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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011년 31.7명, 2014년 27.3

명, 2016년 25.6명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자살사망률 감소 추세를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자살예방대책의 효과로 

보는 시각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일시적 변동으로 보는 시각이 혼재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이든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여전히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응급환자

진료정보망(NEDIS)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자살시도자 수는 오히

려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자살시도자

들이 자살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살 재시도를 효과

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자살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하에 본 연구는 자살시도자의 발견에서부터 응급개입, 사

후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

양한 제도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본 연구원의 이상영 선임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채수미 부연

구위원, 정진욱 한양대 교수, 윤시몬 전문연구원, 차미란 연구원이 수행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에 기꺼이 응해 주신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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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inforcing the care programs for the suicide 
attempters in Korea

1)Project Head ‧ Lee, Sangyoung

Th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decrease the suicide 

death rates for the last decade, but the Korea’s suicide death 

rates still remain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It is in-

creasingly recognized that more effective local mental health 

and welfare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reach a wider 

range of suicide attempters and high risk factor carriers.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develop policy recom-

mendations to strengthen the suicide attempter care programs. 

The study analyzes the services which the local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s(LMHWC) are providing at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levels, It also analyzes the institutional environ-

ments LMHWCs are facing in providing services.

Concentrating on producing field oriented policy alter-

natives, the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s 

for mental health workers at LMHWCs. 

The study proposes that the Suicide Prevention Law should 

be reinforced to include socio-economic supports. It also sug-

gests that better quality services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suicide attempters’ needs.

Co-Researchers: Chae, Sumi ․ Jeong, Jinwook ․ Yun, Simon ․ Cha, Miran





요 약 <<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011년 31.7명, 2014년 

27.3명, 2016년 25.6명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

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자해 및 자살시도자 수는 2011년 2만 1237건에서 2015년 2만 

6750건 등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2017, pp. 93-94). 

따라서 자살사망률의 저하를 위해서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역사회에

서의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역사회에서 자

살예방센터(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살시

도자 관리는 자살시도자의 발견 신고, 현장 출동, 위기개입, 사후관리 등

의 단계별로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 자살시도자 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자살

시도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자살시도자들의 특성과 자살시

도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자살시도의 예방과 자살사망률 감소를 위한 대

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자살시도자 발견 신고, 현장 출동, 위기개입, 사후관리 등을 효율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공급주체로 구성되는 지역사회 협

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러한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전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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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살시도 초기단계에서의 보호 강화와 함께 자살시도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자살시도자에 대한 등록‧관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등 자살시도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충하고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 사업 실시의 확대,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지정, 자살시도자 관련 통계생산 인프라 확충 등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한다.

2. 지역사회 자살시도자 관리의 문제점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에 사회적 지원을 

위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특히 자살고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사

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나 

이와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다.

둘째, 자살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상해의 치료비 지원이 미흡하

다. 이러한 상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본인

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응급입원의 경우 본인부담분에 대한 지

원도 없다.  

셋째, 자살시도 초기 단계에서 응급입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살

시도자들이 가진 욕구에 부응하는 위기개입 서비스가 보다 다양하게 개

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자살시도자의 응급입원을 위

한 정신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야간이나 공휴일에 정신

건강 전문요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는 등의 제도적 문제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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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미흡하다.

다섯째,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통계 생산 기반이 구축

되어 있지 않으며,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인적 자원 투입도 

열악한 실정이다.

3. 자살시도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자살시도자 관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자살예방법에 사회적 지원

을 위한 규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응급입원 시 본인부담분에 대한 

지원이나 자살시도에 따른 신체적 상해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아

울러 지역 사회 내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공식화하고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살시도 직후 단기적으로 집중적인 밀착관찰을 위한 단기 시설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응급입원을 원활

하게 하기 위한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자살

시도자 통계 산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신건강 관련 자원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에 중점을 둔 

접근에서 자살고위험자 및 자살시도자를 둘러싼 인적 생태계를 고려한 

집단적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주요 용어: 자살시도자,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자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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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016년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는 1만 3092명으로, 2015년에 비해 

421명이 감소하여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015년 26.5명에서 

2016년 25.6명으로 감소하였다(국가통계포털, 2017b). 

이러한 최근의 자살사망률 감소 추세를 정부의 자살예방사업 성과로 

보는 시각도 있으며 그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

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감소의 원인이 무엇이든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사망률을 보유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자살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자살시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년 연령별 자살시도 현

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시도 건수는 2010~2013년간(4년간) 총 

7527건에 달하였으며, 2010년 1752건, 2011년 1783건, 2012년 1835

건, 2013년 2157건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

국현, 2014).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2017) 제

11조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지

만, 응급실을 통하지 않은 자살시도자나 건강보험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

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별도의 자료 수집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자살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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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의 규모나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자살시도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자살시도

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자살시도자

들은 언젠가는 자살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결국 자살사망

으로 생을 종결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는 반대로 자살시도자를 효과적으

로 관리할 경우 자살사망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국 42개 병원으

로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응급실 기반 사업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사례관리도 

중요하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자살시도자 사례관리를 자살예방센터(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1)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가 자살시도자를 관리함에 있어 자살시도자 발견 시 신고, 현장 출동, 위기

개입, 사후관리 등의 단계별로 다양한 현실적인 제약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 사회에서의 자살시도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는 이러한 제약요건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연구

가 절실하다. 특히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

원 활용 및 서비스 연계‧협조체계 구축, 자살시도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의 개발 제공, 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1)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2017)은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복
지센터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
방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는 대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서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초 단체의 경우에는 자살
예방센터 대신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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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자살시도 증가의 심각성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 인

프라 취약성 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살시도자 대상 서비스 공급체

계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체계

적 관리와 자살 재시도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모색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첫째, 자살시도자들의 특성과 자살시도 원인(개인적, 사회‧환경적)을 

파악함으로써 자살시도의 예방과 자살사망률 감소를 위한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자살시도자 발견 신고, 현장 출동, 위기개입, 사후관리 등을 효율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공급주체로 구성되는 지역사회 협

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러한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전을 마련한다.

셋째, 자살시도 초기단계에서의 보호 강화와 함께 자살시도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율 제

고, 자살시도 발생 시 현장 출동의 시간적 공백 완화, 자살시도자에 대한 

등록‧관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등 자살시도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

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충하고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 사업 실시의 확대,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지정, 자살시도자 관련 통계생산 인프라 확충 등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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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방법

  1. 개요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자살 사망 및 자살예방과 관련된 선행 연구결과

를 검토하였다. 특히 통계청,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에서 발표하는 각종 

자살관련 통계와 자살실태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

인조사, 노인실태조사 등 기존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자살시도의 원인

을 분석하였다. 자살사망의 원인은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서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자살시도의 원인은 그렇지 못해 다양한 자료

원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울러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살시도자 관리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

터의 자살예방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는데, 설문조사 관련 사항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1명이 대표

로 설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설문서 내용 중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가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센터장이나 팀장과 상의하여 작

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센터별로 파악된 조사내용은 해당 센터를 대

표하는 내용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내용은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자살시도자에 대한 서비스 확충방안 마련,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에 반영하였다.

또한, 병원의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담당자와 심층면담을 

통해 응급실 기반 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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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는 자살시도자의 특성과 자살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면담을 계획하였으나, 연구진의 면담 시도가 자살시

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의

견을 고려하여 이들의 특성과 자살시도 원인 등은 설문조사와 현장 정신

건강 전문요원 면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외국의 자살시도자 관리 사례로서 일본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

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특화사업 개발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한 다양한 모형을 시

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사례로서 ACTION-J와 가와사키시

의 사례, 야마나시현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외 설문서 개발, 정책대안 개발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정책대안의 타당성 검토 등을 실시하였는데, 개발

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현장 실무자들에게도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 「지역사회 자살시도자 관리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가. 조사개요

본 조사는 전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의 협조를 받아 협회 소속 87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완료된 60개 센터의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센터의 전체 현황 등에 대해서는 센터 내 다른 직원들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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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A. 응답자 특성 응답자 자살예방 및 관리 관련 업무 경력 

B. 지역 현황 센터 관할 인구수(2017. 7. 기준)

지역 구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C.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센터 개소 시기

연도별(2015~2016) 사업비 결산금액(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별)

2017년 사업별 예산(각 사업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비율 포함)

2017년 자살예방사업비 중 인건비 비중

자살예방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2016년 자살예방사업비 대비 
필요한 예산 증액 정도(인건비, 사업성 경비)

센터 내 직역별 인력현황(2017. 7. 기준)

자살예방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직역별 추
가 희망 인력 수 

현재 응답자의 업무량의 적절 여부 

D.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시도자 등록 
관리 현황

관할 지역 내 자살시도자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2016년 1년 동안 관내 거주자 중 자살시도자 수 

을 받아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7년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였으며, 각 센터의 대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여 이메일로 웹기

반 설문조사 링크를 발송함으로써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크게 응답자 특성, 지역 현황(관할지역 인구수, 지역구분),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예산, 인력 등), 자살시도자 등록 관리 현황, 자살

시도자 대상 서비스 제공 내용, 자살시도자 대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

트워크 구성, 기타 인프라 및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 개선을 위한 의견으

로 나누어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자세한 설문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지역사회 자살시도자 관리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설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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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2016년 1년 동안 관내 거주자 중 자살시도자 수 중 등록 전 상담을 
실시한 인원 수 

2016년 1년 동안 관내 거주자 중 자살시도자 수 중 등록 전 상담을 
실시한 후 본인 동의 하에 등록‧관리하게 된 인원 수 

자살시도자 등록‧관리를 위한 본인 동의율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 

2017년 7월 말 기준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미등록자 포함) 자살시
도자 수 

2017년 7월 말 기준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미등록자 포함) 자살고
위험자 수 

2017년 7월 말 기준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미등록자 포함) 자살유
가족 수 

2017년 7월 말 기준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미등록자 포함) 만성정
신질환자 수 

2017년 7월 말 기준 등록관리 중인 자살시도자 수(발견‧의뢰 경로별, 
등록기간별)

자살시도자 개인정보 파악이 어려울 경우 자살시도자 발굴을 위한 방법

2016년 1년 동안 퇴록한 자살시도자의 수(퇴록 사유별)

센터 내 등록된 자살시도자 퇴록 기준 존재 여부

센터 내 등록된 자살시도자 퇴록 기준 내용

자살유가족 및 자살시도자 가족 현황 확인 가능 정도

E. 자살시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내용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수행 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 
순위(상담, 의료기관 치료연계, 복지지원 연계, 기타 중)

등록‧관리 중인 자살시도자에 대한 접촉 빈도(등록기간 6개월 이내/이후)

관내 아동‧청소년의 주된 자살시도 이유

관내 성인의 주된 자살시도 이유

관내 노인의 주된 자살시도 이유

현재 자살시도자 관리서비스 공급 충분 정도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서비스 내용

등록된 자살시도자의 서비스 수용 정도

등록된 자살시도자의 연락 가능 정도

등록된 자살시도자 중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비율

실제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 중 지속적으로 정
신과 진료를 받는 정도 

지금까지 만난 자살시도자 중 알코올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살시
도자의 비율

알코올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살시도자 중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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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자살시도자 중 자살직후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살시도자의 비율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살시도자 중 실제 정신의료기관으
로 응급입원 의뢰되는 정도

자살시도자의 응급입원을 위해 지정의료기관 설정 필요 정도

응급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간 의견 불
일치로 응급입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정도

응급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간 의견 불
일치 할 때의 바람직한 대처 방법

F. 자살시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센터에 등록된 자살시도자 중 다른 지원서비스(정신 의료기관 제외)
로의 연계를 실시한 비율

자살시도자 지원을 위해 실제로 가장 많이 연계 하는 기관

자살시도자 조기발견을 위해 가장 긴밀한 연계‧협조가 필요한 기관

자살시도자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긴밀한 연계‧협조가 필요한 기관

지역에서 자살예방과 관련한 서비스‧업무 연계‧협력을 위한 공식 네트
워크 구축 및 운영 여부 

위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 기관, 기구 

현재 구성된 네트워크에 추가적으로 합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관

현재 구성된 네트워크 운영의 중심기관

위 네트워크에서의 주요 업무 내용

위 네트워크 운영 형태(정기적 회의, 전화 등을 통한 협조 등)

보건복지 관련 현장요원들과의 연계‧협조 여부 

자살시도 현장에 경찰만 출동하는 사례의 빈도 

자살시도 현장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만 출동하는 사례의 빈도 

자살시도자 지원을 위한 지역 내 연계‧협력 네트워크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G. 기타 인프라 및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개선을 
위한 의견 

자살시도자 관리의 효과적 수행이 자살사망자 수 줄일 수 있는 정도 

센터 관할 지역 내 게이트키퍼 수 

센터 관할 지역 내 게이트키퍼 수 충분 정도

2016년 한 해 동안 게이트키퍼가 파악한 자살고위험자 수 

자살시도자 관리 이후 자살시도자를 인계할 기족이 없거나 가족과 연
락이 안 되는 경우의 빈도

응급입원이 의뢰가 되지 않은 자살시도자에 대해 본인 동의하에 밀착 
관찰 및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기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찬반의견

위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관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자살시도 신고 접수 시 정신건강복지요원 출동
이 어려운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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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센터 예산운용상 인건비와 사업비 분리에 대한 찬반 의견

자살시도자 등록‧관리상의 개선점

센터 실적보고/성과평가 관련 개선점

효과적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한 개선점 

구분 응답수 %

전체 60 100.0

지역
대도시(특별시 및 광역시) 34 56.7

중‧소도시(동지역) 16 26.7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 10 16.6

근무경력
(자살예방사업관련)

3년 이하 22 36.7
3년 이상~5년 미만 13 21.7
5년 이상~10년 미만 17 28.3

10년 이상 8 13.3

센터 개소 연도
2005년 이전 16 26.7

2005~2009년 26 43.3
2010년 이후 18 30.0

다. 응답자의 특성 

조사에 참여한 센터는 총 60개 센터로 센터가 속한 지역은 대도시(특

별시 및 광역시)가 34곳(56.7%)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동지역)가 

16곳(26.7%),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이 10곳(16.6%)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자살예방 사업 담당자의 자살예방사업 관련 근무 경력

은 3년 이하인 경우가 36.7%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10년 미만인 경

우가 28.3%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자살예방 사업 관련 근무 경력이 10

년 이상인 담당자는 13.3%로 가장 적었다. 

센터 개소 연도의 경우 2005~2009년 사이에 개소한 센터가 26곳

(43.3%)으로 가장 많았고, 2010년 이후에 개소한 센터가 18곳(30.0%), 

2005년 이전에 개소한 센터가 16곳(26.7%)이었다. 

〈표 1-2〉 조사 응답자 및 센터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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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살사망률 및 자살사망자 현황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의 자살사망자 수

는 1만 3092명(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 25.6명)으로 2012년 1만 

4160명(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 28.1명), 2013년 1만 4427명(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 28.5명), 2014년 1만 3836명(인구 10만 명당 자

살사망률 27.3명), 2015년 1만 3513명(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 

26.5명)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국가통계포털, 

2017b).

이러한 감소 추세에 대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자살예방대책의 효과

로 보는 시각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일시적 변동으로 보는 시각이 엇

갈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 추세의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지

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5년 당시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1.2명으로 다른 OECD 국가 중 

중하위권 수준이었으나(그림 2-1), 2003년 28.1명을 기록한 이후 지금

까지 1위를 유지하고 있다(OECD, 2017). 2013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

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8.7명으로, 2위인 헝가리의 

19.4명(2015년)과도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OECD 국가 평균 12.1명

의 두 배 이상이다(그림 2-2). 

자살예방 사업 및 자살시도자 
관리 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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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OECD 국가의 연령표준화 자살사망률(1985년)

(단위: 인구 10만 명당)

자료: OECD. (2017). Suicide rates. https://data.oecd.org/healthstat/suicide-rates.htm에
서 2017. 8. 19. 인출.

〔그림 2-2〕 OECD 국가의 연령표준화 자살사망률(2015년)

(단위: 인구 10만 명당)

자료: OECD. (2017). OECD Health Statistics 2017.

2016년을 기준으로 자살사망률을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36.2명으

로 여성의 15.0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그림 2-3). 이러한 양상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특이한 점은 2009년~2011년 

기간 중 남성의 자살사망률은 증가하는 데 반해 여성의 자살사망률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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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과 2000년대에 비해 

2010년 이후의 남녀 간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별 차이가 정

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 성별 자살사망률

(단위: 인구 10만 명당)

주: 사망원인 통계 자료를 재구성하여 제작함.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7b. 9. 22.). 사망원인 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2&conn_path
=I2에서 2017. 10. 26. 인출.

연령별로는, 노인세대의 자살사망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높

다. 15~64세의 자살사망률이 2016년 25.3명인 데 비해, 65세 이상은 

53.3명, 80세 이상의 경우는 78.1명, 90세 이상은 93.2명으로 고연령층

으로 갈수록 자살사망률이 높다(그림 2-4).  

이는 노인들의 경우 질병문제로 인한 자살이 많다는 점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일수록 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겪었던 고통의 

기간이 길었다는 점, 그리고 평소 가지고 있었던 질환의 치료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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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진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층으로 갈수록 배우

자의 사망에 따라 간병을 담당할 인력이 없어지면서 질환으로 인해 느끼

는 불편함과 심리적 공허감‧고독감 등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살이

라는 수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 연령별 자살사망률

(단위: 인구 10만 명당)

주: 사망원인 통계 자료를 재구성하여 제작함.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7b. 9. 22.). 사망원인 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2&conn_path
=I2에서 2017. 10. 26. 인출.

자살사망률은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충청북도의 자

살사망률이 32.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도가 32.2명, 충청남도가 

32.1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상남

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가 전국 평균보다 자살률이 높았다(그림 2-5).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지역별로 자살로부터의 보호 요소(가족‧친지‧친구 등으로부

터의 심리적 지지나 공식적인 지원기관, 지원제도 등)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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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시도별 자살사망률(2016년)

(단위: 인구 10만 명당)

주: 시도별 사망원인 통계 자료를 재구성하여 제작함.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7c. 9. 22.). 시도별 사망원인 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conn_path
=I2에서 2017. 10. 26. 인출. 

자살사망의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자

살사망자는 국가통계포털(2015)의 1만 3513명보다 77명이 적은 1만 

3436명으로, 이 중 31.5%가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에 의한 자살이었으

며, 이 외 23.0%가 경제생활 문제, 21.6%가 육체적 질병문제에 의한 자

살이었다(그림 2-6).  

자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자살사망

의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사망 이후 가족이나 친구, 동

료 등을 통해 파악하는 자살의 원인이 실제와는 다를 수도 있다. 충분한 심

리부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망사고 당시 짧은 순간의 행정절차로 경찰

과 주변인을 통해 평가된 자살의 원인은 실제 자살사망자가 안고 있는 근

본적인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자살사망의 원인

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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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자살원인(2015년)

주: 경찰통계연보 자료를 재구성하여 제작함.
자료 : 경찰청. (2015). 경찰통계연보. p. 203. 

제2절 자살시도자 현황 및 자살시도의 원인

자살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자살시도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살사망률이 매우 높다. 자살시도자의 자살사망률은 2012년 인구 10만 

명당 약 700명으로 일반인구의 28.1명에 비해 무려 25배 높다(보건복지

부, 2014). 

아울러 자살시도자들의 경우 자살시도 후 장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자

살을 재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살 재시도 방지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 자살 재시도자들의 약 50%가 6개월 이

상이 지난 시점에 자살을 재시도하며, 3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 자살을 

재시도 하는 경우도 5%나 된다(국회의원 김용익 의원실,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자살시도자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공식

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자료를 통해 그 규모를 추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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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의 원인과 특성을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살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채널의 하나로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을 들 수 있다. NEDIS에서 수집되는 자

살시도 관련 자료는 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무기록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자살시도와 단순 자해가 구분되지 않고 통합된 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자해 및 자살시도로 병원

을 내원한 사례는 2011년 2만 1237건에서 2015년 2만 6750건으로 증

가하였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다(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2017, pp. 93-94)(그림 2-7). 

〔그림 2-7〕 성별 자살 및 자해시도자 추이(2011~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2017). 2017 자살예방백서. p. 94.

자해 및 자살시도 건수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5549명으로 가장 

많고 20대와 30대가 약 4871명, 4876명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

다. 전체적으로는 20~50대가 약 73%를 차지하였다(보건복지부, 중앙자

살예방센터, 2017, p. 98)(그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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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연령별 자살 및 자해시도자 현황(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2017). 2017 자살예방백서. p. 98.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2010년~2013년 기간 동안 건강보

험 통계에 포착된 우리나라의 자살시도 건수는 7527건이었으며, 건강보

험에서 이들에게 156억 원을 지급하였다. 연도별로는 2010년 1752건, 

2011년 1783건, 2012년 1835건, 2013년 2157건 등으로 4년간 

23.1%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이국현, 2014).

국가통계포털에서 제시하는 우리나라 자살사망자가 해당 기간 동안 매

년 약 1만 4000명이 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제도권에 포착

된 자살시도 건수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07~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자살을 생각했던 20세 이상 성

인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이 자살시도로 이어지게 되는 데 어떤 요인이 관

련되는가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자살을 생각했던 남성 1567명의 

6.8%(106명), 여성 3726명의 5.0%(188명)가 실제 자살을 시도했다

(Choi et al., 2017, p. 4, p. 6).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울증이 있는 경우는 자살을 시도

할 위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또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살 시도 위험이 높아졌는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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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학교 졸업 이상보다 자살을 시

도할 위험이 남성은 6.3배, 여성은 3.8배 높았다(Choi et al., 2017, p. 5).

자살시도 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실태조사 자료에는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도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4~6학년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의 자살시도율은 2011년 4.42%, 2014년 1.15%로 나타났

다(그림 2-9). 

