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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자살시도 환자를 위한 위기중재 프로그램 개발

   자살시도 환자들은 높은 우울, 망감, 자살생각을 느끼는 자살 기 상황 속에서 

한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고 도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한 의사소통의 한 방법으로 충동 으로 자살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살시도 환

자를 입원과정에서 하게 되는 간호사는 이들만의 특성을 이해하고 구체 이고 체계

인 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자살시도 환자들의 우울, 

망감, 자살생각  문제해결능력 특성의 해결을 한 기 재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악하기 한 연구이다. 연구 차는 로그램개발, 로그램 용  효과

검증의 2단계로 구성되었다.

1단계 로그램 개발단계에서는 Beck(1967)의 인지이론을 근거로 자살시도 환자의 

우울, 망감,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개발하도록 로그

램을 구성하 다. 한 환자의 특성상 짧은 입원기간을 고려하여 6회의 단기 로그

램으로 내용을 구성하 다. 2단계 로그램 용  효과검증단계에서 자료수집방법

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에 자살시도 후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를 선정하여, 연구에 참여하기를 수락한 자 15명을 상

으로, 자살시도 기 재 로그램 실시 에 사 조사를 실시하 으며, 총 6회기의 

자살시도 기 재 로그램을 실시한 후 사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울, 망감, 

자살생각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사후조사를 실시하 다. 자료 분석은 SPSS 

12.0 for Window 로그램을 이용하여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 조사시 자살시도 환자의 우울, 망감, 자살생각, 문제해결능력 정도는 우울은 평

균 40.20 , 망감 9.53 , 자살생각 19.47 , 문제해결능력 123.47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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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 가지 가설검증을 통하여 로그램 효과를 평가하 다.

- 제1가설 ‘ 기 재 로그램 실시 보다 실시 후의 우울 수가 낮을 것이다’는 

유의한 차이(Z=3.354, p=.001)가 있어 지지되었다.

- 제2가설 ‘ 기 재 로그램 실시 보다 실시 후의 망감 수가 낮을 것이다’

는 유의한 차이(Z=2.922, p=.003)가 있어 지지되었다.

- 제3가설 ‘ 기 재 로그램 실시 보다 실시 후의 자살생각 수가 낮을 것이

다’는 유의한 차이(Z=3.301, p=.001)가 있어 지지되었다.

- 제4가설 ‘ 기 재 로그램 실시 보다 실시 후의 문제해결능력 수가 높을 

것이다’는 유의한 차이(Z=-1.993, p=.046)가 있어 지지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살시도 기 재 로그램은 자살시도 환자의 

우울, 망감,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 효과 인 재방안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자살시도 환자는 다른 정신질환자와 이질 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통상 인 근 외에 자살시도 환자의 특성에 을 맞추는 인지행동 치료  근이 

필요하며 이를 반 한 기 재 로그램이 자살시도 환자의 우울, 망감, 자살생각

을 감소시키고 자살 기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

하고 있다.

핵심되는 말 : 자살시도 환자, 위기중재 프로그램, 인지행동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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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 구 의 필 요 성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자살률은 등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1997년 

인구 10만 명당 14.1명(사망원인 8 )이던 자살자의 수는 외환 기를 겪은 1998년 

19.9명이었고, 그 후 3년간 다소 주춤하다가 2002년 19.1명, 2005년 26.1명, 2007년 24.8

명(사망원인 4 ), 2008년 26.0명으로 교통사고(14.7명), 추락사고(5.0명)보다 훨씬 많음

을 보여주고 있다(통계청, 2009). 한 경제 력기구(OECD) 발표 자료를 보면 한국의 

자살률은 2007년 기 으로 OECD 평균인 11.88명을 크게 앞지르고, 특히 여성 자살률

은 회원국  가장 높았다(OECD, 2009). 

자살과 자살시도는 생명의 상실, 신체  손상과 의료  비용, 슬픔과 고통, 가족과 

지역사회 해체 측면에서 엄청난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Marchean, 2002). 자살에 한 

사회  비용을 구체 으로 환산하면 연간 3조 856억 원으로 막 한 사회경제  손실

을 래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자살은 주변의 생존자 6명 이상이 평생 동안 죄책

감, 분노 같은 심각한 정신  충격과 모방자살의 고통을 받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김

헌경, 2010). 이는 최근 몇 년간 유명연 인들의 자살이 잇달아 일어난 후 실제 임상

에서 유사한 방법의 자살시도률  자살률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 까지의 자살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살자의 개별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자살에 한 향요인, 험요인 등의 실태 조사가 주로 이 졌고, 지역사회를 기반으

로 일반 청소년이나 노인, 군인들을 상으로 방사업의 효과를 검증하는 시 에서 

주로 연구가 시행되었다. 한 자살의 고 험군은 청소년과 노인 그리고 과거 자살시

도 경험이 있는 사람, 재 구체 인 자살계획이 있는 사람, 사회  지지체계가 약한 

사람이라고 보고되었다(Matthew et al, 2008). 이 에서 김기환과 명희(2000)의 연

구에서 보면, 성인의 자살은 1～4회 정도의 자살시도 후 자살이 완결되고 철 한 

비 끝에 이루어진다고 하 다. 한 외국에서는 자살을 시도한 후 3개월 이내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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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다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알려져 있으며(Hawton & Fagg, 

1988), 1년 이내 자살 재시도율과 그로 인한 사망률은 각각 14～18%, 1.1～1.8%이었다

(Howson, Yates & Hatcher, 2008; Owens, Horrocks & House, 2005; Gibb, Beautrais 

& Fergusson, 2005).

자살 고 험군에 한 연구 에서 노인의 자살 실태와(장순환, 2002; 이은경, 2006), 

청소년의 자살실태(장윤정, 2005; 임종필, 2006, 김기정, 2007), 청소년의 자살 향요인

(임숙빈, 정철순, 2002; 이숙, 2003; 류은정, 최귀순, 서정석, 2004; 박병 , 2007; 

Levinson et al, 2007; Biddle et al, 2008), 자살 방 로그램 개발(손정락, 이 단, 

2000; 이주실, 2007; Aseltine et al, 2007)에 한 연구들이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성인의 자살시도자에 한 연구는 응 실에 자살시도 후 방문한 환자들을 

심으로 사회인구학  특성을 조사하는데 머무르는 실정이다(최동철 등, 2000; 이은경, 

2006). 정우 (2009)은 지 까지의 통상  정신치료가 자살시도 환자의 재시도를 방

하는데 유의한 효과가 없다고 하 으며, 2년간 자살 혹은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198명  33명은 자살로 사망하 고, 165명은 생존하여 퇴원하 는데 이  93명만 정

신과에 의뢰되어 통상 인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4년 이내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65명  11명, 치료받지 않은 56명  6명이 재시도를 하 고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 보고하 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 자살시도 환자를 한 특화된 정신

과  재 연구가 무하며, 이에 따라 반복 인 자살시도 험성은 더 높아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살시도자들은 부분 자살시도 후 응 실에서 응 처치를 받은 이후에 병동에 입

원하거나 외래로 추후 리를 받게 되는데, Carrigan(1994)는 자살시도 환자들이 병원

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간호사들의 극 인 간호 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즉, 신체 인 응 조치가 끝난 직후부터 정신과 간호사들은 자살시도 환자들에게 

이해와 공감을 통해 정신건강과 안녕까지 치유하고 회복하고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인지행동  근을 통하여 자살충동을 통해 자살시도에 이르게 되는 인지과정을 환자 

스스로 찾고 자동  사고 단과 사회  지지자원을 이용하여 그 연결고리를 끊음으

로써 자살 재시도를 막을 수 있도록 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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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자살생각-자살의도-자살시도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상이기 때

문에 자살시도는 자살의 심각성을 경고하거나 행동자체에 한 심만으로는 비효과

이다.  따라서 가장 선행단계인 자살생각을 지니고 있는지의 유무를 악하는 것이 

요하다. 우울이 자살생각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치므로 우울의 감소를 한 

노력 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박병 , 2007). 따라서 자살 방을 해서는 환자

의 자살생각 의도를 치료자가 직 으로 다루면서도 우울의 정도를 낮추는데 을 

두어야 보다 효과 이라 할 수 있다(박병 , 2007). 이와 같이 스트 스로 인한 우울

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해서는 사회  심과 이해가 필

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요한 것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신의 내재된 힘을 발견하는 것이다. 즉 스트 스에 처하는 체 인 자기 리 능

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스스로 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이정숙 등, 

2007).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자살시도 후 응 실에서 응 처치를 받고 병동에 입원한 환자

를 상으로 자살충동을 일으키는 인지과정을 스스로 찾도록 돕고 이 과정에서의 부

정  자동  사고를 찾고 이를 자살시도와 연결되지 않도록 자살의 경고신호와 이용 

가능한 사회  지지자원에 한 정보제공, 스트 스 리와 문제해결능력, 우울에 

한 정보제공  리기술 등의 반복 인 자살시도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한 기

재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살시도 환자를 한 기 재 로그램을 임상 장에서 활용

함으로서 그동안 통상  정신과 치료만을 받고 자살 재시도의 험을 안고 퇴원하던 

자살시도 환자들에게 일 이고 체계 인 간호 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

살시도 환자의 건강한 삶으로의 복귀를 도움으로서 우리 사회의 사회  경제  손실

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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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연 구 의 목

본 연구는 자살시도 후 응 실에서 응 처치를 받고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자살시

도 환자를 한 기 재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시도 환자를 한 기 재 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자살시도 환자를 한 기 재 로그램이 자살 시도 환자의 우울, 망감, 

자살생각, 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악한다.

C . 연 구 가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제1가설 : 기 재 로그램 실시 보다 실시 후의 우울 수가 감소할 것이다.

제2가설 : 기 재 로그램 실시 보다 실시 후의 망감 수가 감소할 것이다.

제3가설 : 기 재 로그램 실시 보다 실시 후의 자살생각 수가 감소할 것이다.

제4가설 : 기 재 로그램 실시 보다 실시 후의 문제해결능력 수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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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A. 자살   자살 시도 의 정 의  원 인

자살을 뜻하는 어단어인 ‘suicide'는 ’자신‘을 뜻하는 라틴어 ’sui'와 ‘죽인다’는 의

미인 ‘cide' 는 ’cidium'이 결합된 것으로 ‘자신을 죽인다’는 의미다. 서구에서 자살

이라는 말이 실제 으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651년경이며 이 당시 처음으로 

옥스퍼드 사 에 올랐다(Maris et al, 2000). 19세기 말의 사회학자 Durkheim(1897, 

1951)은 ‘희생자 자신의 정  는 부  행 로 인한 직 이거나 간 인 결과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모든 경우’를 자살이라고 하 고, 이 때 희생자는 그 결과가 나타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제한다. 그는 자살의 유형을 이기 , 이타 , 아노미

, 숙명론  자살로 나 었다. 

