisis resolution team
Primary Care Liaison 

team

Second line: 
Different SSRI to 

first line or 
change class

IMPROVEMENT

• Continue antidepressant for at least 6 months after remission.
• After 6 months review need for further treatment.
• Take into account number of previous  episodes, presence of residual symptoms & concurrent psychosocial dif ficulties . 
• When stopping medications, reduce the dose gradually over at least 4 weeks  

NO  
IMP ROVEMENT

Primary Care Based
Specialists in Mental Health

NO 
IMPROVEMENT

IMPROVEMENT
Referred 
back to

GP practice

IMP ROVEMENT

Primary Care Guidelines for Depression in Adults 

Exit

SEE BOX 8

NO 
IMP ROVEMENT

SEE BOX 7

SEE BOX 6

SEE BOX 4SEE  BOX 3SEE BOXES 1, 2

Perceived low Mood 
General advice, watchful waiting

SEE BOXES 2, 4

SEE BOXES 2, 4

SEE BOXES 9, 10, 11, 12

Nott ingham City PCT and Nottinghamshire County  teaching PCT and Bassetlaw PCT

and 5

No tting ham sh ire He alth ca re 
NHS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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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of depression
Ask :  “During the last month, have you often been 
bothered by feeling down, depressed or hopeless?”
“During the last month, have you often been bothered by having little 
interest or pleasure in doing things?”
Key symptoms:
v Pers istent sadness  or low mood; and/or
v Loss of interest or pleasure
v Fatigue or low energy
At least one of these symptoms, most days, most of the time for at 
least 2 weeks could indicate depress ion.  In older people take care to 
exc lude physical conditions  and dementia.  Remember to take an 
alcohol history, ask about substance misuse and self-medication.

BOX 1 Suicide risk assessment
Asking questions about suicidal ideas and intentions does not 
increase the risk of suicide.
The following ques tions could be asked:
v Do you see a future for yourself?
v Have you experienced ideas of harming yourself?
v If ‘yes’ to the above, have you made specific  plans? (The more   
detailed the plans, the higher the risk)
v What has stopped you acting so far?
v What could make it eas ier f or you to cope?

The following factors in the presence of suicidal intent or 
previous attempt may indicate a high risk of suicide:
v A medically serious act of deliberate self-harm
v Precautions  having been taken against being found
v Previous episodes  of deliberate self-harm
v Depression and psychoses
v Substance misuse
v Co-morbidity
v Impulsive and aggressive personality traits
v Loneliness and lack of a social network
An interested clinic ian who lis tens to what their patients  are saying is 
one of the best tools f or assess ing suicide risk.

BOX  3

Non-Pharmacological Therapies 
MILD Depression
Antidepressants  are not recommended for the initial treatment of
mild depression unless depression persists after other interventions, 
or is associated with psychosocial & medical problems,  or if  a patient 
with a history of moderate to severe depression presents with mild 
depression.  Consider referral to a primary care-based mental health 
specialis t.
For patients with mild depress ion, health care professionals should 
consider non-pharmacological therapy.
v Watchful wait ing.  Review in 2 weeks
v Sleep hygiene/anxiety management
v Struc tured exercise programme/healthy diet/avoid alcohol
v Guided Self-help (e.g. books, leaflets, webs ites etc) 
v Computerised CBT programmes  as recommended by NICE may be 
considered – their availability are variable and are English only

MODERATE Depress ion
Consider referral to a primary care-based mental health specialis t.
In moderate depression, offer antidepressant medication to all 
patients  routinely, before psychological interventions  including above.