〔그림 2-9〕 우리나라 아동의 자살시도율

주: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아동의 총 사례 수는 4명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7a. 1. 17.). 한국복지패널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9_N215&conn_p
ath=I2에서 2017. 10. 26. 인출.

저소득 가구보다 일반 가구의 자살시도율이 높으나 조사가 완료된 아

동의 수가 458명으로 매우 적고, 2014년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아동의 

수가 4명에 불과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노대명 등, 2015, 

pp. 175, 290). 특히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조사방식이 면접조사를 원칙

으로 하고 있어(노대명 등, 2015, p. 6), 결과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 즉 자살시도 사실에 대해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는 아동이라면 조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꺼려 조

사 대상에서 누락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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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실태조사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가 있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

등학교 3학년까지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온라인을 통해 조사가 실시된

다. 온라인 조사의 특성 상 면접조사보다 응답자가 비교적 솔직히 응답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한국복지패널의 결과와 그대로 비교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조사대상자는 매년 약 7만 명이었으며, 2015~2016년에는 약 6만 

5000명이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학생의 자살시도율은 

2007년 5.8%에서 2016년에는 2.4%로 감소하였다. 자살시도율은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편이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pp. 222-223)(그림 2-10). 

한편 자살시도자 중에서 자살시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2010~2016년 기간 동안 매년 약 1% 내외에 불과했다(교육

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p. 225).

〔그림 2-10〕 청소년의 자살시도율
(단위: %)

주: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이며, 연도별로 70,000명 내외를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6. 12. 27.).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2_Y071&conn_
path=I2에서 2017. 10. 26.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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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자살시도에 대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했던 노인실

태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노인실태조사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1만 

451명을 대상으로 하며, 직접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10.9%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으며, 자살생각을 한 

노인 중 12.5%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는 

배우자가 없거나,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에 더 높았다(정경희 등, 2014, 

p. 24, p. 104)(표 2-1).

〈표 2-1〉 노인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2014년)

구분 자살생각률 (%)1) 자살시도율 (%)2)

전체 소계 10.9 12.5

성별 남자 10.0 10.1

　 여자 11.6 13.9

연령별 65~69세 11.0 11.9

　 70~74세 11.7 15.2

　 75~79세 11.4 11.9

　 80~84세 9.3 13.1

　 85세 이상 9.7 3.7

결혼상태별 배우자 있음 8.9 11.9

　 배우자 없음 14.3 13.0

가구형태별 노인독거 15.3 12.7

　 노인부부 8.1 12.3

　 자녀동거 11.7 11.1

　 기타 12.9 20.8

연가구소득별 제1오분위 16.5 14.1

　 제2오분위 10.5 10.9

　 제3오분위 9.5 13.3

　 제4오분위 9.8 12.4

　 제5오분위 8.3 10.5

주: 1) 본인응답자 1만 279명을 대상으로 함.
     2) 자살생각을 한 응답자 1124명 중 무응답 3명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자료: 정경희 등.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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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생각해 보았던 약 100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살을 생각하

게 된 이유를 파악한 결과, 약 40%가 경제적 어려움을 들었으며, 다음으

로 건강문제(24.4%), 외로움(13.3%) 등을 들었다(그림 2-11). 자살생각

을 하게 된 원인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정경희 등, 2014, p. 

243).

〔그림 2-11〕 노인의 자살생각 이유

주: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며, 자살생각을 한 응답자 1124명 중 무응답 3명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자료: 정경희 등.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p. 245.

마지막으로,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11월 7일까지 17개 의료기

관의 응급실을 방문했던 1359명의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

과 전공의가 면담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대, 30대, 40대가 각각 

약 19% 대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보다 있는 경우, 그리고 혼자 살거나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사는 경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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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안용민 등, 2014, pp. 27-28), 이

는 가족과 동거할 경우 자살시도가 사망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가족들이 

신속하게 대처했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표 2-2).

〈표 2-2〉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의 인구학적 분포(2013년)

구분별(1) 구분별(2) 대상자수 (명) 대상자 비율 (%)

계 소계 1,359 100.0

성별
남자 554 40.8

여자 805 59.2

연령

10대 98 7.2

20대 261 19.2

30대 271 19.9

40대 263 19.4

50대 207 15.2

60대 101 7.4

70대 96 7.1

80대 이상 48 3.5

미상 14 1.0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20 30.9

고등학교 졸업 583 42.9

대학교 졸업 이상 214 15.7

미상 142 10.4

혼인상태

미혼 471 34.7

기혼/동거 646 47.5

이혼/사별/별거 214 15.7

미상 28 2.1

거주형태

가족과 거주 1,009 74.2

가족 이외 동거 81 6.0

기숙사 등 단체시설 13 1.0

혼자 거주 200 14.7

미상 56 4.1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5a. 1. 14). 자살실태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94N_601&conn_p
ath=I2에서 2017. 10. 26.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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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방문한 사람들 중 절반은 정신과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그림 2-12). 그런데 70세 이상의 정신과 방문력은 35.0%로 상대

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자살시도자의 의학적 병력평가 결과에서는 

72.6%가 양호한 상태였다(안용민 등, 2014, pp. 38-40)(그림 2-13).

〔그림 2-12〕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의 정신과 방문력

주: 자살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5b. 1. 14.). 자살실태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94N_603&conn_p
ath=I2에서 2017. 10. 26. 인출. 

〔그림 2-13〕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의 신체질환 여부

주: 자살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5c. 1. 14.). 자살실태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94N_602&conn_p
ath=I2에서 2017. 10. 26.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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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전문의가 면담을 통해 평가한 자살시도자의 자살기도 원인은 

62.2%가 정신과적 증상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인관계 문제가 24.4%

로 높았다. 그런데 자살시도자 스스로 생각하는 자살시도의 원인은 이와 

차이를 보여 정신과적 증상이 37.9%, 대인관계 문제가 31.2%였다(안용

민 등, 2014, p. 43).

이러한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서 첫째는 자살의 원인과 자

살시도의 원인이 다르다는 점이다. 앞의 경찰통계연보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자살사망의 원인은 자살시도의 원인과 마찬가지로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살의 원인이라고 알려진 경제적 문제

나 신체적 질병은 자살 시도의 주된 요인은 아니었다. 물론 자살사망의 

원인은 사후에 주변인으로부터 밝혀지는 추측이고, 이 조사에서 파악한 

자살시도의 원인은 본인과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어떻게 하든 반

드시 죽어야겠다는 이유와 죽음을 한번쯤 시도해 보는 이유가 다를 수 있

다는 것이다.

둘째는 본인이 정신과적 증상이 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문의가 

판단한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다. 즉 정신과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문가의 판단은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

에 자살시도의 원인을 주로 임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가능성도 고

려해야 한다. 정신과적 증상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더라도 정신과적 증

상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사회․심리적 요인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셋째는 대인관계가 자살시도의 주된 이유라는 점은 어쩌면 자살하려는 

의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즉 자살을 시도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관심을 유도하는 목적이 컸을 가능성도 있다(그림 

2-14, 그림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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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의 자살기도 원인: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

(단위: %)

주: 자살실태조사 자료를 재구성하여 작성함. 
자료: 안용민 등. (2014). 2013 자살실태조사. p. 45. 

〔그림 2-15〕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의 자살기도 원인: 자살시도자 본인의 판단

(단위: %)

주: 자살실태조사 자료를 재구성하여 작성함. 
자료: 안용민 등. (2014). 2013 자살실태조사.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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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과제

생명존중 문화조성

- 민간기관과의 협력 강화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공익광고 제작 및 방영
- 세계자살예방의 날 행사 개최
- 생명존중 국민수칙 및 홍보책자 제작 배포
- 생명존중 마라톤 대회 개최

언론 자살보도 권고지침 보급 및 
모니터링

- 언론매체(기자) 및 방송국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송부 
및 협조 요청

- 자살사건 기사 모니터링 및 언론보도 권고기준에 맞
게 기사 작성하도록 권장

- 인기 드라마 내 자살 등 생명경시 내용 모니터링 및 
시정 권고

제3절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현황

  1.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현황

가. 국가 자살예방대책 방향 및 내용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자살률이 급증하면서 자살문제에 

국가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4년 제1차 국가자살예방 5개년

(2004~2008년) 기본계획(이하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자살사망

률 감소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우울증

을 해결하기 위한 정신의학적 중재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자살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과 자살예방 사

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어려웠

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살예방사업의 추진에는 관련부처 간

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이상영, 2015, p. 38).

〈표 2-3〉 제1차 국가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 주요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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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과제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수행기관의 확충
- 청소년 자살예방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노인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 노인자살예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노인자살예방 인프라 구축
- 노인정신건강증진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우울증 및 자살 위험자 조기발견 
상담체계 구축

- 정신보건센터/보건소/국립정신병원 우울증 조기발견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주간에 ‘가족과 친구에게 전화 걸기’ 행사 홍
보 지원

- 정신의료기관 우울증 조기발견 및 무료상담 행사 개최
- 정신보건센터/보건소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살 위험자 및 우울증 환자 조기발견체계 구축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

-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상담전화 홍보 강화
-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상담전화 상담요원 워크숍 및 

우수사례 시상
-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상담 전문과정 교육
- 세계보건기구 권고 자살예방지침서 번안 배포 
- 관련부처 협조 강화
- 자살예방 상담 이후 가정방문 등을 통한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자살예방 인터넷 상담 운영

- 인터넷 상담체계 구축 운영
- 상담전문가 풀 구성 운영
- 상담전문가 워크숍 진행
- 사이버 상담체계 운영

자살시도자 치료 및 사후관리
- 자살시도자의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 의뢰 협

조체계 구축  

자살감시체계 구축
- 자살관련 현황 및 보건지표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

석, 자살고위험군 파악
- 자살예방사업의 기획 및 평가에 활용

교육훈련
- 자살위험자 조기발견 및 적절한 예방 상담서비스 제

공 등을 위한 의료기관, 학교, 정신보건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실시 

자살예방 연구지원
- 자살예방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 자살원인 모델 규명연구 등 지원을 위한 자살예방사

업의 학문적 토대 구축

자살관련통계의 품질개선 방안
- 사망원인통계연보와 경찰통계연보로 이원화 되어있

는 자살관련 통계의 품질 개선 

 자료: 보건복지부. (2005).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 – 세부추진계획. pp.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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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본계획이 보건복지부 주도 하에 수립‧추진되었다는 문제의식

이 대두되면서 2007년에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범정부적 자살예방 대책

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13개 자살예방 관계부처 간 회의를 통하여 2008

년 제2차 국가 자살예방 5개년 종합계획(2009~2013)(이하 2차 종합계

획)을 수립하였다(보건복지부, 2008, p. 2).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정신질환 이외에 경제위기,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지지망의 약화와 물질주의, 생명경시 풍조의 심화 등 

사회문화적 요인을 자살의 주요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해 

범부처적 거버넌스와 법‧제도의 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보건복지부, 

2008, pp. 15-19).

〈표 2-4〉 제2차 국가 자살예방 5개년 종합계획 10대 과제 

1. 자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한다. 
2. 자살위험에 대한 개인‧사회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3. 자살에 치명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킨다. 
4. 자살에 대한 대중매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5.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를 강화한다. 
6. 지역사회기반의 다양한 자살예방 인력 교육체계를 강화한다. 
7. 자살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8.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적정화 한다. 
9.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감시체계를 구축한다. 
10. 근거에 기반을 둔 자살예방 정책을 개발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2008).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2013). p. 16.

제2차 종합계획에서의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제1차 기본계획에 

비해 사회적인 요인에 대한 고려가 반영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정부와 민

간단체와의 역할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관계부처와 관련 단체 

간의 협조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사업 실행과 성과 달성으로 이

어지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무엇보다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국

가 예산 부족으로 관련 전문 인력확보와 사업실행에 현실성이 부족하였

다(이상영, 2015,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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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제2차 국가 자살예방 5개년 종합계획 세부 과제 

10대 과제 세부 과제(29개)

1. 자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한다.

1) 국민정신건강 네트(net) 개발 및 활용

2) 생명존중 사회마케팅 전략 체계 강화

3) 생명사랑 문화 프로그램 확산

2. 자살위험에 대한 개인․사회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1) 이혼 가정 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2)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

4) 대학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사업 체계 구축

5) 직장인 정신건강 증진 지원체계 구축

6) 노인 학대 예방 및 독거노인 지원 강화 

3. 자살에 치명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킨다.

1) 유독성 물질 불법 유통 관리 감독 강화

2) 농약 관리체계 강화

3) 인터넷 자살유해사이트 관리 체계 강화

4) 지하철, 교량 등에 대한 안전시설 강화

4. 자살에 대한 대중매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1) 미디어 관리 체계 구축

5.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를 강화한다.

1) 지역사회 고위험군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급

2) 특수영역(군,교정기관) 자살예방 활동 강화

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시스템 강화

4) 알코올중독자 관리 체계 구축 및 강화

5) 우울증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체계 구축

6) 자살시도자·유가족 지원방안 마련

자료: 보건복지부. (2008).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2013). pp. 18-19.

2011년에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

으며, 2016년에는 일반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개입체계 마련을 목표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종합 

대책에서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함께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

합, 중독으로 인한 건강 저해 및 사회적 폐해 최소화, 그리고 자살위험 없

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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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전사회적 자살예방 환경 조성,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자살

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관계부처 합

동, 2016, pp. 34-41).

〈표 2-6〉 정신건강종합대책 자살예방 관련 주요 과제 및 세부 내용 

구분 주요 과제 세부 내용

전 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

① 사회적 인식 개선
∙ 전 국민 참여형 자살예방 캠페인
∙ 자살관련 언론보도 개선
∙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 협조 강화

②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
지체계 마련

∙ 지역사회 자살예방 연계 체계 마련
∙ 사회안전망과 자살예방 연계 강화
∙ 범부처‧전사회적 자살예방 협력체계 마련

③ 자살 위험환경 개선
∙ 자살수단에 대한 관리 강화
∙ 온라인 자살 유해정보 차단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①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추진

∙ 아동‧청소년, 청년‧중장년층, 노인 등 생애
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추진

② 자살 고위험군 예방체계 강화
∙ 자살유가족 지원
∙ 신체질환자‧장애인 예방체계 마련
∙ 실직자‧빈곤층 예방체계 마련

③ 자살 위기대응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 24시간 자살위기대응체계 구축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확대
∙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시스템 내실화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

① 자살예방 관련 교육 강화
∙ 전 국민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 체계 마련
∙ 자살예방전문가 교육 강화

② 근거 기반 자살예방 연구체계 
마련

∙ 자살 추적관찰체계 구축
∙ 자살예방을 위한 근거 기반 조사‧연구 강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6).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 pp. 34-41.

2016년의 정신건강 종합대책에서는 지금까지 보건의료 중심으로 이루

어지던 위험군 대상의 제한적인 자살예방 대책에서 보건‧복지‧사회‧문화 

등 통합적 관점에서의 자살예방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하였

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복지-정신건강 연계서비스 제공, 범부처‧전사회적 자살예방 협

력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6,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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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살예방사업 예산 및 인력 현황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정책 예산은 2016년 85억 원, 2017년 99억 원이

다(보건복지부, 2016a, p. 26). 2018년에는 보건복지부 내 자살예방과 

조직신설과 함께 자살예방정책 예산 증액을 밝혔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

의 자살예방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 

〈표 2-7〉 2017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사업예산 계획
(단위: 억 원)

구분 2016년 2017년 증가액

전체 자살예방사업 85 99 14
○ 지역정신보건사업
  - 지역자살예방사업 26 26 -
○ 자살예방사업 59 73 14
 - 생명존중문화조성 13 13 -
 - 중앙자살예방센터 운영 등 3.9 4 0.1
 - 자살예방 교육 및 인력 양성 3 3 -
 -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차단 1 1 -
 -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7 7 -
 - 심리적 부검체계 구축 9.6 9.6 -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 1(신규) 1
 - 자살예방정책 연구개발 2 2 -
 -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사업 20 33 13

자료: 보건복지부. (2016a).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개요. p. 26.

지역사회 내에서 직접적으로 자살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한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의 예산 

및 인력현황을 2016 국가 정신건강현황 2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통

해 살펴보면, 2015년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정신보건예산2)은 3827원(최

2) 각 기초자치단체(205개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의 국비, 광
역시도비, 시군구비 예산액의 총액으로 중앙정부지원(보건복지부 중심)과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예산을 포함하였으며,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은 정신의료기관, 기초정신
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회복귀시설, 자살예방센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센터, 정신요양시설 등을 의미함(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예산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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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1만 7074원, 최소 595원)으로, 다른 국가의 1인당 정신보건지출에 비

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16. pp. 51-52).

〔그림 2-16〕 국가 간 정신보건지출 비교 

자료: 국립정신건강센터. (2016). 2016 국가 정신건강현황 2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p. 51.

정신보건 전문인력3)의 경우, 2015년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

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은 2만 1666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42.0명으로 나

타났으며, 이 중 상근 정신보건전문인력의 수는 8285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16.1명이었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16, p. 54). 

3)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전문인력수를 의미하며, 정신보
건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이 포함되며, 지역사회 재활기관은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아동청소년 정신건
강센터 등이 포함됨. 정신보건전문인력은 정신과 전문의, 전공의,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
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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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2015년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계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전체근무인력 수1) 21,666 16,855 1,231 1,201
상근 근무인력 수 21,339 16,855 1,200 1,201

상근 정신보건전문인력 수 8,285 6,130 587 166
2015년 퇴직자 수 547 - 181 -
전문인력의 비율 38.8 36.4 48.9 13.8

퇴직률 - - 15.1 -

주: 1) 전체 근무인력수는 상근 및 비상근 인력을 포함하되, 자문의, 휴직자는 근무인력에서 제외함.
자료: 국립정신건강센터. (2016). 2016 국가 정신건강현황 2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p. 54.

〈표 2-9〉 2015년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인력 현황(계속)

(단위: 명, %)

구분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기초정신
건강증진

센터

광역정신
건강증진

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

센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센터

자살예방
센터

전체근무인력 수1)  1,764 271 266 34 44
상근 근무인력 수 1,541 249 223 31 39

상근 정신보건전문인력 수 1,016 198 136 28 24
2015년 퇴직자 수 271 49 36 6 4
전문인력의 비율 65.9 79.5 60.7 90.3 61.5

퇴직률 17.6 19.7 16.1 19.4 10.3

주: 1) 전체 근무인력수는 상근 및 비상근 인력을 포함하되, 자문의, 휴직자는 근무인력에서 제외함.
자료: 국립정신건강센터. (2016). 2016 국가 정신건강현황 2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p. 54.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내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의 투입과 인력의 고용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정신보건시설 인력의 퇴직률이 약 20.0%로 

높다.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근무 인력의 직역별 특징을 살

펴보면, 간호사가 54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5226

명), 정신과 의사(3005명), 사회복지사(2179명) 등이었다. 정신보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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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력 중에서는 정신과 의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신보건사

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순으로 많았다(국립정신

건강센터, 2016, p. 54). 

〈표 2-10〉 2015년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상근인력의 직역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상근인력의 직역별 현황

계
정신과 
의사 

전공의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시설1) 19,256 3,003 607 1,531 1,228
지역사회재활기관2) 2,083 2 - 421 891

전체
21,339
(100.0)

3,005
(14.1)

607
(2.8)

1,952
(9.1)

2,119
(9.9)

구분
상근인력의 직역별 현황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기타

정신보건시설1) 504 5,280 1,738 185 5,180
지역사회재활기관2) 84 184 441 14 46

전체
588

(2.8)
5,464
(25.6)

2,179
(10.2)

199
(0.9)

5,226
(24.5)

주: 1)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인력현황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활용함. 
     2) 부설형태로 설치된 자살예방센터는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에 포함함. 
자료: 국립정신건강센터. (2016). 2016 국가 정신건강현황 2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p. 54.

2015년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평균 근무자수는 9.3

명으로 최소 3명에서 최대 43명까지 분포하고 있다. 종사자의 정신보건

경력(센터장 제외) 기간은 평균 60.7개월(약 5년)로, 근속기간은 38.1개

월(약 3년)로 나타났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16, p. 56).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영역별 전담인력(FTE: Full Time 

Equivalent)의 경우에는 자살예방사업이 평균 1.7명으로 나타나, 중증정

신질환 2.6명 보다 적었으며, 아동청소년사업(1.2명), 정신건강증진사업

(1.2명), 중독 및 기타 사업(1.2명)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정신

건강센터, 2016,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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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기관의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내용

1) 중앙자살예방센터

우리나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2017) 제

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

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하

도록 되어 있다. 자살예방센터의 주요한 업무는 아래와 같다. 

① 자살 관련 상담

②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③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④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⑤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⑥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중앙자살예방센터는 2012년 개소하여 생명존중사회 조성과 개인의 생

명존중 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국가 자살예방 정책 사업의 지원,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성, 자살예방 교육, 자살관련 통계 분석, 자살예방 인식 개선 

및 홍보, 자살유해정보 및 미디어 모니터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자

살예방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 사업,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사업, 보고 듣고 말하기(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교육 진행,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수행기관 모니

터링, 자살예방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이 있다(중앙자살예방센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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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중앙자살예방센터 주요 업무 내용 

사업명 사업 내용

국가 자살예방 정책 사업 지원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사업 수행 기
관 모니터링

- 자살예방 인증 프로그램 시스템 관리 및 보급
- 자살예방백서 발간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성
- 자살예방사업 기관 네트워크 구성
- 민간 자살예방 사업 수행 기관 지원
- 자살예방 유관기관 협력

자살예방 교육
- 자살예방 교육 및 강사 양성
- 보건복지콜센터 자살예방 교육 지원
-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살관련 통계 분석 
- 자살관련 DB 구축 및 통계자료 연구 분석
- 자살예방사업 현황 및 실적관리

자살예방 인식 개선 및 홍보
- 자살예방 캠페인 진행 및 확산
-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자살유해정보 및 미디어 모니터링
-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자살유해정보 차단
-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모니터링

자료: 보건복지부. (2017a). 2017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p. 21.