로 들어오면서 자살의 정의는 훨씬 구체화 되었는데, Buchanan(1991)에 의하면 

자살은 사건과 과정 둘 다를 의미한다고 묘사하면서 자살사건을 ‘자신의 의도, 스스로 

해를 입히는 죽음’이라 하고 그 과정을 ‘사건의 다차원 인 연속’이라 하 다. 

Mayo(1992)는 자살의 정의는 다음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다고 하 다. 1) 자살은 

죽음이 유발된 경우에만 발생한다. 2) 자신의 행 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3) 자살의 

주체는 능동 이거나 수동 일 수 있다. 4) 의도 으로 목숨을 끊었다. Marusic(2004)

은 자살에 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검토한 결과 죽음을 유발하는 고의  자기 

괴  행 , 는 죽으려는 의도를 지닌 의식 이고 자발 인 행 , 는 의지를 가지

고 스스로가 행한 생명  행 가 죽음을 래하는 것이라는 세 가지 방식  하나

로 자살이 정의된다고 하 다. Maris 등(2000)은 자살은 첫째, 의도 인 죽음이고 둘

째, 자살은 자신에 의해 자기 자신에게 행해지는 것이며 셋째, 자살은 간 이거나 

수동 일 수 있다. 를 들면 생명을 연장하기 해 필요한 처치를 받지 않는다거나 

의도 으로 달려오는 차를 피하지 않는 행동도 자살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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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을 자신의 죽음을 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 로 정의하고, 이는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지하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

는 행 라고 하 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에서도 자살은 생명의 존엄성을 인

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가

족과 주변사람들에게 미치는 정신 , 심리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고하

다(김용분과 이정섭, 2003).

자살에 한 개념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일반 으로 자살

이라는 용어는 ‘자발 으로 그리고 의도 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 ’를 의미하며 

한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혹은 그러한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되고 있다(남민, 1997). 자살의 개념은 포 이어서 자살생각, 자살시도, 그리고 

자살행 에 이르는 연속 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Harwood & Jacoby, 2000).

특히, 과거 자살을 시도한 경험은 자살로 사망할 험성을 증가시킨다. 그 기 때문

에 자살시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명명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다

(Silverman et al, 2007). 자살 련 행동의 표 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살시도는 

죽을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잠재 으로 해가 되는 행동을 스스로에게 한 것이라고 정

의할 수 있다(O'Carroll et al, 1996). 그런데 때로는 개인이 죽을 의도가 있었는지, 실

제로 자기 손상행 를 한 것인지를 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Brown, Henriques & 

Beck, 2006).

자기손상의 의도에 한 연구에서 부분의 자살시도자들이 자살을 시도했다기보다

는 자기손상이나 자기 음독 사건을 일으킨 것이며 거의 모든 경우에서 그 의도는 죽

으려는 것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Freeman et al, 1974). 같은 맥락에

서  Kreitman 등(1969)은 ‘시도된 자살’이라는 용어가 치 못하다고 지 했다. 그 

이유는 거의 부분의 상자들이 사실은 자살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 다. Meehan 등(1992)은 자살시도를 했다고 스스로 보고한 사람 10명  한 명이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두 명은 의학  조치가 필요했고, 나머지 70%는 손상 의도와 손

상의 치명성을 확인하는 경미한 수 이라고 하 다. 즉, 자살 시도라는 용어가 자기 

손상이나 고통의 다른 형태를 기술하는데 범 하게 오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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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ilverman, 2006). 자살시도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자살, 비치명  자살시도, 고의  자해 등이 있다.

이에 자살은 ‘자발 으로 그리고 의도 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는 모든 행 ’

로 정의됨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자살 시도가 반드시 죽음을 목 으로 하는 행 는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이혜선 등, 2007). 따라서 자살 시도가 자살문제를 가지고 있

는 상자들에게 살기 한 하나의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 반복 자살시도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하고 자살을 방하기 해서는 자살시

도경험에 한 공감과 이해를 통한 문제해결에 한 행동  변화를 가져올 간호

재가 필요하다.   

정신건강 련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문가들은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하

려는 사람을 미리 발견하고 이들이 자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도록 도와주기 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의 하나가 자살 험

요인을 확인하려는 것인데, 자살 험 요인이란 자살과 련된 행 를 유발하거나 

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자살 험 요인을 정확하게만 알고 있다면 

(Hall, Platt & Hall, 1999), 사람들이 자살과 련된 행 를 하기 에 자살을 생각하

고 있거나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을 효과 으로 미리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확인된 자살에 한 구체 인 험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자

살과 련된 험 요인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자살하려는 사람을 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선행 연구들에서 나이, 성별, 민족, 국 , 의학  변인(정신질환이나 질병 등)과 같

은 인구통계학  변인이 자살과 련된 행동에 향을 주는 것(Range et al, 1997; 

Weissman et al, 1999)으로 밝 졌다. 이러한 결과가 유용하기는 하지만 포 인 인

구통계학  변인이 개인의 행동을 정확하게 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 연구에서 확인된 변인들 에서 어떤 변인은 다른 변인에 비해 더 요하다는 

것을 가정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살 험 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과 

련된 행 를 나타낼만한 증거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Maris et al, 2000)는 

에서 자살과 련된 행 가 나타나는 과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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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오래 부터 연구자들은 자살을 측할 수 있는 험요인에 

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Maris, Berman & Yufit, 1991; Holden et al, 1998; 

Hawton et al, 1999; Mortensen et al, 2000; Walling, 2000). 

이상에서와 같이 자살의 원인은 아동과 청소년기의 자살에 한 생각, 행동과 스트

스 생활사건, 인 계, 사회  지지의 결여(Dubow et al, 1989)와 가족의 역기능

(Fergusson & Lynskey, 1995), 우울, 문제행동요인, 성격요인, 부모/가족 요인, 친구요

인(Rohde et al, 2003)등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보고하 다. 

 다른 연구에서는 실직과 경기침체가 우울증, 불안, 자아존 감 상실 등을 증가시

킨다고 보고되고 있으며(Brenner & Levi,  1987; Melville et al, 1985), 우리와 같이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체제하에서 경제 기를 겪었던 태국과 인도네시아

에서도 정신질환의 격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서울신문, 1997. 12. 15; 연합통신, 

1998. 4. 6). 경기침체로 인한 자살의 증가 한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국, 핀란

드  덴마크에서는 실직자의 자살사망률이 1.6배에서 2.5배까지 증가하 다는 연구결

과가 있었으며(Martkkainen, 1990), Platt와 Duffy(1986)의 연구에 의하면, 실직이 자살

시도 원인의 50%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하 다. 한 이혼율의 증가 등 가족해체가 

자살과 한 련이 있다는 보고도 매우 많다(Smith et al, 1988; Cutler et al, 2000). 

지 까지 연구된 자살 험 요소에 한 연구결과들을 토 로 그 원인을 크게 구분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  원인으로 개개인과 사회와의 계가 잘못 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는 사회-경제 인 불행, 빈곤과 낮은 교육 인 성취로 특징 되는데 사회

으로 불행한 가정의 은이가 자살과 련된 행 를 할 험성이 더 높다(Bucca et 

al, 1994).

둘째, 심리학  원인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화살을 돌린 공격성, 무의식  가학성, 

평소 부모를 비롯한 상 에게 개심이나 증오심에 따른 죄책감 등에서 기인된 것으

로 악하고 있다. 

셋째, 정신 역동  원인으로 죽은 가족과 다시 만나고 싶은 욕망의 표 , 환경에서 

오는 좌 과 실망에 한 반응, 실의 어려움에서 떠나 더 나은 세상 살기를 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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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부모를 처벌하고 보복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는 부모의 

불화와 이혼, 부모의 정신병리, 부모의 약물남용, 자살과 련된 행 의 가족력, 손상

된 부모-자녀 계, 빈약한 애착과 유 , 신체 이거나 성 인 학 에의 노출(Taylor 

& Stansfeld, 1984; Pfeffer et al, 1994; Fergusson & Lynskey, 1995; Beautraai et al, 

1996)등의 가족요인과 아동기의 환경에 기인한다.

넷째, 생물학  원인으로 뇌 serotonin 기능의 하, serotonin의 사물질인 

5-hydroxyindoleacetic acid(5-HIAA)의 함량 감소, corticotropin releasing factor 의 

분비가 증가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자살로 인해 사망한 67%～96%의 사람

들이 자살을 시도할 당시 진단 가능한 정신장애를 보인다(Marttunen et al, 1993). 치

명 인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면 한 연구에서는 심한 불안, 공황 발작, 우

울, 주요 우울장애, 최근의 인 계 상실, 망감에 동반된 최근의 알코올 남용이나 

불법약물 남용, 무기력감, 무가치감, 체 혹은 부분 불면증, 불쾌감, 직업유지의 어려

움 등이 자살과 련된 행동의 주요 험 요인으로 나타났다(Hall, Platt & Hall, 1999; 

Fergusson, Woodward & Horwood, 2000). 자살을 정신과  질환과 련하여 이해하

려는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90% 이상의 자살자가 정신질환 는 독성 질환

과 련이 있다는 보고(Brent, 1987; Rich et al, 1986)가 있으며,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은 특히 연령의 증가할수록 자살과의 련성이 높다고 하고 있다(Brent et al, 1987).

다섯째, 유  원인을 들 수 있는데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가

족 내 단순 모방, 스트 스의 공유에 따른 시도,  다른 유  소인에 한 가능성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살의 원인 외에 자살의 과정을 살펴볼 때 추가되는 자살의 원인이 있

다. 자살의 과정은 Baumeister(1991)가 여섯 가지 인과 과정을 제시하 다. 첫째, 개인

이 이루고자 하는 기  수 은 높은데 비해 실 인 상태는 그에 미치지 못할 때, 

기 와 실간의 괴리가 생기게 된다. 둘째, 기 와 실간의 괴리가 생긴 이유를 자

신의 탓으로 돌려서 자기 비난과 부정 인 자기 평가를 하게 된다. 셋째, 주 의 

이 자기에게 돌려져서 고통스런 자기 지각이 더욱 첨 화되고 자신에 해 더욱 부정

으로 평가하게 된다. 넷째, 그러한 결과로 자신에 한 부정 인 정서 상태가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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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다섯째, 개인은 이런 고통스런 생각과 감정을 없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갈

구하게 되어 “인지  몰락” 상태가 유발된다. 여섯째, 몰락된 정신 상태는 자살을 못

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심리  기제들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게 됨으로 결국 자살시도

에 한 수용성을 증가시킨다.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은 특이하게 그들 자신의 미래에 해 보통과는 다른 개

념을 갖고 망 으로 비 인 시각에 확신을 갖는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역시 

부정 인 상황을 운이나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

향이 있다(Rickelman & Houfek, 1995). Leenaars(1996)는 사람들이 단순히 스트 스

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스트 스나 고통을 제 로 다루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해

결능력 부족 때문에 자살한다고 주장하 다. 그는 인지  축소가 사람들로 하여  가

능한 안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고통을 없애기 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자

살을 선택한다고 하 다. 사회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할 때 개인은 기 상황에 

처하기 한 다양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도피가능성이 없다고 단하며, 이는 자살

의 험을 증가시킨다고 하 다(D'Zurilla & Nezu, 1990). 