BOX  4

Severi ty of Depression
If Key symptoms (see box 1) are present, ask about 
these 7 associated symptoms (use PHQ9 questionnaire):
v Disturbed sleep
v Poor concentration or indec isiveness
v Low self-conf idence
v Poor or increased appetite
v Suicidal thoughts or acts
v Agitation or slowing of movements
v Guilt or self-blame
ICD-10 definitions
Symptoms should be present for a month or more, most of every day
v Mild depression = 4 symptoms
v Moderate depression = 5 or 6 symptoms
v Severe depression = 7 or more symptoms ± psychotic  features.
Management
v 4 or fewer symptoms, no past or family his tory, good social 
support,  not actively suicidal, little soc ial disability = general advice, 
self-help and watchful waiting.
v 5 or more symptoms, past history or family history of depression, 
low social support, suicidal thoughts, associated social disability = 
active treatment in primary care.
v Poor or incomplete response to 2 interventions, recurrent episode 
within 1 year of  last one,  patient or relatives request referral, self-
neglect, family history of bipolar disorders, history of an episode of 
elevated mood, perinatal depression = referral to MH professionals  
(could be within primary care – for perinatal depress ion please 
consult perinatal psychiatric services)
v Actively suicidal ideas or plans, psychotic symptoms,  severe 
agitation, severe self-neglec t = urgent referral to secondary care.

BOX  2

CHILDREN & YOUNG PEOPLE

MILD Depression: Antidepressant treatment should not be used for 
the init ial treatment of children & young people with mild depression. 
MODERATE Depression: Children & young people with moderate to
severe depression should be offered as  a first line of treatment,  a 
specific psychological therapy.
Antidepressant therapy should not be offered to children & young
people with moderate to severe depression except via Children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ervices (CAMHS).

BOX  5

First Line Antidepressants
Consider what has worked well in the past.

A generic  SSRI should be first-line with starting dose: FLUOXETINE 
20mg or CITALOPRAM 20mg (elderly/infirm CITALOPRAM 10mg).  
When s tarting treatment tell the patient about potential side effects  
and risk of discontinuation / withdrawal side effects.  Advise effective 
dose will be continued for at least 6 months .  For patients with
ischaemic heart disease consider SERTRALINE.

Litt le or no response in 4 weeks then increase dose of init ial drug for 
further 2-4 weeks.   After that consider different SSRI or alternative 
class, again titrating up dose.   Continuing failure to respond, assess  
compliance, reconsider diagnosis, exclude alcohol abuse and cons ider 
referral.   For s ide effects  & contraindications see BNF 4.3.

Stopping SSRIs should be pre-planned and done gradually over
a 4-6 week period to minimise discontinuation effects; longer if on a 
higher dose SSRI.   Agree a good time to come off antidepressants, 
following discussion with the patient.  For some it may be sensible to 
avoid mid-winter or the Christmas period.

BOX  6

Consider before switch to second line 
antidepressant
If partial response wait up to 6 weeks in adults and up to 12 weeks  in 
elderly.
If no response check drug is being taken regularly at required dose.
If no response after 4 weeks  increase the dose within BNF 
recommended effective dose range.
If no response after a further 2-4 weeks  (4-6 weeks  in elderly) switch. 
Be aware wash out period may be required.

BOX 7

Second Line Antidepressants
SWITCH TO A DIFFERENT SSRI (e.g. CITALOPRAM or FLUOXETINE) or 
consider changing class.  In no particular order:

MIRTAZAPINE (NaSSA) – can be sedative and cause weight gain.
REBOXETINE (NRI) - not recommended in the elderly. 
TRICYCLIC ANTIDEPRESSANTS (TCA) - e.g LOFEPRAMINE (least toxic 
in overdose).  S tart all TCAs with a low dose and increase to a 
therapeutic dose if tolerated (e.g. LOFEPRAMINE 140-210mg/day).
Perform a baseline ECG in patients with cardiovascular disease. Do not 
init iate DOSULEPIN- highly cardiotoxic. 
VENLAFAXINE (SNRI) Usual dose range 75-225mg/day (Green).
Contraindicated in patients  with high risk of a serious cardiac 
ventricular arrhythmia and uncontrolled hypertension. Use with 
caution in patients with established cardiac disease. Check BP at 
baseline, 4 weeks, 8 weeks and every 6 months  (every 3 months for 
patients  prescribed >225mg/day, and if evidence of sus tained 
increase either reduce dose, change antidepressant or init iate 
antihypertensive.
MOCLOBEMIDE (RIMA).