2) 중앙심리부검센터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

11조의2에 근거하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

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하고 있다. 심리부검이란 

자살사망자 유가족을 면담하면서 고인의 삶을 되돌아보고 고인 사망 전 

일정기간 동안의 심리적 행동양상 및 변화, 상태를 재구성하여 자살원인

을 추정하는 것이다.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는 국내 심리부검 및 자살관련 문헌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원인 분석을 위해 필요한 한국형 심리부검 체크리

스트(Korea-Psychological Autopsy Checklist, K-PAC 2.1)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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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심리부검에 활용하고 있다. K-PAC 2.1의 주요내용은 〈표 2-12〉와 

같다. 또한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는 심리적 부검에 참여한 자살유가족들

에게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주고 있다(중앙심리부검센터, 2017). 

〈표 2-12〉 K-PAC 2.1 면담항목

영역 내용

유가족 
영역

- 유가족 일반정보
- 유가족의 반응 및 대처, 심리정서 상태

대상자
(고인) 
영역

- 대상자(고인) 일반정보
- 성격 및 스트레스 관리
- 자살행동 및 사망정보
- 과거력
- 직업, 경제상태 및 군생활
- 건강상태 정보
- 가족 및 부부관계
- 주변인의 정신건강 및 자살행동정보
- 연애관계 및 가족 외 대인관계
- 면담 종결 및 유가족 제언

면담원 
평가

- 급성자살위험요인 평가(IS PATH WARM)
자살을 암시하는 요인들의 약자로 아래 내용의 행동을 보일 때 자살위험이 
높다고 판단함. 
I: Suicide Ideation (직접적으로 자살사고를 보고하거나 자신의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 글로 씀,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찾음)
S: Substance abuse (술이나 약물을 지나치게 많이 복용함)
P: Purposelessness (인생의 목표가 없거나 상실함, 삶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말함)
A: Anxiety (불안, 초조해함, 편안하게 쉴 수 없고, 불면 혹은 과다수면을 보임)
T: Trapped (현재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함)
H: Hopelessness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거나 나쁜 결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상황개선의 기대감이 사라짐)
W: Withdrawal (가족이나 친구 등 친했던 사람들과 멀어지고 소원해짐)
A: Anger (심하게 화를 내거나 근심의 원인이 되는 사람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음)
R: Recklessness (추후를 고려하지 않고 무모하게 행동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함)
M: Mood change (극적으로 기분 상태가 변하거나 감정이 요동침)

자료: 중앙심리부검센터. (2017). 한국형 심리부검 체크리스트.
http://www.psyauto.or.kr/sub/sub02_1.asp에서 2017. 9. 1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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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서비스 내용

연구/기획

• 해당 지역의 자살사망통계 세부분석을 통한 현황제시
• 심리부검 사업 추진 및 중앙심리부검 사업 협조체계 구축
• 프로그램 및 지역특성화 자살예방시스템 효과성 평가 연구
• 기타 자살예방과 관련한 기초조사
• 법률에 기반한 광역단위의 자살예방계획 수립에 참여

프로그램 개발 • 생애주기별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

마케팅
• 생애주기별 대단위 자살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수행
• 자살예방 서비스 인지도 향상을 위한 광고 및 홍보사업

교육
• 게이트키퍼 교육
• 게이트키퍼 Trainers training 운영을 통한 게이트키퍼 확산
• 자살예방 First Aid 또는 전문가 양성 교육

3) 광역 자살예방센터(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2016년 기준 자살예방센터의 경우 광역자살예방센터는 총 6곳, 기초 

자살예방센터는 2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광역 단위 및 기초 단위의 자살

예방센터는 지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합 운영되거나 별도로 설

치 운영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초단위에서는 대부분 자살예방센터가 정

신건강복지센터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

우(2016년 기준)에는 16곳,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9곳이 있으며,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발견, 상담과 함께 사회복귀훈

련 및 사례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정신보건관련 기관 간 연

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

당한다(보건복지부, 2017a, p. 11).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로 자살예방사업,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중독관리사업, 

1577-019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사업의 주요 내용은 <표 2-13>과 같다. 

〈표 2-13〉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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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서비스 내용

네트워킹

• 지역특화적 자살고위험군 발견, 평가, 사례관리, 치료연계체계 구축
 - 프로토콜, 매뉴얼 개발 보급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경찰, 119 네트워킹/보건복지서비스 제공주체와의 네트워킹
• 민간협력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직접서비스 • 24시간 핫라인 상담 및 고위험군 위기대응체계 조정업무 수행

자료: 보건복지부. (2017a). 2017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p. 49.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광역 센터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운영하

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역사회에 밀접하게 직접 대상자에게 사업을 진

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살 인식개선 사업,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

료연계 사업, 생명사랑문화조성을 위한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및 자살예

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살유가족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

류된 사람들에게는 지속상담과 응급개입, 의료기관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2.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가. 사업개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13년 8

월부터 2015년 말까지 전국 27개 병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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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추진 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2016c. 5. 3.). 스스로 놓으려던 생명의 끈, 응급실에서 다시 잇다. 보도자료.

그간 실시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

에 의하면, 서비스 비수혜자의 사망률이 서비스 수혜자의 사망률의 2배 이

상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말까지 사

업 참여 의료기관 응급실에 이송된 자살시도자(1만 3046명) 중 손목자상, 

약물‧가스중독 등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745명(5.7%)이었는데, 서비

스 비수혜자 중 자살추정 사망자 수는 517명(7.5%)인 반면, 서비스 수혜

자 중 자살사망자 수는 228명(3.7%)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6c).

〈표 2-14〉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서비스 수혜 여부에 따른 자살시도자 

사망현황 (2013~2015년)

(단위: 명, %)

구분
해당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
총 사망자 수

(사망률)
자살추정 사망자 수

(사망률)

서비스 비수혜자(A) 6,887 1,006 (14.6%) 517 (7.5%)
서비스 수혜자(B) 6,159 363 (5.9%) 228 (3.7%)

서비스 수혜자가 서비스 
비수혜시 사망(추정)(C)

- 899 462

사망 감소 효과(C-B) - 536 234

자료: 보건복지부. (2016c. 5. 3.). 스스로 놓으려던 생명의 끈, 응급실에서 다시 잇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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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역 병원명 구분 지역 병원명

1

서울(9)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22 울산(1) 동구 울산대학교병원

2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23

경기(8)

안산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24 부천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3 동작구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25 고양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4 강동구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26 안양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5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27 의정부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6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28 성남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7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29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8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30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9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

10

부산(3)

서구 부산대학교병원 31
강원(2)

원주시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11 부산진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32 춘천시 강원대학교병원

12 해운대구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33 충북(1) 청주시 충북대학교병원

13
대구(2)

남구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
34 충남(1) 천안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14 남구 영남대학교의료원 35
전북(2)

익산시 원광대학교병원
15

인천(3)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36 전주시 전북대학교병원
16 중구 인하대학교병원 37 전남(1) 목포시 목포중앙병원

17 부평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38 경북(2) 안동시 안동병원

2017년 보건복지부는 전국 418개 종합병원급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

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 참여병원을 추가로 공모‧선정하였

는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15개 응급실을 추가 선정하여 총 42곳으로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2017년 현재 42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기관 

현황은 <표 2-15>와 같다.

〈표 2-15〉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기관 (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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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역 병원명 구분 지역 병원명

18
광주(2)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39 포항시 포항세명기독병원
19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40

경남(2)
진주시 경상대학교병원

20
대전(1)

서구 을지대학교병원 41 창원시 창원경상대학교병원
21 중구 충남대학교병원 42 제주(1) 제주시 제주대학교병원

자료: 보건복지부. (2017c. 3. 2.). 자살시도자 마음까지 보듬는 응급실 늘어난다. 보도자료.

나. 사업내용

2013년~2015년까지 시범사업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1

만 3046명(응급실 사망자 597명 제외) 중 서비스 수용에 동의한 6159명

(47%)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서비스 수용에 동의한 대상자

에게는 병원 내 사례관리팀에서 대상자 초기평가, 전화․방문 상담, 병․의원 

치료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지원해 주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c).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은 응급실 – 사례관리팀 - 정신건강

의학과 –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자살시도자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및 사

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a, p.23).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실 초기 개입이

후의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게 정서적 안정 회복, 재활 촉진, 자살재시도 

방지를 위한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 사업을 통해 응급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등을 밀접하게 연결하여 자살시도

자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응급실 기

반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의료진과 사례관리팀이 공동으로 자살시도자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 및 단

기(1개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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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사업의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 등으로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최소 주 5일 이상 근무
   - 팀 내 전담 인력 2인 이상 배치
○ 자살시도자에 대한 신체적 안정화, 정신과적 치료 및 퇴원 후 
   최소 1개월 이상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운영팀 구성
   -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례관리팀 필참
○ 지역사회 응급의료기관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연계한 
   자살시도자 관리 협력체계 구축
○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재공고(공고 제
2017-81호).

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는 치료비(응급치료비 및 입원치

료비)를 지원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기금으로 지원되는 치료비는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이며, 연간 총지원액은 2016년 2억 5000만 원

에서 2017년 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라.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참여기관 인센티브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한 지침 구비 및 응급실 교육을 실시할 경우 취약 

환자에 대한 지원 부분 평가에서 최대 2점을 받게 되며, 지역사회 공공사업 

참여 실적으로 0.5점의 가점을 받는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아울러 실적 우

수기관에 대해서는 장관표창 등 혜택이 부여된다(보건복지부, 201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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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살시도자 지원 관련 법령 및 추진체계 

  1. 자살시도자 지원에 관한 법령

일본의 경우 자살 고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로 

『자살대책기본법』이 있는데, 이 법은 2006년 10월 28일에 제정되어 

2016년 4월 1일 1차 개정되었다.  

『자살대책기본법』은 누구든 자살에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

을 목표로 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

업자, 국민 개개인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살대책을 종합적 시

각에서 추진하고, 자살예방과 자살유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수행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도‧도‧부‧현은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자

살 종합대책 및 자살대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정‧촌은 이를 바탕

으로 해당 지역의 자살대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살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자살대책을 추진하는 도‧도‧부‧현과 시‧정‧촌
에 대해서는 자살대책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살예방 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와 정책적 결정을 위한 조직으로 

후생노동대신을 회장으로 하고 관계 각료를 구성원으로 하는 ‘자살종합

대책회의’가 후생노동성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4) 본 장에서는 일본의 자살예방대책 중에서 자살예방사업 일부와 자살시도자 관리사업과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음. 

일본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수행사례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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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살대책기본법』은 자살시도자와 자살시도자의 가족을 지원하

기 위한 기본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시도자의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법 제20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가 다시 

자살을 시도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자살시도자 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법 제21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또는 자살시도가 가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완

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일본 후생노동성, 

2017a). 

〔그림 3-1〕 일본의 『자살대책기본법』의  주요 내용 

주: 내부자료는 일본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방문 시 제공받은 자료를 제시한 것임. 
자료: 일본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2017a).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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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진체계 개요

자살종합대책 관련 업무는 내각부가 시행해 오다가 2015년 1월 내각

회의에서 후생노동성으로 이관하도록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관에 필

요한 법적인 규정을 정비한 후 2016년 4월 1일부터 후생노동성으로 업

무가 이관되었다.

이와 같이 자살관련 업무를 후생노동성으로 이관하게 된 것은 자살예

방 대책을 지역단위의 실천적인 대책 중심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할 필요

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즉 건강문제,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자살 요

인을 고려해 볼 때 내각부보다 후생노동성이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부

국, 그리고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헬로우 워크’와 업무 연계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살종합대책회의의 회장이 후생노동대신으로 변경되었으

며, 이 회의의 사무국도 후생노동성으로 이관되었다. 2016년 4월 1일에

는 후생노동성에 ‘자살대책추진실’이 설치되어 내각부가 담당해 오던 업

무를 인계받았으며, 후생노동대신을 장으로 하는 '자살대책추진본부'가 

설치되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복지‧노동‧기타 관련 시책 간의 유기적 연

계를 도모함으로써 다양한 자살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

으며, 이전의 자살예방종합대책센터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자살

종합대책추진센터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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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일본 『자살대책기본법』 주요 내용

자료: 일본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2017a). 내부 자료.

  3.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는 『자살대책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에 근거한 자살대책 수행의 근

거 제공, 관련 민간단체 및 지역단위의 자살대책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

한다. 즉 지역단위의 실질적 자살대책 추진과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축적과 현장 중심의 자살대책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제

공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는 지역연대추진실, 자살실태·통계분석실, 자살

시도자·유족지원추진실, 자살종합대책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지역연대추진실은 도‧도‧부‧현 등의 지역 자살대책추진센터에 대해 지도‧
조언‧업무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살실태·통계분석실에서는 각

종 통계산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

살종합대책연구실은 자살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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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일본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2017b).

〔그림 3-3〕 일본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조직도  

자료: 일본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2017a). 내부 자료.

제2절 지역자살대책 강화 교부금 

지역단위의 자살대책 추진시책에 대한 성과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장‧단기 대책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

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자살대책 강화 

교부금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일본의 자살사망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기본적인 

인식 하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자살대책 

강화 교부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 교부금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62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방안

다양한 자체 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로 공휴일의 자살관련 상

담 창구 운영, 학교에서의 자살예방 출장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게이

트키퍼 양성, 자살시도자 대응 지역협력 사업 등이 있다(일본 후생노동

성, 2016). 

〔그림 3-4〕 지역자살대책 강화 교부금 사업개요  

자료: 일본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2017a). 내부 자료.

지방자치단체는 경상사업으로서의 자살예방사업에 추가하여 교부금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상사업으로서의 자살예방사업과 교부

금에 의한 자살예방 사업을 뚜렷이 구분하기는 곤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이 두 가지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즉 교부금은 별도의 기준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살예방사업 예산의 추가 지원이라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내각부는 2015년 처음으로 지역

자살대책강화 교부금으로 25억 엔을 추경예산에 상정한 이후 매년 지속

적으로 교부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15년 지역 자살대책 강화 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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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내역을 보면, 도‧도‧부‧현 단위의 집행 총액은 9억 6000만 엔, 시‧구‧
정‧촌 단위의 집행 총액은 6억 7000만 엔이었다. 이 중에서 자살시도자 

지원 예산은 도‧도‧부‧현 1억 3400만 엔, 시‧구‧정‧촌은 6400만 엔이었다

(일본 후생노동성, 2016).  

제3절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사례 

  1. 후생노동성의 자살시도자 관리 사례(ACTION-J)

후생노동성이 추진하는 ACTION-J 프로그램에서는 의료기관 내 응급

실과 정신의학과가 연계하여 응급실로 이송된 자살시도자에 대해 정신의

학 및 복지 전문가가 6개월 동안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에

는 전국의 17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였으며, 2006년~2009년 기간 동안 

응급실로 이송된 자살시도자 914명에 대해 1년 반 이상의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송된 자살시도자 전원에게 위기개입 

및 정신의학적 평가, 심리 교육 등의 사례관리를 실시한 후 개입군과 대

조군 간 사례관리의 효과를 비교 검증하였는데, 일정한 수준의 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 검증을 위해, 개입군에 대해 첫 6개월 

동안에는 정기적인 면접 및 진료에 대한 정보 수집, 정신과 진료 등의 사

례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사례관리를 실시

하였다. 대조군에 대해서는 일반적 치료, 심리교육, 자살예방 자료 제공 

등 ‘강화된 보통개입’을 실시하였다(일본 후생노동성, 2017b). 

그 결과, 자살 재시도자의 비율이 개입군이 대조군에 비해 1개월 후의 

Odds ratio가 0.19, 3개월 후 0.22, 6개월 후 0.50, 1년 후 0.72,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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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후 0.79까지 감소하였다. 자살시도는 6개월 경과 후 2분의 1로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례관리 지원 프로그램의 자살 재시도 억

제 효과가 5년 이라는 장기간에까지 미치지는 않지만 6개월 까지는 매우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여성, 40세 미만, 과거 자살시도 

경력이 있는 자살시도자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

하여 ACTION-J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케이스매니저(case man-

ager)의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정신의학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일본 후생노동성, 2017b). 

〔그림 3-5〕 ACTION-J 흐름도

자료: 보건의료자원가이드. (2017). 의료팀의 자살재발예방 지원프로그램이 자살을 막는다.
http://tokuteikenshin-hokensidou.jp/news/2014/003816.php에서 2017. 9. 6.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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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와사키시 사례5)

1) 자살대책추진 계획과 자살시도자 대책

『자살대책기본법』 및 후생노동성의 ‘자살종합대책 대강’을 바탕으로 

수립한 가와사키시의 자살대책추진 계획에서는 자살을 사회 전체의 문제

로 인식하는 한편 시민 개개인이 사회적인 고립상태에서 벗어나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

을 통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

고 있다. 

이를 위해 『자살예방기본법』 조례 제9조 1항에 ① 자살예방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 수집‧정리‧분석 등, ② 자살예방 등에 관한 시민의 이해 

증진, ③ 자살예방 등에 관한 인력 확보 및 양성, ④ 직장‧학교‧지역 정신건

강증진 체계 구축, ⑤ 자살예방 상담 및 대응 체계 구축, ⑥ 민간단체의 자

살예방 활동 지원, ⑦ 자살예방을 위한 의료제공 체계 강화, ⑧ 자살시도

자에 대한 지원, ⑨ 자살 사망자 및 자살 시도자 가족에 대한 지원 등 9개

의 항목을 명시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자살대책의 성과목표로 자살사망자 

수(2013년 자살사망자 243명,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16.8명)를 

2013년보다 감소시키고, 이러한 감소 추세를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5) 가와사키시 건강복지국(2016)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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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살대책 추진체계

가와사키시의 자살대책 추진체계로, 건강복지국 소속 장해보건복지부

의 정신보건과와 정신보건복지센터가 사무국이 되어 3개의 회의체를 운

영하고 있다.

〔그림 3-6〕 가와사키시 자살대책 추진체계 

자료: 다다시 다케시마, 미치코 다다이, 야스히로 기시, 게이코 미지타, 레이 히노쿠마, 요시노리 조. 
(2017).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의 자살대책 추진체계.

가와사키 자살대책종합추진회의는 부시장이 회장을 맡으며, 16명의 

관련부서의 국장·구청장이 위원이 되어 자살대책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결정한다. 아울러 자살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살대책에 관한 

정보교환, 조사·분석, 지역 내 조정 및 연계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자살종합대책추진회의의 위원은 자살예방에 관한 학계 전문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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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노동‧경제‧복지‧교육 분야 등의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행정기관 대표

로 구성된다.

가와사키시 자살대책평가위원회는 학계전문가 3명, 의사 1명, 시 직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며, 계획의 추진상황과 목표달성 상황 평가, 자

살대책 주요 사항들에 대한 조사·심의 등을 담당한다. 

건강복지국 장해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와 정신보건복지센터의 자살대

책 실무자는 자살대책 프로젝트팀으로 참여하여 매월 1~2회의 회의를 통

해 자살대책의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3개 회의체의 회의내용 검토와 개별 사업내용의 검토 등을 위한 

프로젝트팀을 운영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시의회에 가와사키시

의 자살대책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

고서 준비는 자살대책 프로젝트팀에서 담당하며, 보고서 내용은 자살대

책평가위원회 및 자살대책종합추진회의에서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자살시도 구급이송 사례 실태

2015년 4월 자살대책추진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이 때 자살시도자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와사키시는 자살시도자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가와사키시 소방국의 

자료를 토대로 구급이송 사례를 분석하였다. 가와사키시 소방국이 2014

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간 구급출동을 한 사례 중에서 자해행위

로 구급이송을 실시한 사례 441건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441건이 이송된 의료기관은 가와사키 시립병원(가와사키구)이 151건

(34.2%), 일본의과대학병원이 107건(24.3%), 마리안나 의료대학 응급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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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100건(22.7%) 등으로, 이 3개 병원이 358건(81.2%)을 차지했다. 

자해행위의 수단은 약물 과다복용이 150건(34.0%)으로 가장 많았고, 다

음은 손목긋기가 74건(16.8%)이었다. 수단이 특정되지 않는 사례는 123

건(27.9%)이었다. 또한, 병력에 정신질환이 기재되어 있는 건은 286건

(42.2%)이었다. 

이 실태분석을 계기로 추가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

며, 이에 따라 실태분석 대상이 되었던 3개 병원(가와사키 시립병원, 일

본의과대학병원, 마리안나 의료대학 응급센터)의 협조를 얻어 자해구급

이송 사례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실태조사는 가와사키시가 제경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4) 자해구급이송 사례조사

자해구급이송 사례조사는 전향적(prospective) 조사로 실시되었는데, 

제경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이 주관이 되고 가와사키시 정신보건복지센터 

및 가와사키시 내각소방서, 3개 병원(가와사키 시립병원, 일본의과대학

병원, 마리안나 의료대학 응급센터)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대상은 2017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동안 자해사고로 인해 

가와사키시 내각소방서 구급차로 이송된 사례 중에서 3개의 병원 중 하

나로 이송된 사례였다. 대상 사례의 선택기준은 ① 가와사키시 소방서 구

급차 출동, ② 자해사고, ③ 3개 병원에 이송된 사례였다. 

조사대상이 된 자해사례에 대해서는 구급이송 시에 별도의 조사용 ID

를 부여하여 이 ID를 이송 중에 미리 의료기관에 송부하였다. 송부된 ID

는 의료기관 내 구급과, 정신과, 퇴원 관련 부서가 공유하도록 하였다. 이

를 통해 구급이송에서부터 퇴원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정보가 조사용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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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조사실시를 위해 별도의 ‘자해사고의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소방

국과 각 구급대에 통보하였다. 각 구급대는 이 범위를 기반으로 ① 평소 

소방통계에서 자해사고로 분류‧보고되는 유형의 사례, ② 여기에 포함되

지는 않으나 자살의도가 있고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거나, 의

도적인 음독 및 손상을 입은 행위, 자해행위로 추측되는 사례, ③ 현장에

서 자해 또는 사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자해의 가능성이 있

다고 생각되는 증상의 사례 등을 모두 자해로 포함시켰다.  