Dubow 등(1989)은 자살생각을 자살시도, 자살로 이어지는 자살행 의 연속  과정

의 출발 으로 보았고, Kumar와 Steer(1995)는 자살하기 한 바람, 상상 는 계획

은 실제 자살 시도에 앞서는 과정으로 자살충동은 자살시도의 요한 언지표로 제

시되어왔다고 하여, 자살충동과 자살의 높은 연 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생동안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들의 34%는 자살을 계획하고 자살을 계획한 사람들 

 72%는 자살시도를 하며, 계획 없이 자살을 생각하기만 했던 사람들  26%는 계

획에 없는 자살시도를 한다. 이런 변화의 다수는 자살사고가 발생한 후 일년 내에 

이루어지는데, 자살 계획자들  60%를 차지하고 비계획자들  90%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들은 자살사고와 자살계획의 유무가 자살시도 험은 자살사고

의 발생 후 첫 1년 이내로 국한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살시도자의 부분이 실제 

죽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면서 자살시도와 자살의 연 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자도 있으나(Meehan et al, 1992), 부분의 연구자들은 선행된 자살행동은 그 다

음 이어질 자살행동의 가장 유력한 측가능지표이다(Rich et al,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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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 후 살아남은 사람들은 추후 더 비하여 완벽한 자살 시도를 행함으로써 

미래에 더 높은 자살 험성을 가지고 있다(Jenkins, Hale, Papanastassiou, Crawford 

& Tyrer, 2002; Mann, 2002). Nordentoft와 Rubin(1993)은 자살시도후 첫 4년 동안 

자살시도에 성공한 사람이 87%로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하 으며, Hopkins 등(1995)은 

이 에 최소 1회 이상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이 다시 자살시도를 하는 경우가 25～40%

라고 하 다. 

B . 자살 의 방 과  치 료

방과 치료의 구분은 시 의 문제인데, 방은 문제가 발생하기 에 개입하는 

것이며, 치료는 일단 문제가 생긴 후 혹은 최 의 개입시기가 지난 후에 시작되는 것

이다. 그러나 자살과 련된 경우는 다른 정신과  장애와는 달리 한 번의 시도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살과 련된 문제가 발생하기 에 방하는 것이 가

장 요하다. 1차 인 방의 상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체이고, 2차 인 방은 조

기개입을 의미하며, 3차 방은 자살과 련된 행동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개인에 

을 두는 것으로 구분된다(Cantor & Baume, 1999).

국내에서의 자살 방에 한 연구는 청소년, 군인, 노인들을 상으로 매우 활발

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간호학에서 다양하게 이 지고 있다.

자살의 방 로그램은 청소년, 학생, 노인, 군인들을 상으로 자살요인으로 

평가되는 자살생각, 우울, 낮은 자아존 감, 문제해결능력 부족 등에 한 재를 통

한 자살 방 로그램 개발 연구들이 있고 자살시도자를 상으로 하는 치료방법

으로 인지행동치료와 변증법  행동치료 정신분석요법을 시행하는 치료 로그램이 

있다.

김지 (2005)의 학교 장에서의 자살 방 로그램 효과 검증 연구에서는 여자

학교 1학년생에게 자살 방 정보교육과 자살 방 집단상담 로그램을 함께 시행한 

40명, 자살 방 정보교육만 시행한 40명, 무처치 집단 40명을 시행한 결과 자살 방 



- 12 -

집단상담 로그램을 병용한 군에서 스트 스 처방식이 정 으로 변하 고 우울 

정도는 감소하 으며 자살생각은 감소하 고 자살인식 정도는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 자살 방 로그램의 구체  내용은 Ellis(1993)의 합리  정

서  행동  치료(REBT: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를 용하 는데 학생

들이 자살까지 래할 수 있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스트 스 상황에 하여 건강하지 

못한 처방식을 진행자와 래 참여자들의 의견을 나 면서 학생 스스로가 건강한 

안을 찾게끔 격려하는 안의 제시기법을 활용하 고, 두 번째 Beck(1976)의 인지

 치료의 기법으로 형 인 부정  사고인 세계에 한 부정 인 자기 평가 그리고 

성격  단 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서 오는 자기 비난, 미래에 한 부정  지각을 

극복하기 한 기법들을 성격유형검사(MBTI : Myers Briggs Type Indicator)를 실시

한 후 자신의 장단 에 해 서로 나 는 시간을 가졌으며 세 번째, Meichembaum의 

자기교습 훈련을 자살시도나 자살 방에 한 자신의 부 응 인 자기말을 자각하고 

규명하도록 훈련하고 이에 치료자가 보다 효과 인 언어  행동 방향을 말하면서 시

범보이는 방법을 용하 다. 

이정숙 등(2007)은 실험군 54명, 조군 68명을 상으로 매주 45분씩 10회기의 자

살 방 로그램을 실시하여 우울, 자살생각, 문제해결능력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자

살생각을 감소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 효과 인 재방안이라고 하 다.  

로그램의 구체  내용은 인지행동치료의 4단계로서 자기탐지, 자기지시, 자기강화, 

자기효능감-자기강화를 토 로 구체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우울 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장기 이고 개별 인 상담 로그램이 요구된다고 주장하 다.

이 외에도 자살 방을 한 로그램을 개발한 연구들이 군인들을 상으로 이

지긴 했으나(이창훈, 2004; 이주실, 2007), 이들 연구는 자살을 방하기 해서 일반

인이 아닌 군인들을 상으로 이 졌으며 주로 긴 기간의 인지행동치료가 이 졌기 

때문에 병동에서 응  처치 후 입원한 자살시도자들을 상으로 활용하기에는 시간

으로나 방법 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처럼 자살과 련된 행 에 있어 방이 요하지만 실제로 자살과 련된 행

를 방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된다. Vlasak(1975)가 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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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살시도 환자들은 일반 인 환자의 역할이나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 한 지속

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단을 수용하지 않거나 여 히 죽

음에 한 소망을 갖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다른 환자와는 달리 치료에 순응하거나 

치료자와 환자와의 조 인 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육성필, 2002).

Shneidman(1987)은 자살하려는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살행동을 참을 

수 없는 불안 혹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멈추기 한 노력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 는

데, 어떤 방식으로 표 하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자신에게도 자살행동을 통

해 얻기를 원하거나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는 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살에 한 험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자가 즉각 개입하여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

람이 경험하는 혼란감을 여 주어야 한다. 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화, 자조집단, 자살 방센터, 상담기  등의 도움(Jobes, Jacoby & Hustead, 1997)을 

받아 자살 이외의 보다 다양한 응과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자살시도 환자를 치료할 때 처음에는 자살시도 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치료목

표로 하고 나 에는 자살경향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치료목표로 세워야 하며, 자살하

려는 사람의 취약성, 자살과 련된 행동의 목 , 보호요인과 같은 환자의 강  등에 

한 평가를 잘 하면 할수록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Maris et al, 

2000).

재 자살시도 환자를 한 치료에는 기상황이 해결되거나 기상황 이 의 안

정상태가 될 때까지 환자의 안 과 삶을 유지하기 한 기개입, 시간 제한 인 치

료로 변화를 최 화하려는 단기치료, 구조화되고 문제 심 인 치료로 역기능 인 

인지와 행동을 확인하고 변화시키려는 인지행동치료, 수용과 변화 혹은 타당화와 문

제해결 사이의 균형을 얻으려는 변증법  치료, 환자가 심리 인 고통이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도록 통찰을 얻게 하는 정신분석 치료, 자살을 유발하거나 진하는 것과 

련된 생화학  과정을 조 하는 약물치료, 기충격치료, 자살시도의 의미를 가족 

안에서 이해하고 가족의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가족치료, 자살시도 환자에게 사회

 지지를 제공하고 사회기술을 발달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집단치료 등을 들 

수 있다(육성필, 2002).



- 14 -

자살시도 환자를 한 다양한 치료법들(O'Neal, 1997; Zoltan, Nora & Kitty, 2002)

이 있기는 하지만 임상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치료 근 에서 인지행동치료가 구조

화가 잘 되어 있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인지오류를 찾을 수 있기 때

문에 자주 사용된다(Spirito, Bogers & Donaldson, 2000). 그리고 많은 치료법 에서 

인지행동  근이 자살시도 환자를 상으로 문제해결(Gibbons et al, 1978; 

McLeavy et al, 1994; Salkovskis et a., 1990), 치료 종결 후의 이행(Hawton, 1981; 

Moller et al, 1989), 반복 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Overstone & Krietman, 1974; 

Hawton & Fagg, 1988), 행동치료(Liberman & Eckman, 1981) 등 다양한 주제들에 

한 연구들이 이 지고 있다. 

자살시도 환자를 한 간호 재 연구는 국내에서는 무하 으며, 심리학과에서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시도자를 상으로 심리  특성을 악하고 자살 련변인을 

탐색하여 치료 로그램을 개발한 육성필(2002)의 연구가 있는데, 자살생각이나 자살 

시도 등의 문제로 4개의 군병원 정신과를 방문한 67명을 상으로 스트 스 처방

식, 문제해결능력, 망감, 우울, 자살생각을 설문조사한 후 10회의 인지행동치료 로

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한 결과 이들 자살 련요인의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변화

하 다고 보고하 다. 

일반 으로 자살시도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정신치료  근법은 인지행

동치료(CB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와 변증법  행동치료(DBT; dialectical 

behavioral treatment)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치료는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다(이 헌, 

2004).

자살시도 환자를 효과 으로 돕는 방법은 환자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는 배려가 

요하다. 인지행동치료는 재 환자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요소를 다루게 된다. 

인지행동치료는 특정 질환이 생기는데 여하는 특성을 이해하여야만 환자 개개인에

게 맞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에서 출발한다(이 헌, 2004). 즉, 우울증 환자들에 

해서는 우울증 증상을 일으키는 기 을 이해해야 하고, 이것은 공황장애나 폭식증 환

자의 기 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우선 으로는 치료  계나 치료동맹을 잘 형성하

는 것이 치료가 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가장 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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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고나 행동을 지속 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효과 이고 

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된다(Beck et al, 1999). 자살 사고를 지속시키는 심리  요소

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인지 특성 상 문제해결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특히 인

계 문제의 해결 기술이 부족하고, 둘째는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기억의 변수를 지니고 

있다. 그 밖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것 등이 있었는데, 치료는 이러한 요소

들을 개선하여 자살시도와 자살 성공률을 떨어뜨린다(이 헌, 2004).