When switching antidepressants
- Be aware of interactions between antidepressants  and the risk of 
serotonin syndrome when combinations of serotonergic
antidepressants are prescribed (e.g. SSRI, CLOMIPRAMINE,  
VENLAFAXINE,  LITHIUM, RIMA/MAOI). Features include confusion, 
delirium, shivering, sweating, changes in BP, and myoclonus .
- When switching from CITALOPRAM or SERTRALINE to a different 
SSRI withdraw the first SSRI and s tart the second SSRI at half the 
usual s tarting dose and inc rease after 1 week if tolerated. If switching 
from FLUOXETINE it may be sensible to leave a 4-7 day washout 
period before starting the second SSRI given its long half-life.
-For further advice on switching antidepressants  refer to the Maudsley
Prescribing Guidelines or contact your Mental Health Trust pharmac ist.

Intervention not to be initiated by GP
The following interventions should not normally be init iated by the GP 
without spec ialist mental healthcare professional involvement:
Combinations of antidepressants except in short-term cross-tapering.
Raising the dose of any antidepressant above it ’s  maximum BNF limit.
DOSULEPIN (Amber 2).
LITHIUM augmentation (Amber 1/2 - refer to local protocol/guideline).
MAOI e.g. PHENELZINE (Amber 2).
“Higher-dose” VENLAFAXINE 300-375mg daily (Amber 1 - refer to 
local protocol/guideline.
St John’s  Wort should not be presc ribed or advised for purchase.

BOX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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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응급의료센터 내원 자살시
도자 실태조사

• 자살 시도로 인해 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하
는 자살 시도자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의 기초 자료를 제공

• 2007년 5월~12월

–신촌세브란스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건국대
병원,강남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 310명 대상
• 무기명 면접조사 ; 응급의료센터 담당의사가 시행

• 자살의도척도 중 자기보고 총 6문항 ;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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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응급의료센터 내원 자살시
도자 실태조사(Cont’d)

• 자살에 관한 인식개선 필요

–센터의 사후관리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다.’
• ‘상담이 부담된다.’

• 의료기관-센터가 연계된 사후관리체계 필
요성

–응급의료센터 정신과 외
래 또는 입원
• 20% 미만

–높은 자살 재시도율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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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일본의 자살 종합대책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 진 욱

일본의 자살 종합대책

2

자살 대책기본법

ContentsContents

ⅡⅡ
ⅠⅠ 일본의 자살자 현황

ⅢⅢ

ⅣⅣ

ⅥⅥ

자살 대책 기본방침

세대별 자살의 특징과
자살대책 방향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 시책

ⅤⅤ

ⅦⅦ
자살대책 수치목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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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Ⅰ.  일본의 자살자 현황

2.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현황

1.  일본의 자살자 현황

4
자료:경찰청 자살통계

1.  일본의 자살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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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경찰청 자살통계

2.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현황

6

Ⅱ. 자살대책기본법

1.  자살대책기본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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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자살대책기본법 개요

□ 자살대책의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주,

국민 각각의 책무 명확히 하고 있음. 