조사표는 ① 구급이송기록, ② 진료기록(구급과, 정신과, 퇴원관련 부

서)으로 구성되었다. 구급이송 기록은 책자형 조사표로 작성되었으며, 매 

월 1권의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진료기록은 구급과 기재분, 정신

과 기재분, 퇴원 관련 부서 기재분으로 구분되었다. 구급과는 구급과 기

재분과 퇴원 관련 부서 분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정신과는 정신과 기재

분과 퇴원 관련 부서 분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제경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은 조사표 ID를 기반으로 구급이송기록과 

진료기록을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조사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14년 자해구급이송사례 실태 분석 시

는 3개 병원을 기준으로 사례수가 358건이었으나, 이 조사에서는 400건

이었다. 

이 조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가와사키시 건강복지국, 가와사키시 소

방국, 제경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3개 병원 및 가와사키시 자살대책평가

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가와사키시 자해사고구급이송연구회’를 조직하였

다. 자해사고구급이송연구회는 이 조사를 제경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에 

위탁하여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를 시작하기 전 2016년 8

월과 조사를 시작한 후 2017년 2월에 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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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실무는 사이타마 의과대학이 주로 담당하였으며, 가와사키시 자

살대책평가위원회는 조사가 적절히 실시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외

부 평가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와사키시 건강복지국 장해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과, 정신보건복지센터 담당자가 사무국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그림 3-7〕 자살시도 응급이송 사례조사 흐름도  

자료: 다다시 다케시마, 미치코 다다이, 야스히로 기시, 게이코 미지타, 레이 히노쿠마, 요시노리 조. 
(2017).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의 자살대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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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역 지원 모형 구축

자해구급이송사례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먼저 가와사키시 중부를 지원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하여 자살시도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지원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제경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일본의과대학병원, 가와사키시 장애자센터, 가와사키

시 정신보건과, 가와사키시 정신보건복지센터 등의 의사, 사회복지사 등

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가와사키시는 자해구급이송사례조사의 중간보고 결과와 가와사키시 

중부지역에 대한 시범 지원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시

책부터 2018년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  

3. 야마나시(山梨)현 사례6)

1) 자살시도자 관리체계 

야마나시현의 자살 재시도 방지 케어 사업은 응급 의료기관에 이송된 

자살 시도자에 대해 외부 지원 인력인 ‘자살시도자 지원자(라이프 코디네

이터, 보건사)’를 파견하여, 병원에서의 응급의료 및 급성기 진료에서부

터 퇴원 후 지역으로 복귀할 때까지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으로, 자살 시도 원인(위험 요인)을 발견해내고, 이를 기초로 

지자체 등 지역의 상담 지원기관에 대해 필요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상담 과정을 통해 본인과 가족의 문제대응 능

력을 향상시키고, 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적절한 지원서

6) 일본 야마나시현립 정신보건복지센터(2012)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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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한다. 야마나시현 자살 재시도 방지 관리 사업(라이프 코디네

이터 파견 사업)의 사업 흐름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8〕 일본 야마나시현 자살시도자 지원 사업 흐름도 

자료: 일본 야마나시현립 정신보건복지센터. (2012). 자살대책종합연구사업보고서 - 자살미수자의 
대응.

2) 자살시도자 지원자(라이프 코디네이터)

라이프 코디네이터는 정신 보건‧복지 및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사 자격을 소지한 자이다. 야마나시현은 라이프 

코디네이터 파견 업무를 야마나시현 간호협회에 위탁하였으며, 이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해 야마나시현 간호협회는 지역 정신보건복지센터에 상담

사무실을 설치하고 라이프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였다.

라이프 코디네이터는 응급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요청 당일에 최초 

면접을 실시하는 등 위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살시도자가 퇴원하

여 지역으로 복귀할 때까지 심리적 보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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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야마나시현의 라이프 코디네이터 대응체계

자료: 일본 야마나시현립 정신보건복지센터. (2012). 자살대책종합연구사업보고서 - 자살미수자의 대응.

이 사업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위기 개입은 응급 의

료기관이 담당하였지만, 야마나시현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외부의 인력

이 위기 개입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라이프 코디네이터는 평일 주 5일 근무하며, 대상자는 자살 시도 후 병

원입원을 요하는 환자 중 사업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한 환자이다. 대부분

의 초기면접은 신체 치료와 함께 병동에서 실시된다. 

3) 자살시도자에 대한 서비스7)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는 응급 개입, 위험요인 확인 및 자살계획의 구체

성 평가 등 자살 재시도 평가, 보호 요소 확인 등 자살 재시도 방지를 위한 

7) 야마나시현의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 중 자살시도자 관리 요령에 대한 내용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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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개선 지원, 자살방지를 위한 대처 행동의 확인, 자살시도자 가족에 

대한 지원,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구급 이송되어 온 자살시도자에 대해 신체 치료에 관한 처치·검

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급대나 가족을 통해 자살기도 방법, 자살 시도

의 의지, 유서의 유무, 동기 부여, 병력 및 정신과 진료 경험, 주치의 등 자

살 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송된 환자에 대해 우선 신체적 치료를 한 후 자살시도자가 의식을 회

복하면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파악한다.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판단되면 이때부터 초기상담을 실시한다.

자살 재시도 방지 케어 사업은 대상자에게 구청 직원이 사업에 대해 설

명하고 동의를 얻은 다음 실시된다.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구청 담당자

는 대상자의 정보를 라이프 코디네이터에게 전달한다. 즉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의 정보 수집은 구청 담당자가 실시하며, 서비스 제공은 외부 

지원자인 라이프 코디네이터가 담당한다.  

제4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는 최근 자살예방사업의 주관부서를 보건복지부에서 국무총

리실로 격상시킴으로써 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자살예

방사업 관련 부처의 책임 및 참여 의식 증대를 도모하자는 의견이 대두되

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최근 자살예방사업의 주관부서를 내각부에서 

후생노동성으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자살예방사업 추진 부서가 격하되었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의 경우는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되, 현장 중심 정책 추

진이라는 맥락 하에서 자살이 건강 문제, 빈곤 문제 등과 밀접히 관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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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음을 고려하여 건강 및 복지 문제를 주관하는 후생노동성으로 주관 

부처를 변경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후생노동성이 주관 부처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동일한 문제점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으나, 관련 부

처들의 사업추진 및 사업성과에 대한 책임의식과 협조가 충분히 이루어

진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를 겪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관련 부처의 참여 및 협조 미흡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기는 어렵다.

한편 일본의 ACTION-J 프로그램은 자살시도에 대한 응급실 단계에

서부터의 개입과 이후의 사례관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 효과성을 가진다

는 것을 보여준다. ACTION-J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제공해 주는 중요

한 시사점의 하나는 장기간에 걸쳐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

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례관

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기간에 걸친 효과성 검증작업을 체계적으

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거쳤던 대상자 중에 자살을 재시도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것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은지 

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단위의 자살예방사업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실에서 일본의 지역자살대책 강화 교부금 제도는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

나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살예방

사업 국고 지원은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예

산규모가 크지 않고 국고 지원에 상응하는 지방비가 매칭되어야 한다. 교

부금으로 지원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없이 보다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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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을 위한 교부금을 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특별히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교부금을 배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도 자살예

방사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증대 차원에서 국고 지원만이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 가와사키시에서 운영하는 자살대책종합추진회의는 우리나라에서

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와사키시 자살대책종합추진회의에는 

학계, 법률가, 경제․노동 관계자, 복지, 경찰, 교육,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계획 등을 심의하는 

한편 개별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계획도 논의한다. 사례별로 대상자에

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 서비스의 제공을 어느 기관이 담당할 것

인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논의해야 할 개별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례관

리의 영역별로 분과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군․구 단위에 이

러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공식화함으로써 참여 주체

들의 책임과 의무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단위에서 협의체를 운영

하더라도 일차적인 책임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기 때문에 타 참여 주

체들의 책임 의식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대상자에게 지원

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우선은 자살시도 관련 업무를 정신건강복

지센터에 일임해버리고 난 후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야마나시현의 라이프 코디네이터 파견 사업은 우리나라의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과 유사하다.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일본

의 경우 지역 간호협회가 라이프 코디네이터를 병원 응급실에 파견하지

만 우리나라는 병원 자체적으로 인력을 고용하여 활용한다. 이와 같은 차



제3장 일본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수행사례 77

이는 사업 운영방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는 병원 단위

로 사후관리 사업을 실시하지만, 일본의 경우 야마나시현이라는 지역단

위에서 사업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병원(전국의 47개 병원)

에서만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시도자가 사업을 실시하지 않

는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될 경우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야마나

시현의 경우는 구급대에서 자살시도라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사업을 수

행하는 병원으로 대상자를 이송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구

급대 이송 단계에서 자살시도임을 인지할 경우 이 사업을 실시하는 병원

으로 이송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의 일본 사례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일본은 최근 응

급실에서의 사례관리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을 배치하여 사례관리서비스

를 제공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응급실에서의 사례관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사례관리 서비스가 의료적 서비스인지, 복지적 서비스인지에 대한 판

단이 필요하다. 의료적 서비스라 하더라도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

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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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 자살시도자에게 자살시도 이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전국 시‧군‧구에 있는 기초 정신건강복

지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

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국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자살예방

사업 담당자들에게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살시도자 관리사업의 현황

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국 정신건강복지센

터협회 소속 60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자살예방사업 담당자를 대

상으로 웹기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크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현황과 자살시도자 등록‧관리 

현황 및 서비스 제공 내용, 자살시도자 대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내 

네트워크 구성 현황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내용은 제5장의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

자 관리사업의 문제점 진단, 제6장의 자살시도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반영하였다. 설문조사 내용 중에는 제5장 및 제6장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자살예방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설문

조사 내용을 제시하였다.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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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1. 예산 현황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예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 

및 2016년의 전체 사업비 결산금액과 2017년 사업비 예산금액을 조사하

였다. 60개의 센터 중에 무응답인 8개의 센터를 제외한 52개 센터의 사

업비 규모를 비교해본 결과, 2015년 52개 센터의 사업비 총결산금액은 

약 201억 1600만 원이었으며, 2016년 센터의 사업비 총결산금액은 약 

217억 3800만 원이었다.  

2015년과 2016년의 사업비 결산금액의 구성을 살펴보면, 시‧도비의 

비율이 2015년 36.0%, 2016년 3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비로 2015년 33.2%, 2016년 31.7%로 높았다. 지역별로 민간으로부

터 지원금이나 후원금을 받는 지역구도 있었으나, 그 비율은 매우 낮았다

(표 4-1). 

〈표 4-1〉 2015, 2016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총사업비

(단위: 천 원, %)

구분 센터 수 2015(A) 센터 수 2016(B) 증가액(B-A)

총액1) 52 20,116,819 100.0 52 21,738,865 100.0 1,622,046

국비 45 6,678,804 33.2 46 6,898,302 31.7 219,498

시‧도비 52 7,241,910 36.0 52 8,101,420 37.3 859,510

시‧군‧구비 43 5,945,167 29.6 43 6,560,637 30.2 615,470

민간2) 5 86,965 0.4 5 46,318 0.2 -40,647

후원금3) 6 35,643 0.2 5 21,088 0.1 -14,555

기타 4 128,330 0.6 4 111,100 0.5 -17,230

주: 1) 2015년 및 2016년도 센터 사업비(결산금액) 모두를 응답한 52개 센터 사업비의 총 합임.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기업 등으로부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금임. 
     3)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기부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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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센터 당 평균 사업비는 2015년 약 3억 9000만 원, 2016년 약 4억 

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

하여 비교해 본 결과, 대도시 지역 센터의 평균 사업비가 가장 많았으며,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의 평균 사업비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4-2). 

〈표 4-2〉 2015년, 2016년 정신건강복지센터별 평균 사업비

(단위: 천 원)

센터 수 평균사업비1) 표준편차

2015

전체 52 386,862 ±255,116.7

대도시2) 28 417,423 ±255,996.8

중‧소도시3) 15 346,406 ±254,604.1

농‧어촌 지역4) 9 359,210 ±270,528.5

2016

전체 52 418,055 ±286,390.6

대도시2) 28 440,897 ±291,160.7

중‧소도시3) 15 391,477 ±299,605.1

농‧어촌 지역4) 9 391,287 ±275,169.2

주: 1) 사업비(결산기준)로 센터별 사업비 총액을 관할지역 인구수로 나눈 값들의 평균임.
     2) 대도시는 특별시 및 광역시를 말함. 
     3) 중‧소도시는 동으로 구분된 지역을 말함. 
     4) 농‧어촌 지역은 읍‧면으로 구분된 지역을 말함. 

2017년의 경우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별 예산 금액을 파악하였

는데,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중

증정신질환 관리 및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비)가 가장 많았으며, 자살예

방사업비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비 평균 예산 금액 약 3억 3000만 원의 3분의 1 정도의 금액인 약 1억 

400만 원 정도로 나타나 예산금액 규모의 차이가 컸다(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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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2017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별 평균 사업비 
(단위: 천 원)

사업 센터 수 평균(±표준편차)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47 326,382 ±258,258,5

아동‧청소년 사업 38 45,816 ±30,927.4

자살예방사업 49 104,045 ±109,981.3

치료비 지원 사업 17 19,322 ±47,128.3

주: 1) 2017년 예산금액 기준으로 전체 센터의 사업별 예산금액의 평균 금액으로, 센터마다 사업 수가 
상이하여 각 사업별 예산의 총 합을 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수로 나눈 평균값을 제시함. 

사업별 예산중에서 자살예방 사업비를 지역별로 나누어서 본 결과, 중‧
소도시의 평균 자살예방 사업비가 약 1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어촌 지역의 평균 자살예방 사업비는 약 8200만 원으로 가장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표 4-4). 이와 같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의 자살예방사업

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전국적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본 조사에 응답

한 센터에 국한된 결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4〉 2017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평균 사업비
(단위: 천 원)

지역 센터 수 평균(±표준편차)1)

전체 49 104,045 ±109,981.3

대도시2) 25 80,625 ±77,904.9

중‧소도시3) 15 156,172 ±161,254.9

농‧어촌 지역4) 9 82,222 ±38,956.1

주: 1) 각 센터 별 2017년 자살예방사업 예산금액의 평균임. 
     2) 대도시는 특별시 및 광역시를 말함. 
     3) 중‧소도시는 동으로 구분된 지역을 말함. 
     4) 농‧어촌 지역은 읍‧면으로 구분된 지역을 말함.  

현재의 자살예방 사업비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보기 위해서 기

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담당자들에게 2016년 자살예방 사업

비에 비해 인건비나 사업성 경비 명목으로 최소한 어느 정도 예산이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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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60개 센터에서 평균적으로 인

건비는 69.2%, 사업성 경비는 77.1%가 증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

답하였다(표 4-5). 이와 같이 희망하는 예산 증가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사업비 부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4-5〉 2016년 자살예방 사업비 예산 대비 최소 증액 희망 예산비율
(단위: %)

구분
평균(±표준편차)1)

인건비 사업성 경비

전체 69.2(±95.9) 77.1(±109.9)

대도시2) 59.4(±92.3) 63.1(±93.6)

중‧소도시3) 98.8(±105.9) 105.0(±145.2)

농‧어촌 지역4) 55.0(±90.7) 80.0(±98.8)

주: 1) ‘자살예방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자살예방사업 예산이 2016년 자살예방사업비 대비 최
소한 몇% 증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값의 평균임.

     2) 대도시는 특별시 및 광역시를 말함. 
     3) 중‧소도시는 동으로 구분된 지역을 말함. 
     4) 농‧어촌 지역은 읍‧면으로 구분된 지역을 말함.  

또한, 현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의 경우 인건비와 사업비가 분

리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을 사업비와 인건비로 분리하는 것

에 대해 전체 60개 센터의 담당자 중 1명을 제외한 59명(98.3%)이 찬성

한다고 응답하였다.

  2. 희망하는 자살예방 담당인력 확충 규모 

자살예방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살예방사업 담당인력이 

최소 어느 정도 추가 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각 직역별로 알아본 결

과 전체적으로 평균 3.2명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기

초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자살예방담당자가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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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인 현실에서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확충 인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

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만큼 인력 부족이 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

이기도 하다. 직역별로는 정신보건전문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력 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정신보건전문 간호사, 정신보건전문 임상심

리사 순으로 나타났다(표 4-6). 

〈표 4-6〉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희망 충원 인력

(단위: 명)

구분 전체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기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전체
3.2

(±2.0)
1.0

(±0.9)
1.3

(±0.9)
0.7

(±0.8)
0.1

(±0.3)
0.1

(±0.3)
0.03

(±0.2)

대도시2) 3.4
(±1.9)

0.9
(±0.8)

1.4
(±0.8)

0.9
(±0.8)

0.1
(±0.4)

0.03
(±0.2)

0.1
(±0.2)

중‧소도시3) 3.4
(±2.0)

1.3
(±0.9)

1.3
(±1.1)

0.6
(±0.9)

0.1
(±0.3)

0.2
(±0.5)

0.0
(±0.0)

농‧어촌 
지역4)

2.4
(±2.1)

0.8
(±1.0)

1.1
(±1.1)

0.4
(±0.7)

0.0
(±0.0)

0.1
(±0.3)

0.0
(±0.0)

주: 1) ‘자살예방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현 자살예방 사업 담당 인력에 최소 몇 명이 더 추가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답변임. 

     2) 대도시는 특별시 및 광역시를 말함. 
     3) 중‧소도시는 동으로 구분된 지역을 말함. 
     4) 농‧어촌 지역은 읍‧면으로 구분된 지역을 말함.  

실제로 자살예방 사업담당자들이 본인의 업무량이 적절하다고 느끼는

지에 대해 질문해 본 결과,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

답한 담당자의 비율이 53명(88.3%)으로 매우 높아 대부분의 자살예방사

업 담당자들이 자신의 업무량이 매우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보다 대도시지역이나 중‧소도시에서 자살예방 사

업담당자들이 자신의 업무량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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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자살예방사업담당자의 현재 본인의 업무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

(단위: 명, %)

지역 매우 그렇다 / 그렇다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전체 7 11.7 53 88.3 60 100.0
대도시2) 3 8.8 31 91.2 34 100.0

중‧소도시3) 2 12.5 14 87.5 16 100.0
농‧어촌 지역4) 2 20.0 8 80.0 10 100.0

주: 1) ‘귀하는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의 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답변임.
     2) 대도시는 특별시 및 광역시를 말함. 
     3) 중‧소도시는 동으로 구분된 지역을 말함. 
     4) 농‧어촌 지역은 읍‧면으로 구분된 지역을 말함.  

제2절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시도자 등록‧관리 현황

자살시도자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하더라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살 사건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관할 지역의 자살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정

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담당자가 개입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통계는 우리나라 전체는 물론 지역의 자살시

도자 현황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통계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된 조사 결과는 공공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살 고위험자를 이해하고 이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개선

점을 찾는 데 의미가 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예방사업 담당자들의 대부분은 관할 지

역의 자살시도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시

도자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61.7%가 부정적으

로 응답했다.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도 농어촌 지역이 자살시도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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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약 40%가 자살시도자를 충

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지역의 공식적인 자살시도자 통계가 

구축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치로 볼 수 있다(표 4-8).

〈표 4-8〉 관할 지역 자살시도자 파악 정도

(단위: 명, %)

지역 매우 그렇다 / 그렇다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전체 23 38.3 37 61.7 60 100.0
대도시2) 13 38.2 21 61.8 34 100.0

중‧소도시3) 8 50.0 8 50.0 16 100.0
농‧어촌 지역4) 2 20.0 8 80.0 10 100.0

주: 1) ‘귀 센터에서는 관할 지역의 자살시도자를 충분히 파악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답변임.

     2) 대도시는 특별시 및 광역시를 말함. 
     3) 중‧소도시는 동으로 구분된 지역을 말함. 
     4) 농‧어촌 지역은 읍‧면으로 구분된 지역을 말함.  

자살사망자의 유가족과 자살시도자의 가족은 자살시도 당사자의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살시도자의 극단적인 선택으

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가족 역시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자

살시도자의 지속적인 관리의 가능성을 높이고,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

기 위해 자살유가족 및 자살시도자 가족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

다. 설문에 응답한 센터 중 약 40%가 자살시도자 가족의 현황을 확인하

는 것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대도시가 가족 정보를 파악하는 데 

더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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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자살유가족 및 자살시도자 가족 확인 가능 여부

(단위: 명, %)

지역 매우 그렇다 / 그렇다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대도시1) 23 38.3 37 61.7 60 100.0
중․소도시2) 10 29.4 24 70.6 30 100.0

농․어촌 지역3) 8 50.0 8 50.0 16 100.0
전체 5 50.0 5 50.0 10 100.0

주: 1) 대도시는 특별시 및 광역시를 말함. 
     2) 중‧소도시는 동으로 구분된 지역을 말함. 
     3) 농‧어촌 지역은 읍‧면으로 구분된 지역을 말함.  

한편 2017년 7월 말 현재 각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살시도자, 자

살 고위험자, 자살유가족, 만성정신질환자수를 보면, 센터에서 등록‧관리

하는 자살시도자 수는 센터당 평균 45.7명이었고, 자살 고위험자는 54.8

명, 자살유가족은 10.6명이었다. 다만, 자살시도자와 자살유가족이 지역

에 따라 자살고위험자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분은 명확하지 않

다. 또한 등록‧관리하고 있는 만성정신질환자의 수는 센터당 평균 96.8명

이었다. 이는 센터의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수를 고려할 때 적지 않은 규

모이다(표 4-10). 