문제해결능력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고, 선택된 해결책을 개선하는 능력이

다. 자살하는 사람은 문제해결 능력의 결핍을 나타내며, 이러한 결핍과 특정 이지 못

한 기억들 사이에 련성이 있다(Pollock & Williams, 1998; Schotte & Clum, 1987).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기억의 개선을(어떤 특정 문제나 해결되어야 할 문제, 이

에 성공 이었던 략들) 필요로 하는데, 실제 으로 다양한 략들과 이 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를 성공 으로 해결하기 해서 각 문제의 특성을 시

하여야 한다. 특정 이지 못한 기억들로부터 문제 해결 능력의 장애가 생기고 이것이 

희망이 없다는 느낌으로 이어진다(Cannon, Mulroy & Otto, 1999). 인지행동치료를 이

용한 문제해결 훈련은 문제 해결 능력의 장애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의 특이

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시한다(이 헌, 2004). 

인지행동치료를 통한 문제 해결 치료의 목 은 정신치료 도 에 얻어진 것들을 향

후 다른 상황에서도 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인지행동치료 에서 문제해결치

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은데(Hawton & Kirk, 1989), 그 략은 첫째, 문제 의 리스트

를 작성하고, 둘째는 요성과 향력, 단기 치료 후의 효과까지 고려하여 문제 의 

우선순 를 정한다. 셋째로는 조건 없이 의견을 제시하는 세뇌를 통하여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고려한다. 넷째로는 가능한 해결책을 체계 으로 검토하여, 특정 해결책을 

선택한다. 다섯째로는 선택된 해결책을 더욱 세부  단계로 나 다. 여섯째, 각각의 

단계에서 실제 으로 상되는 어려움과 인지  혹은 정서 인 문제 들을 포함하여 

상되는 문제 들을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다음단계로 나아가기 이 에 단계들 사이

의 과정을 체계 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인지행동치료는 특정문제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체계 인 문제 해결 략을 학습하도록 한다. 이러한 문제해결방법은 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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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던 문제에 해 희망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인지행동치료의 효과에 해서는 Salkovskis 등(1990)이 최근에 자살을 시도한 사

람이나 반복 인 자살시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단기간의 인지행동치료-문제해결치료’

가 ‘통상 인 치료'보다 효과 이었으며, 자살시도를 감소시키고 우울이나 망감, 그

리고 개인 인 문제들까지 해결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 다. Alta 등(1992)은 문

제 해결 치료가 자살 이외의 문제로 응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었다고 보

고하 다. 자살시도 환자에서 문제 해결 치료는 치료의 기간이 짧다는 이 (5회～10회

의 치료)이 있고, 자살시도의 횟수를 여 다는  이외에도 우울감이나 망감 등 

정신병리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 치료는 비교  그 용 범 가 좁

다는 단 이 있다.

변증법  행동치료는 Linehan(1993)에 의해 도입된 치료법으로, 만성 으로 자살의 

험을 지니고 있는 ‘경계선 인격장애’ 환자들을 돕기 해 시행되었다. 어린 시 에 

병이 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생물학 으로 취약성을 지닌 환자들이 감정조 에 

어려움을 보이게 되며 이것이 자살의 요인자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서  

불안정성이 행동의 문제, 인 계의 문제, 인지 인 문제들과 함께 이러한 환자들에

서 특징 인 자살행동을 일으킨다. 변증법  행동치료의 핵심 기술로는 ‘환자에 한 

비난’을 하지 않고, 타당성과 능력에 을 두며, 치료자는 환자가 자신의 감정반응

을 조 하여, 극단 인 행동을 자제하고, 자신의 반응을 수용하도록 돕는 것에 을 

두는 것이다. 변증법  행동치료는 문제 해결 치료를 심으로 여러 보조  치료, 지

지  집단치료, 화상담 등을 이용하게 된다. 이것은 치료 계를 더 시하며, 핵심

기술로는 심리 인 고통을 다루기 한 일종의 명상법이나 인 계의 효율성 기술훈

련을 사용한다. 변증법  치료의 효과는 통상 인 치료에 비해 자살시도를 이고 서

비스 이용률을 높인다고 알려졌으며, 단 으로는 복잡한 패키지로 구성되며, 1년 이상

의 기간 동안 1주일에 수차례씩 치료하여야 한다는 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리는 

호 을 기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Sande 등(1997)은 자살시도자에 한 정신사회  재에 한 체계  검토 연구에

서 자살시도자를 상으로 추후 리에 한 연구를 크게 4가지로 분류했는데 첫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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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부족에 한 정신과  리’로서 자살시도자들의 정신과 의사나 련 치료자들이 

치료를 제공한 후에 이를 지속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에 한 략이 부족하

기 때문에 편지나 면담을 통한 퇴원 후에 가능한 빨리 환자와의 이 있어야 한다

고 하 다. 둘째는 첫 번째 자살시도 후 3주 이내에 자살 험이 있는 환자가 즉시 정

신과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의하여 심각한 자살시도를 하지 않도록 

방해 주는 ‘보증된 안  쉼터’, 셋째는 ‘정신사회  기 재’로서 3개월 동안 1주일에 

1번 정신 간호사나 사회사업가가 자살시도자를 만나서 문제 해결을 한 안을 함께 

찾고 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인지행동치료로서 문제해결  처 능력 

부족, 부정  인지에 한 개선을 통해서 인 계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을 조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재들이 있다고 보고하 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자살시

도자를 한 재들은 그 시 이 자살시도자들이 병원이 아닌 가정으로 복귀 후 시행

된 연구들이었으며 자살 시도 후 입원한 환자들에게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간호 재

로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C . 인 지 행 동 치 료

Beck(1967)의 인지행동치료 이론은 우울증 환자에 한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스트 스 소인 모형을 나타낸다. 즉 일부 사람들은 기 학습 경험의 결과로서 역기능

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울증에 취약할 수 있다고 가정하 다. 이런 믿음은 오랫

동안 잠재되어 있으나 그 개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달하는 사건에 의해 화된다. 

Beck(1995)은 우울증에 취약한 기  믿음을 무력하게 된다는 믿음 혹은 사랑받지 못한

다는 믿음으로 분류된다고 제안하 다. 그리하여 통제할 수 없거나 계를 맺는데 있

어서의 어려움과 연 된 사건은 이런 믿음을 활성화시켜 우울 증상 발생에 요하다. 

인지행동치료는 개인의 핵심 이고 부정 인 믿음을 독특하게 악하고 증상의 발

생과 유지를 설명하는 인지  개념화의 토  하에 개입이 선택된다(김정범과 이상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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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Robinson, Berman & Neimeyer, 1990; Gloaguen et al, 1998)에서 인지행

동치료는 우울증 환자를 효과 으로 치료하는데 약군보다 우수하고 인 계치료나 

단기 정신역동치료만큼 효과 이라는 것이 밝 졌다.

최근의 한 조연구(DeRubeis et al, 2005)에서, 인지행동치료는 증의 우울증 환

자에게 약물치료만큼 효과 이었는데, 이런 결과가 치료자의 경험에 따라 향을 받

을 수 있다는 지 이 있었다.

한편, 증의 우울증 환자들이 덜 심한 환자들보다 인지행동치료에 유사한 반응을 

보이지만 반응이 더 늦다는 연구결과 들이 있다(Thase et al, 1991). 따라서 증의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조  더 집 인 인지행동치료가 필요하다고 이 연구에서는 제

시하고 있다. Scott 등(2001)도 비슷한 상에 주목하여, 증의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

는 인지행동 치료자들은 가설 검증과 같은 인지  기법보다는 상당기간 행동의 활성

화를 목표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 하 다. Shapiro 등(1994)은 경증, 등도, 증

의 세 가지 우울증군에서 인지치료의 기간(8회나 16회로 하여 실시)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 다. 그 결과 경증 혹은 등도의 환자들은 8회 혹은 16회의 인지행동치료에 

비슷하게 반응하 으나, 증의 환자들은 8회에 비해 16회에서 유의하게 호 되었다. 

Thase 등(1997)은 우울증상 정도와 약물치료의 병합치료의 이 을 평가하기 해, 

595명의 환자와 6개의 연구를 상으로 한 메타 분석에서 덜 심한 우울증 환자들은 

약물병합치료로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다. Keller 등(2000)은 만성 우

울증 환자 681명을 상으로 약물치료와 인지행동  개입, 그리고 약물병합치료의 효

과를 비교하 는데, 병합치료가 각각의 단독치료보다 유의하게 효과 이었으며, 이 연

구에서 시행된 인지행동  개입은 인지행동  분석체계라는 특별한 정신치료로서, 인

지  요소와 행동  요소, 그리고 인 계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McCullough, 2000). 

Brown 등(2005)은 이러한 인지행동치료가 자살시도 환자들의 재발 험을 감소시

키는데 효과 이라고 하 으며, Salkovskis, Atha & Storer(1990)도 반복된 자살시도 

환자들을 상으로 한 문제해결을 한 인지행동치료가 우울, 자살생각, 망감에서 

효과 이었음을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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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의 결과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자살시도로 입원한 환자들을 한 기

재 로그램을 인지행동치료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개발하고 용하여 그 효과를 확

인하고자 한다. 

D . 자살 과  인 지 행 동 치 료

재까지 자살의 원인과 취약성 등에 한 연구가 많이 이 졌으며, 치료와 련된 

연구는 주로 자살 방과 조기 개입에 한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 다(Dew et 

al, 1987; Maris, 2002; Kutcher, Szumilas & Mann, 2007; Aseline et al, 2007). 장기

간 동안의 추후 리의 효과(Chowdhury, Hicks & Kreitman, 1973; Hawton et al, 

1981), 자살 험 요인에 한 인지행동, 문제해결, 심리 사회 인 근의 유용성

(Lerner & Clum, 1990, de Groot M et al, 2007; Brown et al, 2005)을 주장한 연구들

도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일반 성인 에서 실제 자살시도 환자를 상으로 개발

된 치료 로그램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이론  원리는 Beck(1967)의 인지이론을 토 로 하여 자살 기를 이해

하기 한 모형을 기본으로 하 다(그림 1).

선행연구에서 밝 진 자살의 향요인으로는 질병, 우울, 망감, 자살생각 순이었

고 Wenzel, Brown과 Beck(2009)의 "자살행동에 한 인지모형“ 에 의하면 자살 스키

마가 있는 사람이 망감 상태와 자살 련 신호에 의해 자살생각에 집 되고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자살 시도가 일어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우울과 자살, 특히 자살시도 환자들에게 부족한 문제해결능

력 부족에 한 선행 인지치료 연구에 기 한 인지행동치료를 용하고자 하 다. 우

울에 한 인지  에서, Beck의 인지치료는 우울 반응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 의 

하나이다. 이 이론은 우울한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경험, 미래에 해 부정 인 

을 가진다고 설명하 다. 게다가 유아기에 자신과 미래, 외부세계에 한 부정 인 인

지 개념화에 의해 우울해 질수 있음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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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일반  인지 이론. 