□ 자살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자살방지를 도모하고

자살자의 친족에 대한 지원을 도모

□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실현에 기여

□ 내각관방장관을 회장으로 하고 관계각료를 구성으로 하는

자살종합대책회의가 내각부에 설치

□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종합적인 자살대책 지침을 정함

8

Ⅲ. 자살대책 기본 방침

1.  자살대책기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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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살대책의 기본 방침

□ 사회적 요인도 포함된 종합적 대책

□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자살예방의 주역이 되는 대책

□ 자살사전예방, 미수자나, 유족 등의 사후대응 대책

□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관계자가 연대하여 포괄적으로

저지

□ 자살 실태해명을 추진, 그 성과에 근거 시책을 전개

□ 중장기적 시점에 있어 계속적으로 추진

10

Ⅳ. 세대별 자살의 특징과 자살대책방향

2. 중고령자

1.  청소년

3.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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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30세 미만)

□ 사춘기는 정신적 안정을 잃기 쉽고, 청소년기에 받은 마음의

상처는 생애에 걸쳐 영양이 있음

□ 자살자수는 적지만 청소년의 자살대책은 중요한 과제임

□ 마음의 건강 유지?증진이나 좋은 인격형성 지원을 행하는 것이

적절한 자살예방과 연결됨.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이나 보급계발 실시와

학교에서 자살이나 자살미수가 발생한 경우 학생 등의 심리적

치료에 대한 대책이 필요

12

2. 중?고령자(30세~64세)

□ 가정, 직장 양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반면, 부모와의

사별, 퇴직 등 큰 상실체험과 심리적, 사회적으로도 부담을

떠맡은 것이 많은 세대임

□ 여성은 출산이나 갱년기에 있어 마음의 건강을 잃기 쉬움

□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한 마음의 건강 만들기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장기간 노동, 실업 등의 사회적 요인에

대한 대책이 중요

□ 스트레스로 인한 우을증이 많으므로 우울증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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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자(65세 이상)

□ 고령자의 자살배경으로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계속되는 신체적

고통이나 장래에 대한 불안, 신체기능의 저하에 따른 사회나

가정에서의 역할 상실감, 근친자의 상실체험, 간병피로 등에

의한 우을증이 많음

□ 고령자는 신체적 부조에 의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기회가 많아

자주 가는 의료기관의 의사 등이 우을증 등의 정신질환 진단기술

향상, 건강검진 등을 활용한 우을증 조기발견, 조기치료와 함께

고령자의 삶의 보람 만들기 대책이 중요

□ 자택 간병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

14

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 시책

2.  국민의 주시를 촉구

1.  자살 실태의 명확화

3.  초기대응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인재 육성

4.  마음의 건강 만들기 추진

5.  적절한 정신과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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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 시책

7.  자살미수자의 재시도 방지

6.  사회적 대책으로 자살 방지

8.  유족의 고통 완화

9.  민간단체와의 연대 강화

16

1.  자살실태의 명확화

○ 사회적 요인을 포함한 자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자살대책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추진

□ 실태해명을 위한 조사 실시

□ 정보제공체제 충실

□ 자살미수자, 유족 등의 실태 및 지원책에 관한 조사 추진

□ 학생들의 자살예방에 관한 조사 추진

□ 우을증 등의 정신질환의 병태 해명 및 진단 치료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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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의 주시를 촉구

□ 자살예방주간 설정 과 계발사업의 실시

□ 학생의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우울증에 관한 보급계발 추진
□

18

3. 초기대응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인재육성

□ 단골 의사의 우을증 등 정신질환의 진단 치료기술향상

□ 교직원에 대한 보급계발 등의 실시

□ 지역보건 및 산업보건 관계자의 자질 향상

□ 간병지원 전문원 등에 대한 연수 실시

□ 주민자치단체 위원과 아동관련 위원의 연수 실시

□ 지역에서 자살대책의 리더적 존재의 전문직 연수를 추진

□ 사회적 요인에 관련하는 상담원의 자실 향상

□ 유족 등에 대응하는 공적 기관의 직원 자질 향상

□ 연수재료 개발

□ 자살대책종사자의 정신건강 케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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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음의 건강 만들기 추진

□ 직장에 있어서 정신보건대책 추진

□ 지역에 있어서 마음의 건강 만들기 추진체계 정비

□ 학교에 있어서 마음의 건강 만들기 추진체계 정비
□

20

5.  적절한 정신과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정신과의사를 지원하는 인재 육성 등 정신과의료체계 정비