〈표 4-10〉 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자 관리 현황(2017년 7월 말 현재)1)

(단위: 명)

지역 자살시도자 자살고위험자 자살유가족 만성정신질환자

대도시2) 45.7 54.8 10.6 96.8
중‧소도시3) 38.4 49.8 12.7 71.1

농‧어촌 지역4) 78.6 82.6 8.6 116.9
전체 17.8 27.6 6.6 151.6

주: 1) 2017년 7월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수의 평균이며,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상담을 
진행하는 등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한 것임. 자살시도자와 자살유가족의 경우, 센터에 
따라 자살 고위험자에 포함하여 분류할 수 있음. 

     2) 대도시는 특별시 및 광역시를 말함. 
     3) 중‧소도시는 동으로 구분된 지역을 말함. 
     4) 농‧어촌지역은 읍‧면으로 구분된 지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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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등록 관리 중인 
자살시도자 수

전체 등록 관리 중인 자살시도자 수 60 100.0

발견/의뢰
경로

1.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연계

5 7.7

2. 기타 의료기관(응급실)의 의뢰 3 5.1
3. 센터의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사업을 통해 발견 7 11.2
4. 자살시도자 또는 가족이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발견 7 11.2
5. 경찰 또는 소방서(119) 신고 접수 5 8.2
6. 1577-0199 신고 전화로 접수 5 7.6
7. 지역사회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이 의뢰 9 14.5
8. 보건소(방문보건팀) 의뢰 3 4.9
9. 주민센터(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의뢰 9 15.1
10. 게이트키퍼 또는 지역주민 의뢰 2 2.6
11. 정신의료기관 등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서 의뢰 2 3.6
12. 기타 5 8.1
무응답(5개 센터)

자살시도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자살시도자 중에

서 15.1%는 주민센터, 14.5%는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의뢰된 경우였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체의 고위험자 발굴사업을 통해 등록된 경우는 

11.2%였으며, 대상자나 그 가족이 자발적으로 센터를 찾아온 경우도 

11.2%로 같은 수준이었다. 응급실(7.7%)이나 경찰 및 소방서(8.2%)를 

통해 의뢰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자살시도자가 어떤 경로로 의뢰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

지만, 센터 등록에는 자살시도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센터로 

의뢰된 비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설문조사 시점까지 등록되어 있던 

기간을 보면 42.8%가 1~3년이었다. 1개월 미만인 경우도 9.9%였으며 3

년 이상 장기 등록자는 18.4%였다(표 4-11).

〈표 4-11〉 발견‧의뢰경로, 등록기간 별 등록‧관리 중인 자살시도자 현황

(2017년 7월 말 현재까지 누적 인원 수)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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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등록 관리 중인 
자살시도자 수

등록기간별

1개월 미만 6 9.9
1~3개월 미만 6 9.9
3~6개월 미만 4 6.9
6개월~1년 미만 7 12.2
1~3년 미만 26 42.8
3년 이상 11 18.4
무응답(5개 센터)

제3절 자살시도 원인 및 자살시도자의 욕구 

  1. 자살시도 원인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 제공은 자살시도자가 

가진 자살 원인이나 자살 위험 요인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

서 센터에서 등록‧관리 중인 자살 시도자의 자살원인을 파악해 보았다.

우선, 센터 관내의 아동·청소년 자살시도자의 자살시도 원인으로는 집

단따돌림 등 교우관계가 43.3%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가족 갈

등 및 불화 문제가 20.0%였다. 특히 학업이나 진학 문제로 인한 스트레

스가 주요 자살시도 원인일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학업이나 진학 

문제는 6.7%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이나 진학 지도, 이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뿐 아니라 

건전한 교우관계 형성을 위한 생활지도, 심리적‧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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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관내 아동·청소년 자살시도자 자살시도 주요 원인

(단위: 명, %)

구분 합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합계 60 100 34 100 16 100 10 100
집단따돌림 등 교우관계 26 43.3 14 41.2 8 50.0 4 40.0
가족갈등 및 불화 문제 12 20.0 6 17.6 5 31.3 1 10.0
주요 원인 파악불가 7 11.7 4 11.8 2 12.5 1 10.0
정신과적 문제 5 8.3 4 11.8 0 0.0 1 10.0
학업/진학 문제 4 6.7 2 5.9 1 6.3 1 10.0
경제적 문제 3 5.0 3 8.8 0 0.0 0 0.0
복합적임 2 3.3 1 2.9 0 0.0 1 10.0
없음 1 1.7 0 0.0 0 0.0 1 10.0

센터 관내의 성인 자살시도자의 자살시도 원인은 경제적 문제가 

51.7%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과적 문제가 30.0%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

리나라 전체적인 자살사망의 주요 원인이 정신과적 문제, 경제적 문제라

는 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단순히 본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결과가 

아니라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상담을 거친 결과라고 볼 때 신뢰성이 높다

고 볼 수 있다.   

〈표 4-13〉 관내 성인 자살시도자 자살시도 주요 원인 

(단위: 명, %)

구분 합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합계 60 100 34 100 16 100 10 100
경제적 문제 31 51.7 17 50.0 9 56.3 5 50.0
정신과적 문제 18 30.0 12 35.3 5 31.3 1 6.3
부부갈등 및 가족불화 문제 4 6.7 2 5.9 1 6.3 1 10.0
알코올, 도박 등 중독문제 3 5.0 2 3.3 1 1.7 1 10.0
복합적임 2 3.3 1 2.9 0 0.0 1 10.0
신체건강문제 1 1.7 0 0.0 0 0.0 1 10.0
주요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움 1 1.7 0 0.0 0 0.0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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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서비스 제공과 연결시켜 보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경제적 지원에 대한 자살시도자의 욕구

가 높지만 현실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러한 지원을 직접적으로 제

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재는 자살시도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

급복지지원제도 등 각종 사회복지 제도의 수급 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앞으로도 이러한 접근방식을 탈피하기는 어렵다. 그

러나 대상자에게 어떤 복지제도가 적용 가능하며, 지역사회에서 어떤 서

비스가 가용한지 등을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대

상자에게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의료기

관, 복지시설, 행정부서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에만 의존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기보다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노인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도 자살 시도의 원인을 조사하였는데, 

신체적 건강문제가 가장 많은 38.3%, 경제적 문제가 26.7%, 정신과적 문

제가 13.3%, 부부갈등 및 가족불화의 문제 8.3% 등이었다. 이 결과도 우

리나라 전체의 자살사망의 원인과 대동소이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신체적 질환 문제를 경제적 문제

와 완전히 구분하여 보기는 어렵다. 즉 신체적 질환으로부터의 회복 가능

성이 낮아 이에 대한 실망감‧절망감 등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

만, 경제적인 여건상의 제약으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정서적‧심리적 침체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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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관내 노인 자살시도자의 자살시도 주요 원인 

(단위: 명, %)

구분 합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합계 60 100 34 100 16 100 10 100
신체적 건강문제 23 38.3 13 38.2 6 37.5 4 40.0
경제적 문제 16 26.7 9 26.5 6 37.5 1 10.0
정신과적 문제 8 13.3 5 14.7 2 12.5 1 10.0
부부갈등 및 가족불화 문제 5 8.3 2 5.9 0 0.0 3 30.0
외로움/고독 3 5.0 2 5.9 1 6.3 0 0.0
복합적임 2 3.3 1 2.9 0 0.0 1 10.0
사회적 고립 1 1.7 1 2.9 0 0.0 0 0.0
주요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움 2 3.3 1 2.9 1 6.3 0 0.0

  

  2. 자살시도자의 욕구

자살시도자 중에는 정신과적 질환이나 알코올중독 등의 문제를 가진 

대상자가 많다. 정신과적 질환과 알코올중독은 단순한 질병의 차원을 넘

어 자살시도자가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해

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록‧관리 중인 

자살시도자 중에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인지 조사한 결과, 등록‧관리 대상자의 평균 69.9%가 정신과적 치료가 필

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 58.5%로 대도시 69.5%, 중소도시 78.0% 등 다른 지역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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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현재 등록된 자살시도자 중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 현황

(전체 응답자 중 비율)

(단위: %)

지역

전체 등록대상 자살시도자 중 정신과적 치료 필요한 대상자 비율

평균
비율

0~20 21~40 41~60 61~80 81~100 합계

합계(N=60) 69.9 10.0 10.0 10.0 30.0 40.0 100
대도시(N=34) 69.5 8.8 14.7 5.9 32.4 38.2 100

중․소도시(N=16) 78.0 0.0 6.3 12.5 37.5 43.8 100
농․어촌 지역(N=10) 58.5 30.0 0.0 20.0 10.0 40.0 100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들이 실제 치료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56.7%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

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0.0%였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들이 실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지는 본인들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예

방담당자들의 답변이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자살시

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설문을 통해서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평소

에 자살시도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 담당자들의 의견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자살예방사업 담당자들에 의하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40.0%에 이른다는 점

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6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방안

〈표 4-16〉 현재 센터 내 등록된 자살시도자 중 실제 정신과 치료 필요 정도

(단위: 명, %)

지역 계
매우 그렇다 /

그렇다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합계 60 100.0 34 56.7 24 40.0 2 3.3
대도시 34 100.0 18 52.9 15 44.1 1 2.9

중․소도시 16 100.0 8 50.0 7 43.7 1 6.3
농․어촌 지역 10 100.0 8 80.0 2 20.0 0 0.0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알코올중독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는데, 센터 내 

자살시도자의 평균 40.4%가 알코올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

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알코올중독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 44.5%로 농어촌지역의 23.5%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17〉 현재 등록 중인 자살시도자 중 알코올중독 문제를 가진 비율

(단위: %)

지역

알코올중독 문제 대상자 비율

평균
최소~
최대

비율

0~20 21~40 41~60 61~80 81~100 소계

합계 40.4 0.0~85.0 25.0 38.3 21.7 13.3 1.7 100
대도시 44.5 10.0~85.0 20.6 32.4 32.4 11.8 2.9 100

중․소도시 42.2 20.0~80.0 18.8 50.0 6.3 25.0 0.0 100
농․어촌지역 23.5 0.0~50.0 50.0 40.0 10.0 0.0 0.0 100

알코올중독 문제를 가진 자살시도자들이 실제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

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 결과, 76.7%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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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알코올 문제를 가진 자살시도자 중 실제 알코올 관련 서비스 이용자 비율

(단위: 명, %)

지역 계
매우 그렇다 /

그렇다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합계 60 100.0 13 21.7 46 76.7 1 1.7
대도시 34 100.0 6 17.6 27 79.4 1 2.9

중․소도시 16 100.0 5 31.3 11 68.8 0 0.0
농․어촌 지역 10 100.0 2 20.0 8 80.0 0 0.0

자살시도자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정신과 진료나 알코올중독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사실은 본 설문조사의 자살예방

사업 담당자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신과 진료나 알코올 치료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

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살시도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자살시도자 중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자해 또

는 타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응급입원을 의뢰하게 되는데, 

실제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살시도자 중에 여러 가지 다양

한 이유로 응급입원이 의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자살시도자 중에서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던 자

살시도자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자살시도자의 평균 59.8%가 응급입원

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는 68.0%로 높게 나타났

지만 농어촌 지역은 평균 45.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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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자살시도자 중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이 필요한 비율

(단위: %)

지역

정신의료기관으로 응급입원이 필요한 비율

평균
비율

0~20 21~40 41~60 61~80 81~100 소계

합계 59.8 18.3 10.0 20.0 26.7 25.0 100
대도시 68.0 14.7 5.9 11.8 32.4 35.5 100

중․소도시 51.4 18.8 18.8 31.3 18.8 12.5 100
농․어촌 지역 45.5 30.0 10.0 30.0 20.0 10.0 100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살시도자 중에서 실제 응급입원이 

의뢰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결과, 응답자의 60.0%가 응급입원이 의뢰

되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의 경우 50.0%

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4-20〉 응급입원이 필요한 자살시도자 중 실제 응급입원 의뢰되는 비율

(단위: 명, %)

지역 계
매우 그렇다 / 

그렇다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합계 60 100.0 36 60.0 22 36.7 2 3.3
대도시 34 100.0 22 64.7 10 29.4 2 5.9

중․소도시 16 100.0 8 50.0 8 50.0 0 0.0
농․어촌 지역 10 100.0 6 60.0 4 40.0 0 0.0

응급입원 의뢰단계에서 의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응급

입원을 의뢰하는 단계에서도 병실 부족 등의 이유로 정신의료기관이 응

급입원을 받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행정입원의 경우는 입원을 위한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해 두고 있는데, 응급입원의 경우에도 정신의료기관

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설문에 응답한 

자살예방사업 담당자의 78.3%가 지정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특히 농어촌 지

역은 설문에 응답한 모든 자살예방사업 담당자들이 지정의 필요성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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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다. 이는 농어촌 지역일수록 정신의료기관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

러한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21〉 응급입원을 위한 ‘지정의료기관’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지역 합계 매우 필요 / 필요
불필요 /

전혀 불필요
잘 모르겠다

합계 60 100.0 47 78.3 12 20.0 1 1.7
대도시 34 100.0 28 82.3 5 14.7 1 2.9

중․소도시 16 100.0 9 56.3 7 43.8 0 0.0
농․어촌 지역 10 100.0 10 100.0 0 0.0 0 0.0

응급입원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의사의 동의가 필요한데, 정신

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담당자와 경찰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응급입원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0%로, 드문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 41.6%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22〉 응급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응급입원 미의뢰 사례 비율

(단위: 명, %)

지역 합계 매우 많다 / 많다
드물다 / 

매우 드물다
잘 모르겠다

합계 60 100.0 33 55.0 25 41.6 2 3.3
대도시 34 100.0 19 55.9 14 41.2 1 2.9

중․소도시 16 100.0 9 56.3 7 43.8 0 0.0
농․어촌 지역 10 100.0 5 50.0 4 40.0 1 10.0

이러한 현상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현

장에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 방

안으로서, 응답자의 25.0%가 관련 법안의 구체화 및 법적 관리체계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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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즉 객관적 판단기준(매뉴얼 등)과 의견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는 중재

기관(컨트롤타워)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경

찰의 적극적인 설득(16.7%), 경찰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서비스 교육 강화 

(11.7%)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4-23〉 응급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 간 의견 불일치 시 

바람직한 해결방안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구성비

합계 60 100.0
관련 법안의 구체화 및 법적관리체계 보완
: 객관적 판단기준(매뉴얼)/컨트롤 타워 등

15 25.0

경찰과 적극적 논의 10 16.7
경찰의 정신건강서비스 이해도 인식의 향상 필요
: 경찰 정신건강증진서비스 교육강화 필요

7 11.7

응급입원에 따른 법적책임 문제 해결필요: 응급입원 거절의 주요원인 6 10.0
의사판단 중심 6 10.0
전문요원(전문가) 의견 중시필요 4 6.7
경찰 거부시 종결 2 3.3
의견 없음 10 16.7

제4절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 제공 현황 

  1.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접촉빈도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시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상담이다. 자살시도자에 대해 의료기관 연계나 

복지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전달함에 있

어서도 초기상담 등을 거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상담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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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살시도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거나 

정신건강 전문요원과의 접촉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살

시도자와 어느 정도 빈번하게 접촉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록‧관리 중인 자살시도자에 대한 

접촉빈도(대면, 비대면 경로 모두 포함)를 파악해 보았다. 접촉빈도를 파

악할 때는 등록 초기에는 접촉빈도가 높다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접촉빈

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등록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이후의 경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6개월 이내 등록자에 대한 관리 횟수는 평균 9.8

회였으며, 6개월 이후는 평균 6.3회로 나타나 6개월 이내 등록자에 대한 

관리 횟수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등록자 관리를 다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관리대상에 대한 접근성(교

통, 통신, 지리적 접근성 등)과 센터 내 자살예방사업 담당 인력수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24〉 등록관리 중인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접촉현황(대면, 비대면 경로 모두 포함)

(단위: 회, %)

지역

6개월 이내 등록자 대상 관리 횟수 6개월 이후 등록자 대상 관리 횟수

평균
최소~
최대

비율
평균

최소~
최대

비율

4회이내 4회이상 4회이내 4회이상

합계 9.8
0.0~
30.0

15.0 85.0 6.3
0.0~ 
23.0

36.7 63.3

대도시 9.8
0.0~ 
30.0

17.6 82.4 6.8
0.0~ 
23.0

38.2 61.8

중․소도시 11.1
6.0~ 
25.0

0.0 100.0 6.4
2.0~ 
12.0

25.0 75.0

농․어촌 
지역

7.6
0.0~
16.0

30.0 70.0 4.3
0.0~ 
12.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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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활동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시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시설 또는 의료기관 등으로 연계해야 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상

담 및 제한된 범위에서의 치료비 지원 등이 대부분이며, 이 외의 서비스

는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제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

터는 평소에 지역의 타 기관들과의 업무 협조 및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한 연

계활동의 실태를 파악해 보았는데, 등록‧관리 중인 자살시도자의 평균 

37.1%에 대해 정신의료기관을 제외한 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 연계 서

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한 경우는 

33.3%로 가장 높았는데, 주민센터가 21.7%로 상대적으로 높고, 시․군․구
청 13.3%, 보건소 3.3% 등이었다(그림 4-1).

〔그림 4-1〕 등록된 자살시도자를 연계하는 기관

주: 기타는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쓰담쓰담 토탈케어’ 서비스라고 응답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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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긴밀한 연계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기관으로는 주민센터(36.5%)와 시․군․구청(20.6%)이 가장 많았는데, 

이 기관들과는 실제로도 연계를 빈번하게 하고 있다. 

반면, 자살시도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경찰(55.0%)의 협조가 가

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자살시도 현장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이 

함께 가야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만 출동하는 사례가 약 70%

라고 응답한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응답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경찰 다음으로는 일반 의료기관이 23.3%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

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자살시도자들이 자살시도 과정에서 입은 신체

적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많이 방문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반면, 지역사회의 상황을 숙지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게이트키퍼가 고

위험군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자살예방사업 담당

자들은 이들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4-2).

〔그림 4-2〕 긴밀한 연계․협조가 필요한 기관

<서비스 제공 측면> <조기 발견 측면>

자살 사망이나 자살시도에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자살예방과 관련한 공공부문에서의 지원은 지역사회에서

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에 응답한 자살예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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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담당자의 약 90%(53명)가 자살예방과 관련된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로는 경찰, 소방서, 각종 사회복지센

터,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네트워크에 

보건소가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83.0%, 경찰이 참여하는 경우가 79.2% 

등이었다. 그런데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3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와의 연계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

났다(표 4-25).    

한편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79.2%로 나타났는데,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식적

인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21.8%에 달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자살시도자 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식적인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는 어떤 형태로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표 4-25〉 공식적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복수 응답)

(단위: 명, %)

기관 응답 수(복수)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42 79.2
② 경찰 42 79.2
③ 소방(119) 30 56.6
④ 각종 사회복지시설 32 60.4
⑤ 시․군․구청 39 73.6
⑥ 주민센터 34 64.2
⑦ 보건소 44 83.0
⑧ 의료기관 39 73.6
⑨ 노인 요양시설 5 9.4
⑩ 시민단체 또는 자원봉사단체 5 9.4
⑪ 학교 20 37.7
⑫ 기타 5 9.4

주: 1) 비율은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한다고 답한 53개 센터 대비 응답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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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네트워크의 운영형태로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37.7%로 가장 많았다. 비정기적인 회의로 운영되거나(13.2%), 

공문(22.6%) 또는 전화(18.9%)와 같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표 4-26).

〈표 4-26〉 공식적인 네트워크의 운영 형태

(단위: 명, %)

지역 비율

① 정기적 회의 20 37.7
② 비정기적 회의 7 13.2
③ 공문을 통한 협조 12 22.6
④ 전화 등을 통한 협조 10 18.9
⑤ 기타 4 7.6

전체 53명 100.0

네트워크에서 담당하는 업무로는, 상당수가 정보교류를 하거나

(81.1%), 대상자를 의뢰하고(75.5%),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협의(69.8%)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대상자의 욕구를 다양한 시각에서 파악

하려는 노력(26.4%)이나 지역사회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려는 노력

(43.4%)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상자의 욕구 파악을 주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전

담하는 한편 자원의 공동 활용에 대해서는 참여 주체들이 비교적 소극적

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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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공식적인 네트워크에서 주로 하는 업무(복수 응답)

(단위: 명, %)

지역 비율

① 대상자 의뢰 40 75.5
② 정보 교류 43 81.1
③ 서비스 제공 협의 37 69.8
④ 자원 공동 활용 23 43.4
⑤ 사례관리 역할분담 29 54.7
⑥ 현장 공동 방문 30 56.6
⑦ 대상자 욕구 공동 파악 14 26.4
⑧ care plan 수립 12 22.6
⑨ 기타 2 3.8

주: 1) 비율은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한다고 답한 53개 센터 대비 응답비율임.  

지금까지 살펴본 네트워크가 향후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가장 필요

한 것으로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예산지원(각각 26.7%)을 들었다. 네트워

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응답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8.3%). 이 외에 

참여 주체의 의지와 보다 많은 기관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 4-28).

〈표 4-28〉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단위: 명, %)

필요한 사항 비율

① 참여 주체의 의지 8 13.3
② 지자체 장의 의지 16 26.7
③ 연계‧협력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5 8.3
④ 연계‧협력 활동을 위한 예산지원 16 26.7
⑤ 보다 많은 기관의 네트워크 참여 8 13.3
⑥ 참여 주체 각자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연계‧협력 모델 개발 7 11.7

전체 6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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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및 자살시도자의 수용도 

자살시도의 원인과 자살시도자의 욕구 등을 고려해 볼 때, 자살예방 담

당자들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 자살시도자 관리를 하는데 충

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60명 중 

98.3%인 59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

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확충이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경제적 지원 확충이 66.1%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정신과적 지원서비

스의 확충이 그다음으로 13.6%였다. 