출처 : Wenzel과 Beck(2008)의 A cognitive model of Suicidal behavior, p.55

많은 연구에서 우울과 자살사이의 요한 매개변인으로 망감을 정의한다. 재 

자살의도에 한 지표와 미래의 자살행동에 한 측인자로서 망감을 가리킨다

(Beck et al, 1990; Bonner & Rich, 1987; Cotton & Range, 1996). 그리고 망감이 

조 된다면 우울감이 멈출 수 있다고 하 다(Baumeister, 1990).

그리고 몇몇 연구에서 자살하려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 사이에 문제해결능력의 차이

가 있음을 주장하 다(Beck & Weishaar, 1990). 자살은 개인의 문제해결방법의 가장 

부 한 감정의 극 이라고 볼 수 있다(Beck & Weishaar, 1990). 그러나 문제해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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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부족은 우울감, 망감, 자살생각의 원인일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다(Dixon et 

al, 1993). 

우울과 자살에 한 인지  취약성에 한 개인의 성격  특성 에서는 낮은 자아

존 감(Hammond & Romney, 1995; Oliver & Paull, 1995), 낮은 자기효능감(Haaga 

et al, 1995; Oliver & Paull, 1995), 사회  소외감과 외로움(Bonner & Rich, 1988) 등

이 있다.

요약하면, 우울하고 자살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정서  인지 으로 삶의 문제해결이

나 인 계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고(Bonner & Rich, 1987), 이에 한 평

가는 우울, 망감, 자살행동에 한 인지  측인자로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기 재 로그램은 자살시도환자들이 자살과 련된 인지

인 왜곡과 핵심신념을 다루고, 인지 인 왜곡에서 반복 으로 떠오르는 자동  사고

에 해 악하고 이로 인해 기인되는 정서  경험과 행동문제를 악하여 자살을 유

발하는 스트 스나 어려움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합리 이고 

하게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다. 본 기 재 로그램은 Wenzel, 

Brown과 Beck(2009)의 자살시도 환자를 한 인지행동치료를 심으로 Ellis와 

Newman(1996)의 ‘Choosing to Live’를 육성필과 이혜선(2005)이 번역한  '자살하고 

싶을 때'의 치료기법들을 참고하여 인지행동치료를 기 로 자살시도환자를 한 기

재 로그램을 6회기로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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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램

개 발

로그 램

용

로그 램

효 과 검 증

1. 연구목 에 따라 

련이론 고찰  자

살시도 환자를 한 

로그램 조사

2. 인지행동이론에 근

거하여 로그램 내

용 구성

3. 개별치료 6회기로 

구성된 자살시도환자

를 한 기 재 

로그램 개발

➡

1. 실험군 15명으로 

연구 상자 선정

2. 경기 A종합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로그램 용

3. 2009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상

자별로 6회에 걸쳐  

자살시도 환자를 

한 기 재 로그

램 실시

➡

1. 단일군

  원시실험설계

2. 사례분석

Ⅲ. 연 구 방 법

본 연구의 연구과정은 크게 로그램 개발과 로그램 용  효과검증의 2단계로 

진행되었다. 각 단계의 연구 방법은 단계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연구 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2>과 같다.

< 그림 2 > 연구과정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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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 재  로그 램  개 발 단 계

본 연구의 기 재 로그램은 인지행동치료를 기본으로 하 다. 첫 번째 특징은 

구조화되고 시간 제한 이라는 것이다. 환자들은 각 회기마다 문제 해결을 해 극

으로 참여하고 목  지향 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연구자와 상호 동 하여야 

한다. 다른 인지행동치료와 달리 자살시도 환자를 한 기 재 로그램에서는 최

근의 자살 기와 련된 특별한 생활 사건에 을 맞추어야 한다. 즉, 자살생각이나 

자살의도를 교정하고자 하는 략으로서의 직 인 방법이나 직업을 찾고 미래에 

한 희망을 갖고 삶의 의미를 찾는 간 인 방법을 통해 자살 방에 을 맞추는 

것이다. 이 게 함으로써 환자들은 과제물이 자살 기와 련된 생활사건을 회기에서 

다룰 수 있는 략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두 번째 로그램의 특징은 환자의 상황에 한 해석과 실 인 방법으로 그 상황

에서 평가하는 방법에 을 맞춘다는 것이다. 치료자는 인지행동모형에 해서 환

자에게 정서  경험과 행동  반응과 연 된 해석과 오해에 해 설명해 으로서 환

자는 자신의 자살 기와 련된 부정  사고를 정의하고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토 로 자살시도 환자를 한 기 재 로그램의 회기별 구조와 내용을 구

성하 다. 

1. 기 재  로그 램 의 회 기 별  구 조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한 자살시도 환자를 한 기 재 로그램의 각 회기는 

다음과 같은 기본 구조를 가진다. 즉, 환자의 기분 측정,  회기에 한 연결, 주제 

소개, 과제물 검, 주제와 련된 토론, 요약, 과제물 제시, 체  회기 요약  피드

백으로 구성하 다.

첫째, 간단한 기분 측정은 회기 반에 간단하게  회기 이후 환자의 기분을 확인

하 다. 회기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하기 보다는 간단하게 기분이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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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으로써 확인하 다. 둘째,  회기와의 연계는 환자가 지난 회기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확실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이다. 지난 회기부터 

이번 회기까지의 내용을 연결시킴으로써 치료자는 지난 회기의 주제에 한 변화를 

확인하 다. “지난 회기에 우리는 무엇이  다른 자살시도를 방하기 해 요하다

고 얘기했었지요?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지난 회기에 불편했던 것이 있었나

요?”등의 질문을 하 다. 셋째, 주제를 선정한다. 주제 선정은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명백하고 상호 력 인 것이다. 주제는 한 회기와 다음 회기의 연 성이 있어야 하므

로 개 치료목표와 련이 있다. 치료자는 환자의 요구와 치료목표가 잘 목되도록 

설명하 다. 자살환자를 한 로그램의 은 자살 기와 가장 한 문제, 추후 

자살행동을 막기 해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재, 치료 참여나 치료 이행을 방해하는 

생각, 신념, 행동들이었다. 질문으로는 “오늘 우리는 무엇에 가장 을 두어야 할까

요?”라고 하 다. 넷째, 과제물을 검한다. 과제물은 환자가 자신의 생활에서 경험하

는 문제를 회기 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해서 매

우 강조하 다. 다섯째, 주제에 하여 토론한다. 이 단계는 로그램의 가장 핵심

인 부분이다. 환자는 자신의 힘들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치료자는 환자가 그 상황의 

의미를 이해하고 더 균형 인 해석과 처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기 해서 자살

련 인지행동치료 략을 사용하 다. 여섯째, 회기 간 간에 문제를 재진술하고, 

문제에 한 토론의 결론, 환자가 계획할 수 있는 방법 등에 해 정리해 주었다. 일

곱째, 다음 회기까지의 과제물에 해 알려주었다. 마지막으로 각 회기의 마지막 5분 

동안에는 회기동안의 환자의 소감을 들어보고 치료자가 회기 체 인 부분을 요약

하 다.

2. 기 재  로그 램  내용

본 연구의 로그램 내용을 구성하기 해서 연구목 에 따라 련이론을 고찰하고 

자살시도 환자를 한 치료 로그램을 조사하 다. 국내의 자살시도 환자를 상으

로 한 재 로그램이 무하므로 Wenzel, Brown과 Beck(2009)의 “자살시도 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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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지행동치료”를 기 으로 로그램의 체 단계를 구성하 다. 자살시도 환자의 

인지행동치료는 자살행동의 분류체계, 정신과  장애의 특별한 일반 인지모델, 일반 

인지 략을 포함한다. 

이 치료 로그램은 자살시도 환자가 요한 인지 , 행동 , 정서  처기술이 부

족하고, 자살 기 동안 학습된 처기술을 사용하는데 실패했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는데도 실패했다는 것을 제한다. 한 로그램의 가장 요한 두 가지는 자

살시도 환자가 자신들의 처기술과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부 응  자동  사

고와 핵심 신념이다. 이 치료 로그램의 첫 번째 목 은 응  처 략을 획득하고, 

사는 이유를 정의하고 희망을 가지기 한 인지  도구를 개발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지지 체계와 연결을 증가시키고, 의학 , 정신과  사회서비스와

의 연계를 지속함으로써 미래의 자살행동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Wenzel, Brown과 Beck(2009)은 치료 도입기, 자살행동의 인지재구성, 치료 기, 

치료 종결기로 구분하 다.

치료 도입기의 목표를 사 동의, 인지행동치료의 구조와 과정에 한 설명, 환자의 

치료개입, 자살 험 사정, 안 계획 개발, 희망감 달, 환자가 최근 자살 기동안 일

어난 사건 이야기하기이다. 인지 재구성은 기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인지재구성은 본 연구에서 추 인 역할을 한다. 이는 취약요인, 자살 련 신념과 

인지, 자살 기시의 인지과정을 통합하는 인지모델에 기 한 자살시도환자의 임상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의 목표는 자살 기 이야기하기, 자살 기 타임

라인 구성하기, 인지재구성 하기, 치료목표 정하기, 재 략 선택하기이다. 로그램 

진행자는 처음 환자를 만났을 때, 환자가 드러낸 정보, 챠트로부터의 정보, 유사한 환

자에 한 경험 등을 통합하여 환자의 자살과 련된 인지개념화를 형성한 후에 추가 

정보를 얻고, 환자와의 계가 증진되고, 환자의 행동을 찰하면서 인지 재구성이 이

진다. 

치료 기에서는 치료자와 환자가 함께 특별하고 구체 인 자살 기 리 략을 

개발하고 미래의 자살행동에 해 환자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감소시키는 작업

을 한다. 치료자가 선택한 재는 환자의 최근 자살 기에 한 인지  사례 개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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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도출된다. 행동  정서  처 략은 환자의 지속되는 불편감을 즉시 완화시

켜주기 해서 종종 치료에서 첫 번째 목표가 된다.  사회  지지체계의 향상과 연계 

서비스와의 유지 증진에 한 행동 략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미래 자살 행동에 한 

환자의 취약성을 감소시켜 다. 인지 략은 3가지 주요 목표를 가진다. 최근 자살행동

과 연 된 신념을 교정하고, 환자들이 기상황에서 죽음에 이 맞춰질 때 삶의 

이유를 떠올리게 하고, 체계 이고 근거 있는 방법으로 미래 자살행동의 충동을 포함

한 문제 해결 기술을 발 시키는 것이다.