□ 우을증 수진율 향상

□ 단골 의료 등의 우을증 등 정신질환 진단, 치료기술의 향상

□ 아동의 정신건강 진료체계 정비 추진

□ 우을증 선별검사(screening) 실시

□ 우을증 이외의 정신질환 등에 따른 위험자에 대한 대책 추진

□ 만성질환환자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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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적 대책으로 자살 예방

□ 지역에 있어서 상담체계 충실

□ 다중책무의 상담창구의 정비 와 안전망 융자 충실

□ 실업자 등에 대한 상담창구 충실

□ 경영자에 대한 상담사업 실시

□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충실

□ 위험한 장소, 약품 등의 규제

22

□ 인터넷 상의 자살관련 정보대책 추진

□ 인터넷 상의 자살예고 사안에 대한 대응

□ 간병인에 대한 지원 충실

□ 따돌림으로 고통 받는 아이의 자살 예방

□ 보도기관의 대한 세계보건기관의 입문서 주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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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살미수자의 재시도 방지

□ 응급의료시설에 있어 정신과 의사에 의한 진료체계 등 충실

□ 가족 등 관련 된 사람이 주시하는데 따른 지원

24

8.  유족의 고통 완화

□ 자살자의 유족을 위한 자조 그룹 운영지원

□ 학교, 직장에서 사후대응 촉진

- 주변사람에 대한 심리적 케어 및 대응 매뉴얼 작성

□ 유족을 위한 홍보책자 작성, 배포 촉진

□ 자살자의 아동에 대한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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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간단체와의 연대 강화

□ 민간단체의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

□ 지역에 있어서 연대체계 확립

□ 민간단체의 전화상담 사업에 대한 지원

□ 민간단체의 선구적, 새로운 대책에 대한 지원

26

Ⅵ. 자살대책 수치목표

1.  자살대책 수치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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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까지 2005년의 자살 사망율을 20%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1.  자살대책 수치목표

28

Ⅶ. 추진체계

1. 정부의 추진체계

2. 지역에 있어 연대 협력 확보

3. 시책의 평가 및 관리

4. 시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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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추진체계

□ 자살종합대책회의를 중심으로 내각관방장관 하에 관계행정기관

의 상호 긴밀한 연대 협력과 시책상호간 충분한 조절을 도모

□ 회의가 있는 내각부가 관계부처가 행하는 시책을 지원, 추진

□ 지방공공단체나 자살방지 등에 관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와

연대 종합적 자살대책을 실시

□ 특이사안 발생시 통보체계를 정비하고 관계부처의 연락회의를

기동적을 개최 적절히 대응

□ 특히, 고령사회, 저출산사회, 청소년육성, 장애자에 관한 시책 등

관련하는 분야와의 연대에도 유의 시책을 추진

30

2. 지역에 있어 연대 협력?확보

□ 자살대책은 가정이나, 학교, 지역 등 사회전반에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종합적 자살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와의 연대 협력을 확보

- 지역 특성에 따른 실효성이 높은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

□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분야의 관계기관, 단체로 구성 된 자살

대책연락협의회 등의 설치 지역에 있어 자살대책 계획 등을 추진

□ 정보의 제공 등 적절한 지원을 행함

□ 자살대책 담당 부국 등이 설치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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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책의 평가 및 관리

□ 자살종합대책회의 의해 시책의 실시상황, 목표의 달성 상황 파악

그 효과 등을 평가하고 이 것을 근거로 시책을 수정 개선

□ 내각관방장관 하에 시책 실시상황의 평가 및 수정, 개선 등을

검토하기 위한 민간 학식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어 종합적

자살대책 추진과 연계

32

4. 시책의 수정

□ 사회경제적 정세의 변화, 자살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

자살시책의 추진상황이나 목표달성상황 등을 근거

□ 5년을 목표로 수정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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