〈표 4-29〉 자살시도자 관리에 있어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가 충분한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합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도시

합계 60 100 34 100 16 100 10 100
충분함 1 1.7 0 0 1 6.3 0 0
충분하지 않음 59 98.3 34 100 15 93.8 10 100

〔그림 4-3〕 자살시도자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우선적 확충이 

필요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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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자살시도자들이라 하더라도 센터로부터의 

연락을 회피한다거나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살시도자들이 센터로부터의 서비스를 잘 수용하는

지를 파악해 보았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잘 수용하는 편(75.0%)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25.0%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자살시도자가 서비스를 잘 수용하는지에 대한 응답

(단위: 명, %)

지역 합계 매우 그렇다 / 그렇다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60 100.0 45 75.0 15 25.0
대도시 34 100.0 26 76.5 8 23.5
소도시 16 100.0 12 75.0 4 25.0

농․어촌 지역 10 100.0 7 70.0 3 30.0

센터에 등록된 자살시도자들과 연락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 대부분

이 연락이 잘 되는 편이다(83.3%)라고 응답하였으나 연락이 잘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도 약 16.7%에 이르고 있다.

〈표 4-31〉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자살시도자와의 연락이 용이한지에 대한 응답

(단위: 명, %)

지역 합계 매우 그렇다/그렇다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60 100.0 50 83.3 10 16.7
대도시 34 100.0 28 82.4 6 17.6

중․소도시 16 100.0 13 81.3 3 18.8
농․어촌 지역 10 100.0 9 90.0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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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개선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담당자의 의견 

지역사회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의 의견은 현장 중

심적인 제도 개선과 효과적인 사업 수행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서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보았다.  

자살예방 사업담당자가 평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살시도자 관리

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경우 어느 정도 자살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

기는 어렵지만 사업담당자로서 생각하는 기대효과를 경험적으로 진단해

보도록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여,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것도 아니지만 기대효과를 자신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절반의 응답자들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 현재 

연간 자살사망자의 4분의 1가량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게이트키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보았는데, 지역의 게이

트키퍼 수는 지역별로 인구 10만 명당 314명이었으며, 게이트키퍼 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살예방사업 담당자가 80.0%였다(표 4-32).

〈표 4-32〉 게이트키퍼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단위: 명, %)

지역

2017년 7월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게이트키퍼의 수
(인구 십만 명당)

매우 그렇다 /
그렇다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계

전체 314 12 20.0 48 80.0 60 100.0
대도시 418 6 17.6 28 82.4 34 100.0

중․소도시 82 3 18.8 13 81.3 16 100.0
농․어촌 지역 473 3 30.0 7 70.0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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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비 율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4 8.3
② 사회복지시설 4 8.3
③ 정신의료기관 25 52.1
④ 일반의료기관 1 2.1
⑤ 사회복귀시설 4 8.3
⑥ 정신요양시설 1 2.1

게이트키퍼를 통해 2016년 한 해 동안 자살 고위험자를 발견한 적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38.2%로 매우 적었고, 중소도시가 50.0%, 농어촌이 70.0%였다. 지역 주

민 간 교류가 활발한 농어촌에서 게이트키퍼의 역할이 더 효과적으로 나

타나고 있었다(표 4-33).

〈표 4-33〉 게이트키퍼를 통한 자살 고위험자 파악 경험 여부(2016년)

(단위: 명, %)

지역 있다 없다 계
게이트키퍼를 
통해 발견한 

자살고위험자수

게이트키퍼 
100명당 
발견한 

자살고위험자수

전체 28 46.7 32 53.3 60 100.0 23 1
대도시 13 38.2 21 61.8 34 100.0 23 1

중․소도시 8 50.0 8 50.0 16 100.0 13 2
농․어촌 지역 7 70.0 3 30.0 10 100.0 33 2

한편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개입 이후 단기 시설보호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에 대해 자살예방사업 담당자들의 80.0%가 찬성했다. 이러한 단

기 보호시설을 운영하기에 바람직한 기관으로서는 정신의료기관을 생각

하는 경우가 52.1%로 가장 많았다(표 4-34). 이와 관련하여서는 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표 4-34〉 단기 보호시설을 운영하기에 바람직한 기관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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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비 율

⑦ 시군구 지자체 5 10.4
⑧ 기타(자살시도자관리센터) 3 6.3
⑨ 기타(모름) 1 2.1

전체 48 100.0

자살시도 사건은 낮 시간보다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가 운영되지 

않는 야간 및 공휴일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정신건강복

지센터 요원의 현장 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후 경찰로부터 자살시

도자에 대한 정보를 인계받아야 하는데, 이에는 개인 정보 보호라는 제약

이 뒤따르게 된다. 

이와 같은 야간 및 공휴일의 현장출동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대안이 제안되었다. 경찰이 정신건강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55.0%로 가장 많았으며, 야간 담당 요원

을 센터에 별도로 채용하자는 의견이 20.0%,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센터 

요원이 출동하되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11.7%였다(표 4-35). 이와 관련하여서도 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 

〈표 4-35〉 야간 및 공휴일에 현장출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단위: 명, %)

방 법 비 율

① 현행 정신건강복지 요원이 출동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당 지급 7 11.7
② 야간 담당 요원을 별도 채용하여 활용 12 20.0
③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정신건강복지 요원이 전화로 자문 5 8.3
④ 경찰에 정신건강관련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활용 33 55.0
⑤ 경찰이 응급개입 후 평일에 복지센터로 의뢰 2 3.3
⑥ 기타(청소년쉼터 같은 주간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설치) 1 1.7

전체 6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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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해 개

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경찰과 소방서 등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참여가 

절실하며, 지자체 장의 관심 증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상자와 

사례관리사의 비율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게 인건비와 인력충원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자살시도자의 경우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기 때문에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한 전담요원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

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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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한 공공부문의 서비스 공급주체로 

중앙단위에는 중앙자살예방센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중앙심

리부검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광역단위에는 광역 자살예방센터, 광

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기초단위에는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

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8) 이러한 보건복지부 

소속 서비스 공급주체 이외에도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처가 정

신건강 관련 서비스 공급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9) 

본 장에서는 이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소관 하는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체계에 중점을 두고,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 관련 법‧제도, 

서비스 제공, 재정 지원, 행정적 관리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 한다.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관련 전문가, 정책담당자, 그리고 앞장에서 제시된 사업현장의 정신건강 

전문요원 의견조사와 심층면접 결과 등을 폭넓게 반영하였다. 다만, 사업

현장의 정신건강 전문요원 의견조사의 조사대상자수가 많지 않아 여기에 

제시된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의 의견이 전체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 담당자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8) 광역단위에서는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통합 또는 분리 운영되는 경우가 혼
재하고 있으며, 기초단위에서는 대부분 통합 운영되고 있음.   

9) 교육부의 wee 센터,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쉼센터,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한국도박문
제관리센터 등.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의 문제점 진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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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살시도자에 대한 복지지원의 법적 근거 미흡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와 관련하여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

성을 위한 법률』(2017, 이하 “자살예방법”)과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

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017, 이하 “정신건강복지법”) 등 두 

가지 법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신질환을 가진 자살고위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의 경우 『자살예방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적

용 대상이 되며, 정신질환이 없는 자살고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는 『자살예방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1〕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관련 법률

그런데, 자살은 정신건강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원

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살 예방과 자살 재시도 방지를 위해서는 자살

고위험자 및 자살시도자가 가진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적 지지 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관련 

법령에 사회적 복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

나, 『자살예방법』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매우 미흡하며, 『정신건강복지



제5장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의 문제점 진단 1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정책),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제5조(사업주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자살예방계획의 수립 등)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법』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지원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자살예방법』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주요 대책은 제7조에 규정되어 있

는데, 사회적 복지지원과 일부 연관성이 있는 조항으로는 아동‧청소년‧중
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

신건강증진, 자살고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 및 사후관리 등이 있다. 

그러나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정신건강증진’, ‘사후관리’라는 용

어가 사회적 복지 지원이라는 개념과 일부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

나 이 조항들이 명시적으로 복지지원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자살예방법』 제13조에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와 관련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자살예방센터의 기능으로서 자살관련 상담,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자

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도 자살시도자 사후관

리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후관리에도 포괄적인 사회적 지지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자살예방법』 제14조에는 자살고위험자 및 정신건강증진대책

과 관련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대책의 내용이 의료적 조치, 정신

건강 선별검사 도구 개발 보급, 자살고위험자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이 또한 포괄적인 사회적 

지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표 5-1〉 『자살예방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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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살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7. 자살감시체계 구축
     8. 자살수단에 대한 통제
     9. 자살예방교육 및 훈련
     10.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1. 중앙 및 지역 협력 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12. 그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자살예방대책 등 
  제11조(자살실태조사), 제11조의2(심리부검), 제12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증진 대책)
   ① 의료적 조치
   ②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 개발 보급
   ③ 자살위험자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조치

제4장 생명존중 문화 조성 등
   제16조(자살예방의 날),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제19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또한, 『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자살예방 기

본계획에도 사회적 복지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다. 2009~2013년

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제2차 자살예방 5개년 계획”은 앞의 〈표 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10대 과제와 29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는데, 자살에 대

한 국민의 인식 개선에서부터 근거 기반 자살예방정책 개발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어 있으나 사회적 복지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미

흡하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은 제4장(복지서비스의 제공)에서 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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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서, 제33조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개발, 제34조에 의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제35조에 의한 평생교육 지원, 제36조에 의한 문화‧예
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제38조에 의한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이 규정되어 있다.

〈표 5-2〉 『정신건강복지법』의 복지서비스 제공 관련 내용

조 항 주요 내용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33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정신질환자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연구 개발 
지원 

제34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 정신질환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 지원

제35조(평생교육 지원)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제36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정신
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37조(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한 
시책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또한 앞의 〈표 2-6〉에 제시된 “2016 정신건강종합대책”에서는 자살예

방 대책의 방향을 기존의 보건의료 중심의 자살예방 정책과 위험군 대상

의 제한적 자살예방에서 보건‧복지‧사회‧문화 등 통합적 자살예방 정책으

로 전환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적 자살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을 주요 대책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자살예

방 연계 체계 마련, 사회안전망과 자살예방 연계 강화, 범부처‧전사회적 

자살예방 협력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 내에 사회안전망과 자살예방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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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범부처‧전사회적 자살예방 협력체계 마련 등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의 중요성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자살예방법』에 사회적 복지지원과 관련

된 내용을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자살예방법』을 보완

하지 않더라도 『정신건강복지법』의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

을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개선방안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원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보다 공고히 할 필요

가 있다.

제2절 자살시도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미흡

자살시도자를 포함한 자살 고위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자살 예방 

측면에서의 의료비 지원과 자살시도에 따른 상해 치료의 측면으로 구분

해 볼 수 있다. 자살 고위험자에 대한 예방적 측면의 의료비 지원은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과 자살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그 당위성에 대해 이

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살시도에 따른 상해 치료비를 지원하

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등 아

직까지 사회적 합의와 제도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자살시도자의 자살시도 직후 정신의료기관으로의 응급입원이 이

루어질 수 있는데, 이 때의 의료비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각종 현

행 의료비 지원사업을 자살고위험자 관리에 활용하는 노력도 강화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자살시도자의 응급입원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기존 의료비 지원과의 연계 및 자살시도자 의료비에 대한 국

비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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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살시도자의 응급입원 시 본인부담분에 대한 미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10)에는 응급입원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

는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살시도자의 경우 응급입원이 의뢰되기도 하는데, 이 응급

입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며, 정신의료기관에 응

급입원을 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라면 입원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이 발생한다. 즉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응급입원에 대해 

본인이 입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동법 제50조 제3항~제5항에 따르면, 응급입원은 3일 이내의 기간으로 

국한되는데, 응급입원이 의뢰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즉시 진단을 요청하여야 하고, 계속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을 내릴 경우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최장 3일까지의 입원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

라 다르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분은 약 10만 원 정도(3일 입원 

기준)이다.

10)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정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
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
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 한
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중략)… 
계속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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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입원비용에 대해 대상자들의 불만

이 제기되기도 하며, 대상자들이 퇴원 이후 지역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사

후관리를 거부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응급입

원이 의뢰된 대상자 중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정신질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시켰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대상자

도 있다. 이러한 여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입원에 따른 본인부담

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는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하 “행정입원”)이 규정되어 있다.11) 이에 따르

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

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입원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8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단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이 적용되는 기본적인 

조건에 차이가 있어서 엄밀하게 법률 간의 균형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응

급입원에 대해서도 행정입원과 같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   

11) 행정입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참조.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1항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

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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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절차도 

자료: 이재윤. (2016. 5. 23.).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응급입원 절차.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
&aid=0008422197에서 2017. 10. 30. 인출. 

  2. 자살고위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타 의료비 지원사업 간 연계 

미흡

의료급여 이외에 자살시도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연계하여 고려해 

볼 수 있는 기존의 지원제도로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등이 있다. 

현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에서는 응급실 치료비, 입

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재원, 보건

복지부 예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재원, 긴급의료비 지원 사업비,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사업비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

후관리 사업은 자살시도자에 특화된 사업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보면 사

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등이 자살시도자들을 위해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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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긴급의료비 지원제도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등은 각자 제

도별 수급조건이 설정되어 있어서 자살시도자라는 조건만으로 의료비를 

지원할 수는 없으며 자살시도자의 경우도 제도별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만 한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

에 처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

한 제도이다. 우선 긴급복지 지원의 수급기준으로는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기준 등이 있는데, 소득기준은 소득 75% 이하이어야 하며, 재

산기준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3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 원(주거 지원의 경우 7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아울러 동법 제2조12)에서는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위기상황으로서 주

소득자의 유고에 의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등 다양

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위기상황의 6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는, 가구원 간호‧간병‧양육 등으로 인한 소득 활

동 미미, 기초생활 수급중단‧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

차료 체납 등이 해당된다. 제7호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12)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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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는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 1개월 경과, 주

소득자 휴‧폐업으로 인한 생계곤란, 주소득자 실직으로 인한 생계곤란, 교

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등이 있다. 

동법 제9조에 의한 지원의 종류로는 금전 또는 현물지원 등의 직접지

원(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기

타),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 있다. 이 중에서 의료지원의 경

우 지원금액은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 원 이내(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이며, 지원 횟수는 최대 2회까지이다.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 자살시도자에 대해 긴급의료비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긴급의료비 지원은 단순히 자살시도자라는 이유

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살시도 이외에 관련 법령에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살시도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상징적 의미와 실질적

인 지원 대상 확대 측면에서 자살시도에 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제공 현장의 일선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의 의견에 의

하면, 자살시도자의 경우 자살시도 당시에 실직, 가족과의 관계 단절, 생

계활동 불능 등의 위기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측면

을 고려한다면 자살시도로 인한 생계유지 곤란 등을 관련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의 연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 등이다. 지원금

액은 2000만 원 범위에서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실제본인부담액의 일정 

부분이다. 지원 조건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회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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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의 확정본인부담액이 100만 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경우 1회 입원 진료비의 확정본인부담액이 200만 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의 경우 실제본인부담액이 연간소득 대비 30% 이

상이다. 지원 비율은 본인부담액의 50%~70%이며, 지원액이 10만 원 미

만의 소액인 경우는 지원되지 않는다.

자살시도에 따른 상해치료비가 소액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재난적 의료

비 지원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응급실 이후 고액의 

입원비가 발생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살시

도로 인한 뇌손상 등 중증질환이 발생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중중질환으로 국한되지 않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될 

경우 대상자의 소득기준이나 재산 기준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재난적 의료비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지역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 국민건

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하는 등의 연계 지원활동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살시도로 인한 상해 치료, 정신과 진료

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앞에서 제시된 바

와 같이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의견조사에서도 조사에 

응답한 60개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에서 17개 센터가 지방비를 활

용한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료비 지원 사업은 자살시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자살예

방 측면에서 우울증 관련 진료 등에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 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 구성은 시‧도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시‧군‧구비는 상대적으

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시‧군‧구의 경우 자체적인 치료비 

지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살 예방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방비의 의료비 

지원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지원금액의 규모나 지원대상도 큰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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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

도의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 자체 예산을 마련하여 자살 고위험

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금액의 절대규모가 매

우 적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기준이나 범위, 금액 등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의료비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관심의 증대

와 지자체별 지원금액 등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제3절 자살시도자에 대한 위기개입 서비스 미흡

  1. 자살시도자에 대한 단기 시설보호의 필요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에 의한 자의입

원, 제42조에 의한 동의입원, 제43조에 의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

44조에 의한 행정입원,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등이 있다. 각각의 입원

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신질환

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있으나 자의입원, 동의입

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등의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응급입원을 하게 된다.

그런데 자살시도자 중에는 정신질환을 가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앞에 

제시된 2013년 자살실태 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가 평가한 자살시도자의 자살시도 원인 중 약 37.8%는 그 원인이 정신과

적 증상이 아니었다. 또한 2015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자살사망의 원

인 중 정신과적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가 약 64.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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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자살사망자의 자살원인 

(단위: %, 명)

연도 계
가정 
문제

경제 
생활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기타 미상

2011
100.0 8.7 18.6 20.2 30.4 5.9 6.6 9.5

(15,681) (1,360) (2,921) (3,173) (4,773) (929) (1,038) (1,487)

2012
100.0 8.3 18.8 20.7 27.7 4.1 5.6 14.7

(13,940) (1,158) (2,618) (2,887) (3,861) (577) (786) (2,053)

2013
100.0 8.7 20.4 20.4 28.1 3.9 5.1 13.4

(14,271) (1,239) (2,905) (2,905) (4,011) (561) (734) (1,916)

2014
100.0 8.9 21.1 18.9 28.7 4.0 5.3 13.0

(13,658) (1,211) (2,889) (2,581) (3,916) (552) (730) (1,779)

2015
100.0 9.5 23.0 21.6 31.5 4.2 6.1 4.1

(13,436) (1,285) (3,089) (2,903) (4,228) (559) (815) (557)

자료: 경찰청 홈페이지. (2015). 연도별 원인별 자살자 현황.
https://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71399&bbsId=B0000136&se
archCnd=&searchWrd=&section=&sdate=&edate=&useAt=&replyAt=&menuNo=2
00121&viewType=&delCode=0&option1=&deptId=&pageIndex=1에서 2017. 10. 
30. 인출.

〔그림 5-3〕 자살사망 원인(2015년)

자료: 경찰청(2015), 경찰통계연보, p. 203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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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자살시도와 자살사망의 원인 중 정신과적 문제가 아닌 경우

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는 정신질환자가 아닌 자살시도자에 

대한 시설 보호 서비스가 없다. 응급입원을 한 상태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될 경우는 자의입원, 동

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등을 통해 계속 입원할 수 있

지만, 정신질환이 없는 경우는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한다. 그러나 자살시

도자가 정신질환자가 아니더라도 시설보호를 통해 단기적인 밀착관찰과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위한 집중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서

비스 제공현장의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정신질환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응급입원에서 퇴원하는 자살시도자에 대해 자살시

도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시설에서 단기 시설보호 서비스를 제

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면서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

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고위험자를 발

견한 사람은 실제 대부분 경찰이나 지역 정신건강전문요원, 구급대원 등

이다. 그런데 지역 현장에서는 이러한 발견자와 동의자 등 관련자 간에 

응급입원과 관련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응급입원을 시키지 못하는 경

우가 발생한다는 것이 현장 요원들의 의견이다. 즉 응급입원 후 가족의 

항의에 대한 염려나 책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자살시도자가 매우 

과격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한 응급입원 동의에 매우 소극

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살 재시도 방지

를 위한 단기적인 집중관찰과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살시도자를 

귀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단기 시설보호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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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단기 시설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응급입원을 위한 의료기관 미지정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을 위해서는 동법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입원을 위한 지정 정신의료기관은 2017년 6월 

20일 현재 전국에 236개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의료기관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자살시도

자 발생 시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 의료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

히, 자살시도자의 응급입원에 대해 정신 의료기관에서 병상부족 등을 이

유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타 의료기관을 찾을 수밖에 없으나 자살시도자를 관리하는 해

당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경찰 관할지역 내에 정신 의료기관 수가 제한

되어 있어 적절한 정신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관할 지역 외에서 정신 의료기관을 찾아야 할 경우 자살시도자를 

관할지역 밖으로 이송하여야 하는데, 이송과정에서도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경찰(112)이나 119가 대상자 호송 과정에서 관할지역 경계를 넘

어서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119의 경우 앰뷸런스

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동승을 희망하기도 하지만, 

앰뷸런스의 제한된 공간 내에 전문요원만 탑승할 경우 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행정입원과 같이 응급입원을 위해서도 정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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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실시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의견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8.3%가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지정에 대해 찬성하였

는데, 이는 그만큼 사업담당자들이 이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

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3. 현장 출동의 시간적 사각지대 존재

자살시도자가 발생할 경우 1577-0199 전화, 119 구급대, 경찰, 주민

센터(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사회복지시설, 자살시도자 또는 가족, 응

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의료기관(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게이

트키퍼 및 지역주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체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사업 등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상자 발견 및 의뢰가 이루어진다. 이

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설

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자살시도자가 발생할 경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하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자살예방법』 제13조 제1항 2호에는 자살예방센터의 업무로서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시 현장 출동은 법적으로 규

정한 기초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본 업무의 하나이다.