치료 종결기에서는 최근 자살 기, 최근 자살 기에서 사용된 처기술, 미래의 자

살 기에 해 검해 보고 치료를 지속할지, 다른 치료로 환할지, 치료를 종결할

지를 결정한다. 

이상에서의 내용과 자살시도 환자의 체로 짧은 입원기간을 고려하여 기 재 

로그램을 구성하 다.

1회기 : 사 동의  환자의 치료개입단계이다.

치료자는 환자로부터 설문지 조사와 치료 참여에 해 사 동의를 구하 다. 윤리

 원칙에 따라 환자가 이해 가능한 용어를 사용하여 환자에게 로그램의 구조와 내

용에 한 설명과 사생활과 환자정보와 한 비 유지, 치료의 잠재  험이나 이득

에 해 정보를 제공하 다. 

자살시도 후 입원치료를 한 환자의 20～40%만이 외래추후 리를 받았다는 연구결

과에서도 보이듯이 환자의 치료에 한 개입단계는 매우 요하다. 자살시도 환자들

은 낮은 경제  상태, 혼돈스러운 생활패턴, 치료에 한 부정  태도, 심각한 정신장

애, 약물이나 음주 남용, 자살 기에 한 수치감, 낙인, 정신건강서비스에 한 부정

 문화  신념 등 때문에 추후 리가 잘 이 지지 않는다. 따라서 치료자가 치료에 

환자를 개입시키고 지속시키기 해서는 매우 극  태도가 필요하다. 이를 해서

는 첫째, 치료자는 환자가 이 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고통스러운 자살 기 상

황에 해 이야기 하는 것이 환자에게 매우 심한 스트 스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해야 한다. 둘째, 환자가 의학  서비스를 찾는데 장벽이 될 수 있는 문화 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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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환자들이 치료를 계속 참여할 수 없게 만

드는 요인, 그런 요인을 극복하는 방법 등을 알기 해서 일반  인지치료 략을 사

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살 시도 환자들은 자살행동으로부터 이차  이득을 

얻기 때문에 자살에 해 이야기하는 것에 해 양가감정을 갖는다는 것을 숙지하여

야 한다. 

2회기 : 자살 험 사정 단계이다.

자살시도 환자들은 고 험군 집단이기 때문에 치료 기에 심층  자살 험 사정은 

매우 요하다. 자살 험 사정 단계의 목표는 자살행동과 련된 정신  의학  장

애를 확인하고, 치료와 련된 자살 험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자살 험사정 도구

에서는 자살생각, 자살 련행동, 정신과  의학  진단명, 정신과 병력, 정신사회  취

약 ( : 망감), 정신사회  취약 ( : 최근의 상실)을 포함한다. 험요인과 보호요

인을 한 면에 기록하는 것은 각 요인의 상  요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

다. 자살 험요인뿐만 아니라 보호요인을 조사하는 것은 자살 험을 감소키기 해서

이다. 환자의 자기 진술과 의무기록, 다른 정보 등에 한 평가를 통해서 환자의 최종 

자살 험 요인을 결정한다. 

3회기 : 안  계획 개발 단계이다.

자살 험인자를 결정한 후에 환자가 미래의 자살 기에 한 험에 놓 을 때 그 

험요인을 다룰 수 있도록 하기 해서 ‘안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안 계획의 

목 은 기가 아닌 상황에서 처기술을 발달시킴으로써 기 순간에 이용할 수 있

도록 비하는 것이다. 

안 계획은 자살 기에 선행되는 경고신호 인식하기,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처기술 확인하기,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하기, 정신건강 문가나 단체와 연

락하기를 포함한다. 안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읽기 쉽고 환자의 말로 작성되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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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기 : 인지 재구성 단계이다.

인지재구성 단계는 자살 기 이야기하기, 자살 기 타임라인 작성하기, 인지재구성 

하기, 치료 목표 정하기, 재 략 선택하기로 구성된다. 자살 기 이야기하기에서 

목표는 환자가 자살 기 , 동안, 후의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치료자는 

환자가 인지행동 모델을 용하여 자살 련 사건에 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치료자와 환자는 함께 자살 기 동안 작동한 자살 련 인지 과정뿐만 아니라 자

살 기에서의 인지와 감정, 행동 등을 함께 이해하는 작업을 한다. 자동  사고는 자

살 기의 이유나 동기와 연 되기도 하고 자살하고자 하는 의도와 련되기도 한다. 

자살 기 자동  사고일지 작성하기는 자살 기 사건에 한 이야기에 기 해서 발

사건, 인지, 감정, 행동을 통합하는 자동  사고일지 작성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는 감

정표출과 많이 동반된다. 

인지 재구성 단계는 치료 기에서 정 에 해당한다. 인지 재구성의 목표는 환자의 

개인력 속에 있는 다른 요인들까지도 설명하면서 자살 기에 한 이해를 한층 더 깊

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 재구성하기는 자살 기동안 경험했던 사건과 자동  사

고뿐만 아니라 자동  사고와 련된 핵심신념, 간신념, 어린시  경험 까지도 포함

한다. 가장 요한 치료목표는 추후 자살행동에 한 방이다. 부분의 환자가 자살

방이 치료목표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종종 많은 환자들이 최근의 기는 

이미 과거이고 다시는  다른 기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살 방을 치

료목표로 여기지 않는다. 두 번째 치료목표는 자살 험과 련된 취약 을 포함한다. 

자살 기와 련된 인지왜곡을 찾고 재구성하고 감정조 기술, 문제해결기술 등을 향

상시키는 것이다. 

5회기 : 새로운 처 략 찾기

치료목표를 정하면 치료자와 환자는 추후 자살행동을 방할 수 있는 한 인지

 행동  재를 선택한다. 이는 인지개념화에 기 해서 치료자와 환자는 삶을 

하거나 험하게 한다고 지각된 문제나 기술부족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개 자동  사고나 행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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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는 재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감정조 , 문제해결 처기술 등 새로운 

정서  행동  재를 새로운 처기술로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6회기 : 희망 불어넣기

Wenzel, Brown과 Beck(2009)의 “자살시도 환자를 한 인지행동치료”에서는 ‘희망 

불어넣기’가 인지개념화 단계 단계 으나 본 연구에서는 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종

결단계로서 구성하 다. 총 6회기의 체 로그램 진행기간 동안의 환자의 변화에 

해 검하고 앞으로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희망을 불어넣고 죽는 이유가 아닌 사

는 이유를 강화하기 함이다. 

3. 문 가 타 당 도  검 증

자살시도 환자를 한 기 재 로그램의 내용을 와 같이 6회기로 구성한 로

그램을 정신간호학 교수 1인, 정신과 문의 1인, 정신 문간호사 1인으로 구성된 

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개별 으로 로그램에 한 평가를 받아 수정 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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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사전조사 중재 사후조사

실험군 Ye1 X Ye2

B . 로그 램  용   효 과 검 증  단 계

1. 연 구 설 계

본 연구의 연구설계는 원시실험설계 방법  단일군 후설계 방법을 사용하 다.

1) 단일군 원시실험설계

본 연구는 원시실험설계 가운데 단일군 후시차설계 방법을 사용하 다. 본 연구

의 연구 설계 모형은 다음 <그림 3>와 같다. 

< 그림 3 > 단일군 후 원시 실험 설계

본 연구는 크게 IRB 승인, 연구 상자 선정, 사 조사, 로그램 실시, 사후조사의 

5단계로 이루어졌다(그림 4).

1단 계  : I R B  승 인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 IRB 원회에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   연구방법을 포함

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1차 수정 후 재심의 과정을 거쳐 2009년 11월 승인을 받음

으로써 윤리  심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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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계  : 연 구 상 자 선 정

경기도 소재 A 종합병원 정신과 병동 문의에게 본  연구의 목 과 필요성, 연구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에 한 동의를 받았다.

자살 시도 후 입원한 환자  담당 공의로부터 상자 선정기 과 제외기 에 부

합되는지 여부를 확인받은 뒤 연구자가 직  면담을 통해 연구 목 에 동의하고 참여

하기를 원하는 상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최종 연구 상자로 선정하 다. 

3단 계  실 험 군  사 조 사

실험군은 경기도 소재 A 종합병원에 자살 시도 후 입원한 환자가 응 조치 후 의

사소통이 가능하게 되고 담당 공의를 통해 연구 상자 선정기 과 제외기 에 부

합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해당되는 상자에게 자살 시도 직  상황을 떠올리며 설문

지를 작성하도록 하 다.

4 단 계  : 실 험 처 치

본 로그램의 실험처치는 15명을 상으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15명

의 상자를 입원 하여 응 조치 후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 부터 환자의 상태를 고려

한 일 일 개별 로그램을 일주일에 1회～3회, 1회당 60～70분씩 총 6회 개별 로그

램을 실시하 다. 모든 로그램 진행은 연구자가 직  일  일로 상자와 진행하

으며, 과제물 제시를 통해 로그램에 한 상자의 극  참여와 인지  변화를 

유도하 다.

5 단 계  실 험 군  사후 조 사

자살시도 환자를 한 인지행동치료 로그램을 실시한 후 상자에게 구조화된 우

울, 망감, 자살생각, 문제해결능력 척도를 사용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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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IRB 승인


2단계 : 대상자 선정


3단계 : 사전조사


4단계 : 프로그램 실시


5단계 : 사후조사

< 그림 4 > 로그램 효과검증 차

2. 연 구  상 자 

본 연구의 상자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자살 시도 후 경기도 소재 A 

종합병원에 응 처치를 받고 병동에 입원한 환자 에서 다음의 기 에 의해 선정된 

환자 23명  정신과 병동 입원치료에 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하여 치료에 해 

거부하며 자의 퇴원한 환자 7명과 연구 참여를 거부한 환자 1명을 제외한 15명에게 

개발된 인지행동치료를 용한 기 재 로그램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자살시도 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이다. 자살시도 후 정

신과 문의에 의해 정신과 병동 입원치료에 한 진단을 받은 에 있어서 상자 

집단은 동질 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입원 후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에 한 사회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 곧바로 

자의 퇴원함으로써 연구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충분한 상자 확보가 어려

워 조군과 무작  추출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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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선정기 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은 만 18세 이상인 자

(2) 자살시도 후 정신과  집 치료를 해 입원한 환자

(3)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4) 본 연구에 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연구에 동의한 자

3. 연 구 도 구

1) 우울

우울이란 자신에 한 부정  인식의 결과를 의미하며 근심, 침울, 실패감, 상실감, 

무기력  무가치감 등을 나타내는 정서장애이다(Beck, 1976). 본 연구에서는 

Beck(1976)이 개발한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Lee와 Song(1991)

이 한국 으로 번안한 도구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된 4  척도이다. 총 의 범 는 0

에서 63 으로, 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Beck(1979)의 분류

에 의하면, 9  이하는 우울하지 않은 일반  상태이며, 10-15 은 경증우울, 16-23

은 증우울, 24-63 은 심각한 우울상태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9 이었다.