법적 규정을 떠나 실질적인 업무 수행 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데,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을 경우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보를 추후 경찰이나 119 등으로부터 별도로 통보 받아야 한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현장출동 경찰 등으로부터 자살시도자에 대

한 개인정보를 별도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 현장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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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이 자살시도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자살시도자를 찾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주로 1577-0199, 129, 119 구급대, 경찰(112) 

등으로 신고가 접수되는데,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가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야간에 이루

어지는 1577-0199 전화 신고는 광역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가 접수하지만 광역 센터는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다음 날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정보를 전달한다. 광역 센터에도 야간에는 전화접수를 위한 

당직만이 근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장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자살예방

사업 담당자가 대부분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 하에서는 

현장출동 등 야간 근무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여건을 고

려할 때 야간이나 공휴일 등의 시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현장출동 인력 확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제4절 자살시도자 등록‧관리서비스 질적 수준 미흡

  1. 사회‧경제적 지원 및 지속적 정신건강 관리 미흡

지역사회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고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담(가정방문, 전화, 내소 등)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실시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담당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센터에서 등록‧관리 중인 자살시도자에 대한 접촉(대면, 비대면) 빈도는 

등록 6개월 이전에는 분기에 평균 9.8회이며, 6개월 이후에는 분기에 평

균 6.3회였다. 등록 후 6개월 이내의 접촉빈도에 따른 분포를 보면,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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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접촉하는 경우는 설문에 응답한 센터의 15.0%였으며. 4회 이상 접

촉하는 센터는 85.0%였다. 등록 6개월 이후에는 4회 미만 접촉하는 센터

가 36.7%. 4회 이상 접촉하는 센터가 66.1%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는 등록관리 기간이 길수록 상담 등을 위한 접촉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

인데,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센터가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직접적인 서비스가 

상담 등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자살시도자가 가진 다양한 사회‧경제적 욕

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지만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로서는 이러한 지원 역량이 부족하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담당자들에 대한 의견조사에 따

르면, 현재 자살시도자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98.3%였다.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가장 우선

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서비스로는 경제적 지원이 66.1%로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였다. 그러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시도자에게 사회‧경제

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 등의 자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타 사회‧
경제적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서비스 공급주체로 연

계하는 정도의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정신건강복지센터

가 독자적으로 자원을 확보하여 사회‧경제적 직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으며,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대상자를 의뢰하는 것

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

는다거나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자살시도자들이 가진 욕구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결론적으로, 자살시도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 첫째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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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도 자체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으로서, 현재 자살시도자에 대

한 서비스 제공이 충분하지 않으며 경제적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충

되어야 한다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담당자들의 의견이 이를 뒷받

침 해주고 있다. 

둘째는 지역사회 내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자원 부족, 서비스 연

계 네트워크 운영 미흡 등으로 인해 자살시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

비스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지역 

자살예방 사업담당자들은 자살 고위험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제도로 어떤 

것이 있으며, 해당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 및 공급주체들이 어

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

하기도 한다. 

한편 정신질환을 가진 자살시도자에게는 지속적인 정신과적 진료가 필

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초 정신

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정신과진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

냐에 대한 질문에 40.0%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알코올중독 문제

를 가지고 있는 자살시도자 중에 실제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76.7%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자살시도자 중에는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중독, 간질환 등을 치료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정신과적 진

료를 적절하게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자살고위험자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 실제 이용하는 

대상자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특히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스스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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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살시도자들의 인식 및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자살시도자의 관리 동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미흡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시도자 사례관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응급실을 

거치지 않거나, 응급실을 거치더라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응급실을 거치는 경우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을 거치는 경우는 응급실에서의 사례관리 이후에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의 사례관리로 의뢰된다. 

이 모든 사례관리에는 반드시 대상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자살시도자를 어느 정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느냐는 본인의 관리 

동의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례

관리에 대한 본인 동의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 사업에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될 때의 본인 동

의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을 거

치고 난 후 더 이상 사후관리를 받지 않겠다는 대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의 경우 2016년을 기준으로 4회 이상 전

화 또는 대면상담이 수행된 대상자 중 26.7%만이 지역사회서비스로 연

계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가 사례관리를 거부하는 경우를 가능한 한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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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은 자살예방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살시도자는 

이미 발견된 고위험자이다. 따라서 새로운 자살고위험자를 발견하기 위

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견된 고위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도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인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전략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5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운영 미흡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현장출동, 응급입

원, 응급실 이송 및 처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후 사례관리 등의 일련

의 과정에서 경찰, 119, 정신건강복지센터, 각종 복지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자살시도자 중에는 알코올중독, 가족과의 교류 단절, 생계비 부

족, 근로 능력 상실, 생활 의지 부재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총체적

으로 삶이 붕괴된 대상자들이 많다. 이에 따라 하나의 사례를 관리하는 

데도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 간

의 서비스 연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자살예방법』에는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과 자살고위험자 및 자

살시도자 관리 활동이 규정되어 있으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관련 내

용은 미흡하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

하기 위한 내용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범부처 정신건강종합대책(2016

년)에서는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단위에 “자살예방실무협의회”

를 운영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실제 여러 지자체에서 이러한 형태의 협

의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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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자살시도 발생에 따른 현장출동 시에도 지역 정신건강 전문

요원과 경찰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미흡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현장출동 시에 경찰의 대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경찰이 대동에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대상자에게 112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

면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현장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경찰이 응급입원 의뢰 여부를 결정할 때 자해 및 타해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때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

우도 있다. 

아울러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조가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담당자 설문

조사에 의하면, 센터에 등록된 자살시도자 중에서 다른 지원서비스(정신

의료기관 제외)로의 연계를 실시한 비율이 평균 약 37.1%로 나타났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제 가장 많이 연계하는 기

관은 33.3%가 정신의료기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담당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자살시

도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가장 긴밀한 연계·협조가 필요한 기관·단체는 

경찰이었으며, 사후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긴밀한 연계·협조가 필

요한 기관·단체는 주민센터였다. 

이와 같은 연계‧협조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에서 나름대

로의 연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러한 연계 네트워크가 공식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연계네트워크가 외형적으로 구축되어 있

더라도 실제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연계‧협조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관련 기관에 대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협조 요청이 일

방적으로 부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기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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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그러한 협조 부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

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지역 사회 내 관련 기관 간의 연계활동에 대

해 관련기관들이 보다 의무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연계 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보다 공식화하고 법적 근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제6절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 인프라 취약
  

  1.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한 예산 취약

우리나라는 자살문제의 중요성에 비해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예산은 

2017년 99억 3100만 원에 불과하다(신성식, 2017). 2016년 말 보건복

지부가 공고한 2017년도 「자살예방사업 수행 및 중앙자살예방센터 운

영」을 위한 예산도 23억 21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다(보건복지

부. 2016b).13)  

앞으로 자살예방과 자살고위험자 관리를 위해 보다 다양한 사업 활동

과 사회적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살예방 사업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담당자들은 사업예산이 2016년

에 대비하여 최소한 인건비는 69.2%, 사업성 경비는 77.1%가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자살예

방 사업 담당자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만큼 현장 실무자들이 자살예

방사업 예산의 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3) 보건복지부(2016b) 예산안에 따르면 2017년 1월~12월까지 “자살예방사업 수행 및 중
앙자살예방센터 운영”을 위하여 책정된 예산은 총 2,321백만 원으로 중앙자살예방센터 
운영 399백만 원, 생명존중 문화조성(홍보) 1,280백만 원, 자살예방 교육 및 인력양성 
300백만 원,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차단 100백만 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
리 운영 242백만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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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살예방 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자살예방 사업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분류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살예방 및 자살고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해서는 정신건강 측면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신건강 관리 측면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의료비 지원이나 사회적 지원 측면을 감안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2. 자살시도 등에 대한 통계생산 기반 취약  

자살사망자 통계는 통계청과 경찰청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지만 자살시

도자 현황에 대해서는 통계 생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등의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자살실태

조사 자료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등이 있으나, 이 조사들이 일정한 표

본에 대한 조사이며, 설문조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살

시도자 수 등은 관련 연구에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연간 15만~50만 

명 등 편차가 매우 크다.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을 통해서도 자살시도자 통계가 생산

될 수 있지만 진료통계 상에서 단순한 자해와 자살시도를 엄격히 구분하

기 어렵고 전체적인 수치도 전체 자살시도자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향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이 확대 추진될 경우 자살시도

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통계가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응급실에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업을 통해 전국적인 통계를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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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목표 및 역할범위 불명확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에서 정한 정신건

강증진사업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동법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 시‧도 단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군‧구 단위에는 기초정신건

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동법 제12조 

제2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에 규정되

어 있다. 시‧도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과 시‧군‧구간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 응급 정신의료서비스 제공을, 그리고 시‧군‧구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 제3항14)에 규정

되어 있는데, 정신질환의 예방‧상담‧조기발견‧치료‧재활, 생애주기 및 성별

14)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 3항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상호간 연계.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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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

강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제2항15) 

및 동법 시행령 제5조16)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진

료 및 치료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련 법령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추구하는 운영목표와 

업무의 영역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단위업무의 설

정과 그에 따른 업무수행 지침 마련이 미흡하다.

업무 단위에서의 활동지침이나 업무기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범위 

및 수행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특정 업무를 수시 수행하는 등의 사

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과 관련성이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업

무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관되고 있으며, 이렇게 이관된 다양한 업무들

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수행지침이나 매뉴얼이 부

재하다. 사업 담당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센터별로 

업무 내용 및 범위의 표준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성과평가가 체계적으로 이

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며, 센터별로 업무의 종류나 범위의 차이가 크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의 수행업무에 대한 

직무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표준화된 직무가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례관리의 매뉴얼이나 1일 적정 인원 등의 기준도 부재하다.

15)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제2항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

견‧치료를 위한 교육‧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16)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 및 치료.
    2.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 정서발달 검사.
    3.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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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살예방 담당인력의 고용안정 문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자살예방사업과 자살고위험자 

관리를 담당하는 중추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사업 사업 예산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매년 예산의 증가폭도 크지 않다. 특히 사업예산

의 대부분이 사업담당자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담당자들

의 호봉이 상승하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사업비 소요도 증

가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 소요액 증가와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의 부담을 덜

기 위해 호봉이 낮은 인력을 채용하거나 원래의 호봉을 모두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현실적으로 호봉에 상한을 두어 인력을 채용하는 사례

들이 있으며, 경험이 축적된 요원들이 이직을 하기도 한다. 지자체들이 

센터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인건비 절감

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변경하거나 직영 운영으로 변경될 경우 고

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 담당자들의 고용불안 

문제 뿐 아니라 사업 경험이 축적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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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과 관련한 제5장에서의 문제점 진단

을 바탕으로 본장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였으며, 이를 위해 현행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물론 자살시도자 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신규 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확충, 자살시도자

에 대한 의료‧사회‧경제적 지원 확대,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개입 서비스 

확충, 자살시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후관리 서비스 개발, 서비스 공급 

주체 간 연계 강화, 행정적 관리체계 개선, 서비스 공급 주체의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 등 지역단위에서의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의 효과

적 추진을 위한 현장 중심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지역단위에서의 자살시도자 관리는 별도의 사업단위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자살예방 사업의 테두리 내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제시할 때 자살시도자 관리에 중점을 두되 필요에 따라 자살예방 사업 차

원의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다.

제1절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법적 근거 확충

우울 등 정신질환은 자살사망과 자살시도의 주요 원인과 동기 중의 하

나임이 틀림없으나 사회‧경제적 문제도 자살원인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우울 등 정신질환이 사회‧경제적 문제와 완전히 독립되어 발생하는 

자살시도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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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즉 개인이 처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해 

정신질환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자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면, 자살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중요성은 자살원인을 단순히 외형적으로만 구

분했을 때 보다 더 크다. 

이런 측면에서 자살예방과 자살 재시도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

련을 위해서는 자살고위험자들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사회‧경제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의 법적 근거

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현행 『자살예방법』에 사회‧경제적 지원과 관련

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앞의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진단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살예방법』의 내용은 응급개입 단계에서의 대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살고위험자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사후관

리 단계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원에 대한 내용은 매우 미흡하다. 

『자살예방법』에 보완하여야 할 사회‧경제적 지원의 내용으로는, 『정신

건강복지법』의 사례에서와 같이, 의료‧복지 서비스 지원, 고용 및 직업 재

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거주‧재
활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자살고

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 중 의료지원, 지역사회 거주‧재활 등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하며, 여기서는 법적 근거 확충 측면에서 

『자살예방법』 보완의 중요성만 강조하고자 한다.

한편 『자살예방법』의 보완 없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만으로도 충분

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살예방 사업이 

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살예방법』과 

『정신건강복지법』 두 법률에서 동시에 유사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없

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살이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더

라도 자살예방에 대한 기본 법률이 『자살예방법』이라는 점 이외에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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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의 원인으로서 사회‧경제적 요인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의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살예방법』 모법을 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하위 법령

을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자살예방법』 제7조에 아동‧청소년‧
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또는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

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시행

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 법령에서 사회적 지지와 관련한 내용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살예방법』 제4조 제2항17)에서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대응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하위 

법령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의 자살예방 및 재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동시에, 사회적 지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의 협조의무를 명기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자살시도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
  

  1. 자살시도자의 응급입원 시의 본인부담분에 대한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응급입원은 본인의 의사와 상

관없이 이루어지게 되며, 정신 의료기관에서의 응급입원에 따른 진료비 

1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

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
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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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분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응급입원이 비자발적 입원이며, 입

원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자살시도자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측면을 고려

하여 응급입원 본인부담분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80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입원에 따

른 진단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7조18)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

담하는 비용은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으로 규

정하고 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입원에 따른 비용 중 본

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입원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

는 데는 정신질환자 본인과 보호의무자 이외 제3의 공공주체인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타의입원이라는 점이 고

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응급입원도 본인이나 보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입원이라는 점

에서 행정입원과 성격이 같다. 다만, 응급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1

조의 자의입원, 제42조의 동의입원, 제43조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44조의 행정입원 등을 시킬 여유가 없는 경우의 일시적인 제3자에 의

한 입원이다. 이에 따라 응급입원에서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계속해서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되는 경우는 자의입

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18)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37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자
기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자기부담
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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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따라서 응급입원 이후에 자의입원 등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긴급

성 등을 이유로 제3자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본인부담금에 대

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응급입원이 의뢰된 대상자 중 최종적으로 정신질환자로 진단 받

지 않은 대상자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의 경우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타의에 의해 진단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런 측면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사업과 연계하여 응급입원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금액, 지원절차, 수

급 조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국비 지원에 지방비를 

매칭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지방비 재원을 마련할 때는 현재 지방

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자살‧우울관련 의료비 지원 사업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살고위험자 의료비 지원 및 기존 의료비 지원제도 간 연계 강화 

자살고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관리에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나 재난적 의

료비 지원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 우선 긴급의료비 지원제도의 위기상황에 자살고위험 상황을 명

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의 목

적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즉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있으므로, 자살을 시도할 정도의 정신적‧심
리적‧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위기 상황에는 자살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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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상해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자살시도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데 있어 사전적으로 

알코올중독, 간질환 등의 치료가 필요하나 치료를 받지 못해 정상적인 소

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긴급복지지원법』에 반영하되 법 개정 없이 보

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위기상황을 

발생시키는 사유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7호에 “그밖에 보건복

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법의 개정 없이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관련 내용

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으로서, ‘정신질환이나 정서적‧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자해의 위

험성이 높아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살시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상해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자살고위험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데 있어 사전적으로 

알코올중독, 간질환 등의 치료가 필요하나 치료를 받지 못해 정상적인 소

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만, 타 수급 대상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소

득기준, 재산 기준, 금융재산 기준 등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자살고위험자에 대한 특화된 

제도의 변경을 시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대상 질환이 중증질환으로 국한되어 있다가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더라도 

자살시도에 따른 소액의 상해치료비로는 지원대상이 되기 어렵고, 뇌손

상 등 고액의 중증질환이 발생한 경우나 응급실 이후 고액의 입원비가 발

생할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난적 의료비 대상에 해당

되는지를 지역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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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본인 및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연계 지원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살 시도자들의 경우 알코올 과다 섭취에 따른 간질환이나 피부

질환 등 복합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아 자살시도에 따른 상해치료보다 복

합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단순한 의료비 지원 차원을 넘어 자

살시도자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로의 복귀에 필수적인 조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즉 알코올중독이나 간질환 등의 복합질환을 치료하지 않고서

는 취업이나 경제활동 등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의료급여나 긴급복

지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의료비 지원제도가 미비하다. 따라서 기존 제도로의 연계를 최대

한 추진하되, 기존 제도의 수혜자가 되기 곤란한 자살시도자에 대해 자살

예방 및 재시도 방지 차원의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이 예산을 활용하여 앞에서 제시된 응급입원 본인부담분 지원은 물론, 

응급실 치료비 지원, 그리고 사회복귀에 필수적인 복합질환 치료를 위한 

포괄적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원금액, 지원

절차, 수급조건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매칭

(matching)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살 고위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관심 

증대와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지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특화사업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특화사업 수행에 국고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152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방안

제3절 자살시도자에 대한 위기개입 서비스 확충

  1. 자살시도자에 대한 단기 시설보호서비스 제공 검토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는 자살시도 이후 단기적으로 집중적인 밀착관찰

과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

서 응급입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실제 지역현장에서 자살시도 

발생 시 지역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나 경찰관들이 가장 먼저 고려해보는 

제도의 하나이다. 

그러나 자살시도자가 정신질환자가 아닌 것으로 진단되어 응급입원에

서 퇴원하거나 현장에서 발견자와 동의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응급

입원을 시키지 못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살시도자들이 

자신이 정신질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응급입원 이후 지역사회에서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거

부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로 보기 어렵거나,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뚜렷하

게 관측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심리상태를 안정시키거나 자살 재시도의 

위험성을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를 일정기간 보호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다른 한편으로 알코올중독이나 과도한 음주 등

으로 인해 신체적으로도 일정한 기간 동안의 요양이 필요한 자살시도자

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데도 의의를 

가진다.

서비스 현장의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의 의견조사에서도 응급입원이 의

뢰되지 않은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하에 관찰 및 상담 등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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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기보호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

견이 80.0%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시설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우선 본인의 동의가 전제가 되

어야 한다는 점과 그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자살시도자들이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

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복

지시설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보호시설로는 사회복지 입소시설이나 사회복귀시설, 쉼터 등 

다양한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0에 의한 지역사회 전환시설19)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정신질환

자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자살시도자가 정신질환자가 아닌 경우 본인의 거

부감이나 타 시설보호자와의 관계 등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소년쉼터 등의 사례와 같은 쉼터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쉼터의 형태는 임시쉼터(최대 7일까지 보호), 

단기쉼터(3개월 이내 단기 보호), 장기쉼터(최대 2년 보호 지원) 등으로 

하고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기초생활관리 서비스(의식주, 경제생

활, 건강관리 등), 심리‧정서 지원, 직업지원(직업능력평가, 구직 지원, 취

업훈련 및 지도 등), 상담서비스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시설보호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며, 자살시도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시설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9) 지역사회전환시설이란, 지역 내 정신질환자 등에게 일시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보호 서비
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 제공, 생활 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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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 의료기관 지정

시․군․구 지역은 물론 대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구 단위 지역에는 입원

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 수가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응급입원을 의뢰

하기 위한 정신의료기관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관내의 정신의료기관

이 자살시도자에 대해 응급입원을 거부할 경우 관내․외에서 적절한 정신

의료기관을 찾고 대상자를 이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행정입원에서와 같이 응급입원을 위해서도 정신의료기관을 지

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다만, 지역내 정신 의료기관 수가 제

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입원을 위한 지정의료기관과 동일한 

의료기관을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행정입원을 위해 정신 의료기관을 지정해두었지만 지정 정신의료

기관들이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지정과 함께 이들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응급입원을 위해 지정된 정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소에 일정

한 수준의 정부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사후관리 시에도 자살

시도자가 가진 복합질환의 치료를 위한 입원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많은 

자살시도자가 알코올 문제로 인한 간질환 등의 내과적 질환, 피부질환 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후관리 요원들이 다양한 진

료과목을 구비하고 있는 종합병원에 대상자의 입원을 요청하지만 실제 

입원 과정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 병원 측이 자의입원을 권유하거나 타 

진료과에서 치료를 먼저 받고 오라는 등의 회피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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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병원 내 사회사

업팀 등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차원에서 자살 

고위험자들에 대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확대 실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이 점차 확대 실시되면서 2017

년 현재 42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나, 앞으로 참여 의료기관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여 병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사업비 지원

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업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

기 때문에 사후관리 요원의 인건비 수준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느냐에 따

라 사업비 실소요 금액이 크게 좌우된다. 그런데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가 

제한되어 있어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성 경비는 물론 인건비조차도 충

분히 충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후관리 요원들이 원래의 호봉을 인정

받지 못하거나 병원 내 타 재원에서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있

다. 이는 향후 참여 의료기관 확대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

으로 소요경비가 충당될 수 있는 수준의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에는 공공병원 뿐 아니

라 민간병원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민간병원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사업

을 통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예산구조도 아닌 상황에서 참여 동기가 높

지 않을 수 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이 공공사업으로

서의 성격임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에 따른 이윤을 보장할 수도 없기 때문

에 간접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종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거나 공공병원의 경우는 매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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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해야 하는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

다. 또한 이와 관련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

서, 광역자치단체 대상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평가에서 공공부문 정신

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 평가의 일환으로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을 반영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응급실로 호송되는 자살시도자가 많이 발생하지만 인근지역에 응

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의 경우에 대한 조치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

후관리 사업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

한 지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

후관리사업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응급실에서 자

살시도자가 내원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을 하면 센터 요원이 

응급실을 방문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시‧군‧구 관련부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사전적 협의가 이루

어져야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건비 지원이 필

요하다. 