2) 망감

망감이란 망감은 어떠한 희망도 바랄 수 없다고 여겨 모든 희망을 아주 버리게 

된 느낌으로서, 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환자가 설정한 요한 목표달성이 계속

으로 차단됨으로서(최 희 외 6인, 1989), 자신과 자신의 미래의 삶에 부정  기 의 

체제로써 정의된다(Beck & Weissman, 1974). 

본 연구에서는 Beck 등(1974)의 망감 척도(Hopelessness Scale, BHPL)를 신민섭, 

박 배, 오경자, 김 술(1990)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다. 망감 척도는 미래에 

한 부정 인 기 를 평가하는 도구로 20문항으로 이루어진 ‘ ’, ‘아니오’로 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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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서 총 의 범 는 0 에서 20 이며 =1 , 아니오=0 이고, 수가 높을수록 

망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1, 3, 5, 8, 10, 13, 15, 19 항목은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

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35 이었다.

3)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자기 괴 인 생각이나 희망을 다양한 차원에서 측정하여 재 지닌 

의식 인 자살의도의 정도이다(Beck, Kovacs & Weissman, 1979). 

본 연구에서는 Beck, Kovacs, Weissman의 자살생각척도(Scale for suicide ideation, 

SSI)를 신민섭과 박 섭(1990)이 번안한 것은 임상면 을 통하여 임상가가 평정하는 

검사 으나 이를 신민섭(1993)이 자가보고형 설문지로 변형한 것으로, 총 19문항으로 

구성된 3  척도이다. 총 의 범 는 0 에서 38 으로, 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민섭(1993)의 자기보고형 자살생각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91이었으며 

Likert식 자살생각이 많은 경우가 2 , 보통인 경우가 1 , 없는 경우가 0 으로 수

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35 이

었다.

4)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이란 주어진 상황을 탐색하고 이해한 후 체계  단계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기에는 많은 수의 안들을 생할 수 있는 능력, 이들 

안들이 가져올 결과를 측하여 정  결과를 최 화하고 부정  결과를 최소화하

는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Heppner & Peterson, 1982). 

본 연구에서는 Heppner와 Peterson(1982)이 개발한 문제해결척도(Problem Solving 

Inventory: PSI)를 김은희(198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PSI는 총 32문항으로 구

성된 6  척도이며, 총 의 범 는 32 에서 192 으로 수가 높을수록 성공 인 문

제해결행동과 태도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3, 12, 14, 16 항목은 역코딩하여 분석하

다. 문제 해결 척도의 하부요인을 살펴보면, 문제해결능력과 문제해결에 한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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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신뢰감(Problem Solving Confidency: PSC) 11문항(5, 9, 10, 11, 18, 21, 22, 25, 30, 

31, 32), 문제해결의 실제능력이나 기술을 포함하는 근-회피 스타일

(Approach-Avoidance Style: AAS) 16문항(1, 2, 4, 6, 7, 8, 12, 14, 15, 16, 17, 19, 20, 

26, 27, 28), 문제에 부딪혔을 때의 정서  반응을 나타내는 개인  통제(Personal 

Control: PC) 5문항(3, 13, 23, 24, 29)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96 이었다.

4 . 로그 램  진 행   자료 수 집  과 정

연구 상자인 자살시도 환자들은 자살시도 후 응 실에서 응 조치가 끝난 다음 정

신과 공의가 환자상태를 평가 후 정신과 문의와 상의 후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

하 다. 경기도 A 종합병원의 정신과 폐쇄병동은 정신과 질병군을 구분하지 않고 6인

실의 다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집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집  치료실에 입실하게 된다.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실에서 퇴실 후 상

자 선정기 에 부합되는 총 22명의 환자 에서 연구에 동의하지 않은 2명과 치료 과

정 에서 계속 입원치료에 항을 보이며 자의 퇴원한 5명을 포함한 7명을 제외하고 

15명의 자살시도 환자가 의식상태가 명료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본 연

구의 필요성과 의의에 해서 설명 후 동의서를 받았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이며 정신과 폐쇄 병동내 면담실

을 이용하여 상자의 사생활 비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 으며 상자를 연구자와 

일  일 개별 로그램을 실시하 으며 회기별 로그램 진행시간은 60～7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살시도 환자를 한 기 재 로그램의 첫 회기가 시작되기 에 우울, 망감, 

문제해결능력, 자살생각  일반  특성으로 구성된 설문지롤 이용하여 사 조사를 

실시하 다. 로그램의 매 회기는 환자마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주 1～3회씩 실

시되었기 때문에 규칙 으로 모든 환자가 같은 기간으로 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

었다. 로그램의 첫 회기에서 환자의 극  참여가 요함과 체  로그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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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고 각 회기마다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하여 다음 회기에서 이를 토 로 로

그램을 진행하 다. 로그램의 마지막 회기인 6회기가 끝난 후에 사 조사와 동일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 다. 

매 회기마다 과제물을 미리 작성해오거나 로그램 동안 작성한 자료들을 모두 수

집하고 로그램 진행과정에서 환자가 표 한 내용과 찰하거나 특징 으로 드러난 

내용은 연구자가 메모지에 기록해 둠으로써 생생한 정보를 취합하 다.

5 . 자료 분 석

1) 원시실험설계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통계처리 하 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 다.

둘째, 가설검증에 한 분석을 해 자살시도환자를 한 기 재 로그램에 

한 우울, 망감, 자살생각, 문제해결능력의 변화에 해 비모수 통계인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유의성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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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결 과

A. 로그 램  개 발 단 계

본 연구의 이론  원리는 Beck(1967)의 인지이론을 토 로 하여 자살 기를 이해

하기 한 모형을 기본으로 하 다. 이는 재 자살시도 환자를 한 치료에는 기

상황이 해결되거나 기상황 이 의 안정상태가 될 때까지 환자의 안 과 삶을 유지

하기 한 기개입, 시간 제한 인 치료로 변화를 최 화하려는 단기치료, 구조화되

고 문제 심 인 치료로 역기능 인 인지와 행동을 확인하고 변화시키려는 인지행동

치료, 수용과 변화 혹은 타당화와 문제해결 사이의 균형을 얻으려는 변증법  치료, 

환자가 심리 인 고통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통찰을 얻게 하는 정신분석 치

료, 자살을 유발하거나 진하는 것과 련된 생화학  과정을 조 하는 약물치료, 

기충격치료, 자살시도의 의미를 가족 안에서 이해하고 가족의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

는 가족치료, 자살시도 환자에게 사회  지지를 제공하고 사회기술을 발달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집단치료 등이 있지만(육성필, 2002), 자살시도 환자를 한 다양한 

치료법들(O'Neal, 1997) 에서 인지행동치료가 구조화가 잘 되어 있고 자살을 시도하

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인지오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된다고 하 기 때문

이다(Spirito, Bogers & Donaldson, 2000). 그리고 많은 치료법 에서 인지행동  

근이 자살시도 환자를 상으로 문제해결(Gibbons et al, 1978; Salkovskis et al, 

1990), 치료 종결 후의 이행(Hawton, 1981; Moller et al, 1989), 반복 으로 자살을 시

도하는 사람(Hawton & Fagg, 1988), 행동치료(Liberman & Eckman, 1981) 등 다양

한 주제들에 한 연구들이 이 지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자살시도를 

한 기 재 로그램을 개발하 다. 

본 연구의 자살시도 환자를 한 기 재 로그램의 목표는 자살시도 환자의 자

살시도와 련된 인지를 확인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환자의 우울, 망감, 자

살생각을 감소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자살의 재발을 막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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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6회기로 로그램을 개발하 다. 6회기로 한정한 이유는 정신과 폐쇄병

동에 입원한 자살시도 환자를 상으로 기 재 로그램이기 때문에 입원 기간내에 

모든 치료과정을 마치고 참여하여 자살의 재발 방을 한 비가 된 후에 퇴원할 

수 있도록 하기 함이었다. 

1회기에서는 치료 로그램의 진행구조와 과정에 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사  동

의를 받고 환자의 극  치료개입이 으로 필요함을 설명하면서 치료  동맹

계를 형성하고, 2회기에서는 자살시도를 일으킨 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자

살 험사정 도구를 통해서 확인하 다. 

3회기에서는 환자가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고유의 자살 기에 한 안 리를 

하여 안 계획을 개발하는 단계로서, 자살 기 당시의 경고신호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상자가 이미 경험한 자살 기에서 사용한 처 략이 무엇이었고 도움을 요청할 지

지자원이 가족이나 친구, 문가 집단들 에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 환자와 함께 확

인하는 과정이다. 

4회기는 인지재구성 단계인데 이 로그램의 가장 핵심 인 회기이다. 이 회기에서

는 상자가 자신의 자살 기 동안 일어난 사건에 해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것을 토 로 자살 기의 타임라인을 작성하도록 한다. 이 작업은 매우 요하며 환

자와 연구자가 가장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자살 시도로 이어

지는 개별 인 부정  자동  사고를 찾고 핵심 신념을 찾고 객 이고 균형 으로 

상황에 한 해석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재구성 작업을 하 다. 이를 통해 

치료목표를 정하 다.

5회기는 환자별로 인지재구성을 통해 정해진 치료목표에 따른 재 략을 선택하고 

연습하 다. 즉 행동  처 략으로서 즐거움을  수 있는 활동을 증가시키기, 사회

 자원 향상시키기, 다른 자원 연계 증가시키기, 정서  처 략과 정서  처 략

으로서 스트 스, 우울, 불안을 감소시키는 신체  활동, 진  근이완법, 심호흡법, 

즐거운 장면 상상하기 등을 통한 주의 분산시키기, 따뜻한 목욕하기, 부드러운 음악듣

기, 아로마 향기치료 등이 있다. 인지  략으로서 핵심 신념 교정하기, 삶의 이유 

정의하기, 문제해결기술 증진시키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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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6회기에서는 치료 로그램 동안 자신의 변화에 해 확인하고 앞으로의 

목표를 정하며 희망을 불어넣는 것으로 구성하 다. 

로그램 진행은 연구자가 직  진행하고 총 6회기로서 자살시도 후 3일 이내에 첫 

회기를 시작하고 1회 60분씩 6회기를 진행하도록 계획되었다.   