  4. 현장 출동의 시간적 사각지대 해소

야간이나 공휴일에 자살시도자가 발생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요원이 현장출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안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기초 정신

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담당자 설문조사와 인터뷰에 의하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55.0%가 ‘경찰서, 소방서 등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경찰이나 소방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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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야간의 현장출동 시에 대동할 수는 있으

나 이들이 향후 지역사회에서의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담당하기는 어렵

다. 향후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는 결국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담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출동 시에 확보한 관련 정보를 기초 센

터로 이관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의 경찰이나 소방서의 조직 구조 상 정

신건강 전문요원을 배치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야간 전담요원을 채용하여 배치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예방 담당

자가 1~2명인 상황에서 사례가 많지 않은 야간의 현장 출동을 위해 교대

인력을 포함한 다수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

한편으로는, 야간의 현장출동과 이를 위한 인력확보가 반드시 필요하

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살예방법의 

기본업무로서 상시현장 출동이 명시되어 있고, 타 현장출동 주체로부터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보를 이관 받는 데 있어서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가능한 한 현장출동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재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이 

출동하고, 이에 대한 야간 또는 공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모든 자살시도 건에 대해 반드시 현

장출동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그러한 상황

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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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자살시도자 관리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1.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강화  

자살시도의 동기가 다양한 만큼, 이러한 자살시도 동기를 해소하기 위

한 지원 서비스도 다양하게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의 자살

시도자 관리를 위한 일차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기는 하지만 이 센터가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모두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는 없다. 모니터링, 상담, 소액의 정신과적 의료비 지원 등을 제외하고

는 국가적 지원제도를 활용하거나 지역사회 내의 관련 서비스 공급주체

에 대상자를 연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서비

스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현실적으

로 연계 네트워크를 동원하더라도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해줄 수 없는 경

우가 많다. 예로서, 실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담당자들의 사

례관리 경험에 의하면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자살시도자들이 많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제도 등 국가적 지원제도의 수급대

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로서는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

지 못하는 경우 대상자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후관리를 거부하는 등

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부

가적인 사회‧경제적 지원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

면적인 지원제도의 도입은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문제, 형평성 문제, 도

덕적 해이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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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서의 지원제

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

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에 필요한 소액의 실경

비(예: 등록‧관리 중인 자살시도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교통비 등)를 정신

건강복지센터의 자살예방사업비에 편성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다만, 그 지원액이 클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2. 자살시도자의 관리 동의율 제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에서는 자살시도자가 사례관리

에 동의할 경우 300만 원의 현금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 정신

건강복지센터의 경우는 상담 및 관련서비스 연계 등을 제외하고는 자체

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 

경제적 지원이나 금융 지원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신건강복지

센터 자체적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하다.

이와 관련하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의 사례관리를 

받는 경우는 현금지원을 받지만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받

는 경우는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 측면에서

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처음부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받는 경우에 대

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앞에서 제안된 의료비 지원을 제공할 때 일정 기간 동안의 사례

관리에 대한 본인동의를 전제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지자체 단위에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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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본인 

동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5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체계 강화 

자살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자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사

회 내 관련 서비스 공급주체들 간의 연계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운영될 필

요가 있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이러한 연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기

는 하지만 이러한 연계 네트워크가 공식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설

사 연계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기관‧단체들이 연계‧협조

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제2항20)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

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

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9조 제4항21)에는 정신건강복지센

터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단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22)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

20)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제2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

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
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21)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④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
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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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병원급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단체 등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의 이러한 관련 조항은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업무에  

해당되지만,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조항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9

조에서와 같이 『자살예방법』에도 자살예방센터가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

자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관련 기관․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살 재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로서 지역사회 전문가 자원을 활용한 다학제적 모

니터링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정신과적 치료, 취업정보 습득 및 구직활동 지도, 

돌봄 서비스 제공, 신용불량 문제의 해소를 위한 지원 등 세밀한 밀착형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직화하여

야 한다. 보건소 등 시‧군‧구 단위의 책임 행정조직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례로서 일본 가

와사키시에서 운영하는 “자살대책종합추진회의”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

22)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4조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4.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6.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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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이 “자살대책종합추진회의”에는 학계, 법률가, 경제․노동 관계

자, 복지, 경찰, 교육,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며, 지자체가 수립

한 자살예방계획 등을 심의함과 아울러 개별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도 

논의한다. 개별적으로 사례관리에 대해 논의함에 따라 회의 횟수가 많기 

때문에 사례관리의 주된 영역에 따라 분과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군․구 단위에 이와 같은 조직을 구성․운영하면서 사례별

로 어떤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누가 제공할 것인지 등에 대한 관리계

획 수립과 실행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유사한 조직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으나 네트워크 운영을 

보다 공식화하고, 참여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참여 동기

를 고취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참여 주체 간의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의 인사이동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율적인 방식에 따라 네트워크 운영을 공식화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센터 요원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기관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하는 정보 공유도 

필요하다. 의료복지를 위해서는 “301 네트워크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보

건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담당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살시도자 지원을 위한 지역 내 연계․협력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운영되

기 위해서는 26.7%의 응답자들이 지자체 기관장의 의지가 가장 필요하

다고 하였다. 

한편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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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자살시도자의 탈락률이 높은 편이다. 응급실 내

원환자 중 손목 자상, 약물 복용 등 상해가 치명적이지 않고 자살의도가 

강력하지 않은 자살시도자의 경우 굳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까지 연

결되고 싶지 않다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

도자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평가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연

계 실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담

당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입장에서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대

상자를 연계하려는 동기는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대상자 본인들 스스로

가 인계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되는 대상자에

게 만이라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의 사례관리가 종료된 후 본인의 동의

를 얻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대상자를 이관할 경우의 업무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의 사례관리 과정에서 확보한 대상자 관

련 정보를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유함으로써 대상자 관리에 효과성

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 의뢰한 대상자를 기초 정신건강복지

센터에서 어떻게 등록‧관리하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대상자가 어떤 상태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할 필요가 있다. 기

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사후관리 도중에 자살을 재시도할 경우 신속

하게 대상자를 응급실과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 의뢰한 대상자를 기

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거나 관리를 지연하는 경

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정보교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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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 인프라 확충
  

  1.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한 예산 확충

최근 들어 자살사망률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살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지만 실질적인 정책적 노력이나 예산 투입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 등과 비교하여 자살예방 예산 투입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이미 국회, 학계,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바이

기 때문에 앞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의 증액이 이루어 질 것

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예산의 증액을 추진할 때는 재원의 다양화와 예

산 지원 방법의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사업 예산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

되는데, 이는 자살예방사업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살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정신과적 진료나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반회계를 포함한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또한, 국비 지원은 사업비 집행만 가능한 건강증진기금의 특성상 인건

비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비 중에서 인

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 이상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

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에는 요원들이 급여책정

에 있어 호봉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배경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와 인건비를 구분함으로써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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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보장받고자 하는 희망이 담겨 있기도 하다. 국비 지원에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하는 데 제약이 있다면, 인건비 상승분을 사업비 증액에 충

분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자살시도 등에 대한 통계생산 기반 구축

자살시도자가 발생했을 때 먼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경우와 그렇

지 않은 경우로 나뉘게 된다. 우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경우를 생각

해보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자살

시도자 통계 작성이 가능하다.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 실시될 경우 자살

시도 통계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

자 사후관리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응급실로 이송될 경우는 일반 응급실

에서 자살시도에 대한 정보를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시도자 통계 작성에 포착되기 어렵다. 

또한 응급실로 이송되지 않는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도 지역 정신건강복

지센터가 모든 정보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자살시도가 발생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살예방 및 자살시

도자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제공 체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경찰, 119 구급대, 129, 1577-0199, 응급실 등

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발견되는 자살시도자 정보를 광역 정신건강

복지센터(또는 광역 자살예방센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총괄 취

합․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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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목표 및 역할범위 명확화

정신건강복지 업무, 자살예방 및 자살고위험자 관리업무 등 지역 정신

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전체적인 영역과 범위 등을 명

확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업무별 수행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살고위험자 관리, 사례관리, 상담 등 세부 활동에 대한 수행 지

침이나 요령은 일부 개발되어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서의 단위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 업무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이

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의 범위는 무엇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앙자살예방센터나 광역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

신건강 전문요원의 직무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정신건강관련 자원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할 정신건강전문요

원 등 전문인력을 지역 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지역 내에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구 지역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통합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 간 예

산 배정 및 활용, 업무 배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요인을 고려한 운영

모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통합 운영은 광역 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여

건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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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살고위험자 관리의 질적 평가 기준 마련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대상자들의 경우 타 지역단위의 

복지 관련 사례관리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위험도 대상자의 비율이 

높다. 이는 타 기관의 사례관리팀 등에서 관리하는 대상자 중 자살위험도

가 강한 대상자를 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현상이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들의 경우 사례관리에 있어 높은 업

무 집중도가 요구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감정적 소진, 스트레스 등이 

높으나 이러한 요인들이 성과평가에 질적 요소로서 반영되는 것이 미흡

하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평가도 양적 평가에 중점을 두

고 있으며, 질적 요인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 현행 주요 평가 항목은 응

급실 환자 수, 근무시간 내 대상자 수, 근무시간 외 대상자수, 관리 동의자 

수, 사례관리 수행률, 지역사회서비스 연계율, 사례회의 등이고, 등록․관
리를 하더라도 자살위험도가 낮아지지 않은 사례가 존재하는데, 이들의 

경우 높은 업무 집중도가 요구되나 이러한 요인에 대한 평가 항목이 없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자살위험도의 수준에 따라 상담 등 서비스 제

공의 표준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마

련되어야 한다. 

  6. 자살시도자에 대한 인간생태적 접근 강화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다는 것은 결국 자살의 원인이나 동

기가 자살 시도자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살시도자를 둘러싼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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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나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시도자 개인의 정신의학적, 행동과학적 원인 분석과 함께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체계적 진단을 바탕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자살시도의 간접적 원인이 되는 직장에

서의 근무환경이나 대인관계, 학교에서의 교우관계,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 등에도 개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살시도의 원인을 자살시

도자 개인에서만 찾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도 자살시도자 개인으로

만 국한시킬 경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자살시도자만

을 표적으로 하기보다 자살시도자를 둘러싼 물리적‧인적 생태계를 고려한 

집단적 접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자살예방 및 자살고위험자 관리는 이러한 요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자살시도자 개인에 집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

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에 동료집단 접근을 

도입하고 직장동료, 친구, 교우, 가족 등에 대해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요구된다.

  7.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추진 상의 행정적 위상 강화

자살고위험자 관리에 있어 다양한 사례관리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 대한 관리계획(Care Plan) 수립에서부터 사례관리팀 간 역할

분담이 요구되는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행정적인 위상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위탁 운영

기관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관련 기관 등에서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는 경

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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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탁 운영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공공행정 정보망이나 사회

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어 업무 연계, 협조 등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자살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등 법률에 의해 설립

되는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관련 기관․단체 간 서비스 제공의 협력 

파트너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위상 제고가 요구된다.

  

  8. 자살예방 사업 담당인력의 고용안정

자살예방 사업 수행과 정신건강 고위험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서비

스 제공에 있어서는 대상자와의 오랜 기간의 유대관계 형성과 경험이 중

요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요인이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의 경우도 호봉을 낮추어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

으며, 호봉 차액을 병원에서 보전해 주는 경우도 있다. 경력이 낮은 요원

의 이직률이 높은 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요원과 신규 요원이 같이 근

무하는 과정에서 경험과 지식이 교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이러한 상황

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지역단위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역량이 있는 인

력의 확보와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신건강 전문요원 호봉 승

급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수탁법인 소속의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거나, 위탁사업이 

종료될 경우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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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의지(자살 생각)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우선 죽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希死 
충동)

   예 : "지금도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 과거에 자살 · 자해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
   예 : "지금까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 자신의 건강 상태를 돌보지 않는 행동이 있는지 여부(불법 약물의 섭취, 알코올의 과다 

섭취 위험 행위, 치료 미준수 등)
● 정신과 질환이 있는지 여부

부록 2. 일본 야마나시현의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 요령23)

  1. 자살시도자의 상황 파악

자살 시도자가 자살을 시도하게 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

다. 라이프 코디네이터가 자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생각이나 태도

를 배제하고, 자살시도자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진다. 무의식적으로 자살시도자에 대해 비

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2. 자살 재시도 위험 평가

가) 위험 요인 확인

자살 재시도의 위험평가에서는 위험요인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의 자살 생각의 존재 여부와 과거의 자살 

및 자해 경험은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의 하나이다. 

〈부표 2-1〉 일본 야마나시현의 자살 재시도 위험요인 평가 

23) 일본 야마나시현립 정신보건복지센터(2012)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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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등의 진행성 질병에 걸려있는지 여부, 만성 질환이나 만성 통증을 안고 있는지
● 최근 가까운 사람을 잃은 적이 있는지 여부(사별, 이별, 별거, 이혼, 실연 등)
● 직업 문제 · 경제 문제 · 생활 문제를 안고 있는지 여부(실업, 구조 조정, 다중 채무 생

활고, 불안정한 일상 생활 등)
● 상담자와 같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고, 고립 되어있는지 여부
● 자살 관련 물건 등을 손에 넣기 쉬운 환경에 있는지 여부(약품이나 독물, 소화기 등)
● 자살 정보에 노출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여부(보도 기관에 의한 과도한 자살 보도, 보

도나 인터넷에서 자살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는 등)
● 가족에 자살 경력이 있는지 여부 

자료: 일본 야마나시현립 정신보건복지센터. (2012). 자살대책종합연구사업보고서-자살미수자의 대응.

나) 자살의 구체적인 계획 확인

자살계획이 구체적일수록 자살 재시도의 위험이 높다. 자살 재시도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여야 한다. 다

음의 사례에서와 같이, 계획의 유무, 수단, 준비성,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

로 질문할 필요가 있다.

예 : 자신의 인생을 끝낼 계획이 있나요?(계획의 유무)

      어떻게 수행 할 것인지, 어떤 생각을 합니까?(수단)

      그 도구(칼, 농약 등)는 이미 입수합니까?(준비성)

      언제 실행할지 이미 결정했습니까?(시기)

다) 자살 재시도 위험평가표

자살 시도 상황에 대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살 위험도 평가표를 작성

하여 자살의 위험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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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일본 야마나시현의 자살위험도 평가표 

구분 자살충동 자해계획·준비 위험인자 현황 대응

위험성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경도의 
위험성

제한적 
존재

없음

∙ 과거의 자살 시도 경
력이 없음

∙ 알려진 위험 인자가 
없음

∙ 심리 · 사회 · 경제 
곤궁에 대한 개입 

∙ 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중등도의 
위험성

명확히 
존재

구체적으로 
없음 - 있음 

∙ 과거의 자살 시도 유
무, 혹은 하나 이상의 
위험 요인의 존재

∙ 본인이 현재 안고 
있는 정서심리적 
상태의 개선을 
희망하고 있음

정신과 외래에서 지속
적인 치료
정신과 병동에 자발적 
입원
∙ 심리 · 사회 · 경제 

곤궁에 대한  개입

고도의 
위험성

명확히 
존재

구체적으로 
있음

∙ 과거의 자살시도 경력
∙ 2 개 이상의 위험 

인자의 존재
∙ 자살의 의사와 세심한 

계획에 관한 언어화
∙ 미래에 대한 절망감
∙ 사용 가능한 지원의 

의의를 인정
∙ 인지의 유연성은 유지

정신과 병동에 자발적 
/ 비자발적 입원
∙ 심리 · 사회 · 경제 

곤궁에 대한 개입

초고도의 
위험성

명확히 
존재

구체적으로 
있음

∙여러 번 이상의 과거 
자살 시도력

∙ 여러 이상의 위험 
인자의 존재

∙ 인지의 경직화
∙ 원조에 대한 거절

정신과 병동에 자발적 
/ 비자발적 입원
∙심리 · 사회 · 경제 

곤궁에 대한 개입

자료: 일본 야마나시현립 정신보건복지센터. (2012). 자살대책종합연구사업보고서-자살미수자의 대응.

라) 자살 방지를 위한 대처 행동의 확인

 자살시도자가 지금까지 자살을 생각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 왔는지 

과거의 행동을 분석한다. 또한 향후 자살을 생각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192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방안

행동을 취하면 자살행동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살 시도자와 함께 확

인한다.

마) 자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는지 확인

자살시도자에게 자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약속을 하기 전 본인을 자살에 이르도록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식별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나 해결의 방향성에 대해 본인과 지원자 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죽지 않는다고 약속해 달라는 것은 대상

자의 고통을 완화하는 것보다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이다. 또한 자살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것은 자살 위험이 감소했다고 평가하기 보다는 ‘죽고 

싶어지면 연락을 준다’라고 앞으로의 지원요청에 대한 의지를 계속 확인

하는 것이다. 

  3. 자살 재시도 방지를 위한 환경 정비

가) 보호 요소 확인

보호 요소는 본인의 역량, 가족 및 친구, 지자체, 지역 사회, 조직의 지

원 등 자살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러한 보호 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호 요소를 확인할 때는 자살을 기도한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는 동시

에 지금까지 문제 발생시의 사고방식, 해결 방법, 생활 내력, 지역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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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가족의 지금까지의 생활 여건, 가족 환경, 건강 상태 등을 본인

의 언어로 표현하게 하고, 삶의 의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를 

파악하여 부적절한 생각이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 

한다.

보호요소를 파악함에 있어 본인의 능력이나 가족·친구 등의 지원을 보

호요소로 파악하여야 하며, 전문 상담기관만을 보호요소로 생각하지 않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요소를 강화하는데 연계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얻는다.

이러한 보호요소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 자체는 본인 및 가족의 문제 

해결 능력을 회복시키고 본인 및 가족의 능력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표 2-3〉 일본 야마나시현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에서 고려하는 대표적 보호요인

● 본인 자신의 능력
● 가족(부모, 형제, 친척 포함) 친구, 주치의, 회사 동료 등 중요한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

의 지원
● 단골 의료기관, 보건소, 정신 보건 복지 센터의 지원
● 시정촌 보건소, 시 상담 담당자   (생활보호 담당, 장애복지 담당 등)
● 상담 지원 사업소, 개호지원 전문원 (케어매니저)과 개호 보험 서비스 사업자 (방문 개호

원이나 방문간호사 등)

자료: 일본 야마나시현립 정신보건복지센터. (2012). 자살대책종합연구사업보고서-자살미수자의 대응.

나) 지원 시의 중점 고려사항 

지원전문 상담기관 등에 연계하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먼저 가족·친구 

등 비공식적인 보호요소를 파악하여 진행하고, 지원은 본인 및 가족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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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얻어  받아들인다. 

문제점을 본인 및 가족과 공유하고, 보호요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관에 연결하거나 안내한다. 이러한 방향의 지원은 본인 

및 가족의 문제 해결 능력을 회복시키고, 그 자체가 보호요소의 역할이 

된다.

  4. 자살시도자의 가족에 대한 대응

자살시도자의 첫 발견자는 대부분 가족이며, 이들은 동시에 퇴원 후 보

호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살 재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갑작스러운 사건에 당황하고 강한 

불안을 안고 있는 경우 시도자의 자살 행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며, 가족의 심리를 이해한 후 적절한 가족 지원을 하는 것

은 시도자의 보호 요소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진다.

가) 자살시도자 가족의 심리

자살시도자의 가족은 자살시도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과 자살

의 의도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주위에

서 불합리한 비난과 공격에 분노를 느낄 수도 있으며, 정신과 치료나 정

신 장애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 등 상반되는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심리적으로도 고립되어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적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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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족 지원의 중점 방향

자살 시도는 가족을 놀라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살시도자에 대한 인터뷰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인터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뷰를 할 수 없는 경우 상담창구를 이용하여 전단지 

등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좋다. 

가족은 자살 시도 직후의 혼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살시도

자의 심정에 공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가족은 자살시도자의 고민이

나 괴로움을 알아차려 의료기관에서의 자살시도자와의 동반 진찰, 가족

의 조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가족은 자살시도

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족의 심리 상태에 따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 대응상의 유의점

가족은 자살 재시도에 대한 불안감과 자책감 등 다양한 감정을 품고 있

다. 자살 시도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

라 우선 가족의 현재의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살 시도가 반복되는 경우 가족 중에는 자살 시도를 관심을 끌려고 하

는 행동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자살 시도 자체가 자살의 가장 강력

한 위험 요소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록 자살 시도가 높은 강도

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자살 시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중요시 

해야 한다.

자살 재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협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본

인의 예후 및 향후 치료 방침, 지역사회 기관에 의한 지원의 필요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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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동행 등 가족을 포함한 지원을 제공하

는 것이 중요하다.

자살시도자의 가족 역시 정신과 질환 발병 위험이 높다. 불면증이나 기

분 침체 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보건소나 정신보건복지센터에 상담

이나 의료 기관에의 진찰이 필요하다는 것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

요하다.

그러나 정신 건강 상담 및 진료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

의 하나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전문기관의 연계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에서 전문 상담 지원기관은 보호 요인으로 작

용한다. 자살시도자와 가족에게 의료기관의 정신과 진료 및 전문상담을 

권하는 경우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자살시도자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의욕이 저하 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취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원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전문 기관도 본인 및 가족과 상의하

여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원하지 않는 전문 기관의 정보 

제공 등은 희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살시도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은 해당 전문기관 등의 이미지가 친

근한 시군구나 보건소 등일 필요성이 있다. 



부록 197

  6. 외래진료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

야마나시현 자살 재시도 방지 케어 사업은 입원을 원칙으로 한다. 외래 

진료를 하는 시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으나 상담 기관 목

록 등의 전단지를 두는 등 정보를 전달한다.

외래 진료 후 보호자에게 자살시도자를 밀착해서 관찰하도록 권유한

다. 가능한 한 빨리 (당일 또는 다음날) 정신과 의료기관에 가족과 동반하

여 진료받기를 권장한다. 원칙적으로 자살시도자는 혼자 귀가시키지 않

는다.

신원불명자는 경찰의 대응이 필요하다. 보건소 정신과 응급 센터에 대

한 연락도 필요하다. 주치의의 유무에 관계없이 진찰에 이르기까지 경과 

및 처치에 관한 내용을 간결하게 기재한 진료 정보를 제공하여 휴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신과 의료기관에 의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연락

을 한다. 신체상태의 중증도, 병력, 치료 경과, 자살의 위험성, 가족 등의 

지원 상황, 본인의 진료 의지 등을 전달한다. 

풀타임 정신과 의사가 있는 병원에는 가능한 한 진료를 의뢰하고 불가

능하다면 전화 등으로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신과 진료 권유

나 진찰을 거부하는 경우는 정신과 의료 기관에 조언을 구한다.

자살시도자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료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 대

응 방법에 대해 정신과 의료 기관에 조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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