본 연구에서 구성된 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

< 표 1 > 자살시도 환자를 한 기 재 로그램

회기 목  내   용 활동  과제물

1

사 동의 

극

치료개입

1. 치료진행구조와 과정에 

  한 설명

2. 환자의 극  치료개입의 

  필요성 설명

<나 자신과 맺는 치료계약서>

2
자살 험

사정하기
1. 험요인 / 보호요인 

나의 자살 험요인과 보호요인 

알아보기

3
안 계획

세우기

1. 자살 기의 경고신호 

2. 자신의 자살 기시 

  사용한 처 략

재 자신의 안 계획 세우기

4
인지 재구

성하기

1. 자살 기 련 사건 이야기

하기

2. 자살 기 타임라인 작성

3. 인지개념화하기

4. 인지재구성하기

5. 치료목표 정하기

험한 신념 찾기

자살 기 타임라인 작성하기

5
재 략

선택하기

1. 개별  재 략 선택하기

2. 새로운 처 략 연습하기
행동 /정서 /인지  략

6
희 망 불 어

넣기

1. 변화에 한 검

2. 나의 목표 정하기

로그램 동안 나의 변화알기

나의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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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환자를 한 기 재 로그램의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기 - 사 동의  환자 치료 개입시키기

목표 : (1) 로그램을 소개하고 진행과정을 알려 을 통해 사  동의를 받는다.

       (2) ‘나 자신과 맺는 치료계약서’ 를 작성하도록 하여 환자의 극  참여의 

필요성을 고양시킨다.

내용 : 기 재 로그램의 구성과 목표,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자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나 자신과 맺는 치료계약서’를 작성한다. 

2회기 : 자살 험사정하기

목표 (1) 자살 험요인과 보호요인 확인하기

     (2) 자살과 련된 희망과 망 두 가지 측면 탐색하기

내용 : 자살과 련된 자신의  상태를 검하여 자살 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

한다. 이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자살 험요인과 자살을 막는데 힘이 될 수 

있는 보호요인을 찾음으로써 자살시도에 한 험이 높아질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질문 :  지  죽기를 원하는지 아닌지, 죽기를 원하는 것이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강한지 아닌지를 묻는다. 

지  자살 생각, 자살인지, 이미지, 자해하라는 환청이 있는지를 환자에게 

질문한다. 

자살하고자하는 욕구와 의도의 수 을 조사한다.

환자들은 그들이 자살에 해 생각해 왔다고 보고한다면 치료자는 최근동안

(지난 48시간 아니면 지난 한 주)과 환자의 삶에게 가장 심했던 때의 자살

생각의 기간과, 빈도, 강도를 질문한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끝내고자 합니까? 이 욕구는 약, ,강 어디에 속합니

까?” “당신은 어떻게 자살하려고 생각했습니까?” 

“당신은 이 계획을 실행하고자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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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실제로 자살시도를 해 비한 것이 있습니까?”

“ 에 당신은 자살시도를 했거나 자해를 한 이 있습니까?”

보호요인은 희망감, 삶의 이유, 살고자 하는 욕구, 죽음에 한 공포, 자살이 

비도덕 이라는 믿음, 자살 기동안 이용가능한 지지  자원 등에 해 조

사해야 한다. 

3회기 : 안 계획 세우기

목표 : (1) 자살 기시 경고신호 확인하기

       (2) 자살 기시 처 략 확인하기

       (3) 자살 기시 지지자원 확인하기

내용 : 개인 으로 자살 기에 한 경고신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찾도록 하여 이

러한 자살 기가 발생되면 어떤 처 략을 사용해 왔고 앞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찾아본다. 한 주변의 사회  지지자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악

하고 이에 한 정보를 제공해 다.

4회기 : 인지 재구성 하기

목표 : (1) 자살 기 이야기하기

       (2) 자살 기 타임라인 작성하기

(3) 인지개념화  인지재구성하기

(4) 치료 목표 정하기

내용 : 자신의 경험한 자살 기동안의 일어난 사건에 해 이야기 하도록 하고 자

살 기의 타임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한 뒤 개인별 인지개념화를 해 보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인지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질문 : 

- 나에게 자살시도의 경 에 해 말해  수 있나요?

- 개 이런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에 해 강한 감정  반응ㄹ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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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시작되지요.

-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 그가(상 방이) 정확히 뭐라고 했나요?

- (비언어 으로 공감하는 표정으로)그래서 그리고는 무슨일이 일어났지요?

- 그 순간 당신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나요?

- 그 생각이 당신을 화나게 만들었나요? 그리고 무슨일이 일어났지요?

- 매우 힘들었겠네요.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 군요? 덤 더 화

가 났나요?

- 당신 마음속에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자살을 시도했나요?

- 알겠어요. 당신이 자살시도하기 의 일들을 요약해 보자면....

- 무슨 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나요?

- 약을 복용하고 어떻게 되었나요?

- 자살하고자 하는 감정의 주요 발인자가 강력한 정서  고통인가요?

- (가능한 치료목표와 환자의 이야기를 연결하여) 좋습니다. 우리에게 이것

이 가장 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강력한 정서  고통을 자해 행

동 없이 해결하기 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 치료목표는 당신이 나쁜 감정을 느 을 때 당신의 생각들을 다룰 수 있다

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게 되면 나의희망은 자살이 더 이상 

당신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당신이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느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희망 인 

것을 상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 당신은 ‘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끝나지 않는 악순환 속에 버틸수

가 없어’라고 생각하는가?

- 이런 생각들이 무슨 의미인가요?

- 다른 방법으로 한 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들이 당신에 해 뭐라고 말하

는 것 같아요?

- 당신이 가진 핵심 생각은 당신 생애 동안 자리해 온 무가치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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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두 가지 핵심 신념을 듣고 있다. “나는 가치가 없어.” “삶은 무의미

해.”  이것이 당신에게 맞는 것 같은가요?

- 생각을 돌이켜 볼까요? 당신이 자해하기로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인가

요?

- 내가 궁 한 것은 당신이 분노와 우울감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것을 어떻

게 할 수 없다는 생각과 죽고 싶은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 당신이 방에 있던 몇 분을 돌이켜보라. (생각을 돌이키도록 잠시 침묵)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 당신의 방안에 자살하려는 당신을 떠올릴만한 것이 있나요?

- 약장이 자살이 선택사항이었던 것을 당신에게 떠올리는 것이군요?

- 당신은 약장을 보았고 자살을 생각했네요. 당신을 더 기분좋게 하거나 주

의를 분산시킬만한 것은 없나요?

5회기 : 새로운 처 략 찾기

목표 (1) 개별  요구되는 처 략 확인하기

     (2) 새로운 행동  정서  처 략 찾기

내용 : 인지개념화와 련하여 개별  자살 기의 타임라인에 따라 요구되는 처

략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연습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행동  정서

 처 략들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스스로 자신과 맞는 처 략

을 선택하여 기억하도록 한다.

6회기 : 희망 불어넣기

목표 (1) 변화에 한 검하기

     (2) 나의 목표 설정하기

내용 : 로그램  과정동안 환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검하고 앞으로의 

미래 목표를 정함으로써 미래에 한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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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자 성 별 연 령 결 혼 여부 종 교 학 력 직 업
과 거 자살
시도 횟 수

자살 시도
방 법

1 남 42 미혼 없음 졸 없음 2 손목 기

2 여 25 기혼 기독교 졸 없음 3 목을 맴

3 여 44 기혼 없음 고졸 출부 0 손목 기

4 여 54 기혼 없음 고졸 없음 0 음독

5 남 20 미혼 불교 고졸 직업군인 0 목을 맴

6 여 41 기혼 불교 고졸 없음 1 음독

7 남 49 기혼 없음 졸 설비업 2 목을 맴

8 여 26 미혼 없음 졸 없음 0 손목 기

9 여 30 기혼 없음 고졸 경리 1 음독

10 여 50 기혼 없음 고졸 없음 0 음독

11 여 47 기혼 없음 고졸 식당운 0 음독

12 여 26 미혼 없음 졸 공연기획 0 음독

13 여 37 기혼 없음 졸 없음 0 목을 맴

14 여 49 기혼 기독교 고졸 없음 3 음독

15 남 28 미혼 없음 고졸 없음 8 연탄가스

B . 로그 램  용   효 과 검 증  단 계

1. 상 자의 일 반  특 성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의 일반  특성은 <표 2>와 같다.

조사한 상자는 총 15명  11명(73.3%)이 여자 고, 기혼이 10명(53.8%)으로 약

간 많은 편이었으며, 종교는 없는 경우가 11명(69.2%)이었고, 연령은 20 가 5명

(33.3%), 40  5명(33.3%), 30 가 2명(13.4%), 50  2명(13.4%)이었다. 69.2%가 과거 

자살시도 경험이 있었으며, 자살시도 방법은 약물이나 농약을 이용한 음독이 7명

(46.7%), 목을 맨 경우 4명(26.7%), 손목을 그은 경우 3명(20.0%), 기타 연탄가스흡입

이 1명(6.7%) 이었다. 

< 표 2 > 상자의 일반  특성                                     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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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는 내성 이며 힘든 일을 남에게 잘 얘기하지 못하고 속으

로 삭이는 성격이며, 완벽하고자 하고 자신의 결 이나 실수를 크게 받아들이고 충동

인 성격이었다(표 3). 

< 표 3 > 상자의 성격  특성

상자 성격  특성

1 호불호가 분명하고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폭력 임.

2
내성 이고 활달하진 못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밝은 성품. 친구가 많지는 않

아도 몇 몇 친구들과 연락하고 지냄.

3 활발하고 극 이며 친구가 많음.

4 어려서 잔병을 많이 앓았고 지 은 가정에 충실함.

5 불의의 참지 못하고 완벽하고자 하는 성격임.

6
평소 무난한 성격이고 조  내성 인 편이며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

람에게 속을 잘 안 내보이는 성격임

7 혼자 있기 좋아하고 조용한 성격. 화 못 내고 속으로 삭임.

8
25세 여자 환자. 2녀  첫째. 졸이며 미혼. 재 공무원 시험 비 . 어린

시  어른스럽다는 얘기 들었으나 자라면서 여동생과 부모님에게 공격 임.

9 온순하며 내성 이고 하나에 집 하면 다른 생각 잘 못함.

10

내성 이나 사람들 앞에서는 활달한 편이며 욱 하는 면이 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해 인 계 좋고 경제 으로 어렵지만 남이 한 번 쓰면 나도 

맞춰 쓰는 편임.

11
남편과의 계  자식과의 계는 원만한 편이며 외향 인 성격으로 사람

과 사귀기를 좋아함.

12 고집이 센 편이며 인정받고자 애를 .

13 명랑하고 독립 이고 씩씩한 성품이며 털털하고 외향 임

14 쾌활한 편으로 참을성이 없고, 남에게 의지를 함.

15 내성 인 성격이며 다른 사람과의 인 계가 거의 없음.



- 46 -

2. 가설 검 증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제1가설 ‘ 기 재 로그램 실시 보다 실시 후의 

우울 수가 감소할 것이다.’와 제2가설 ‘ 기 재 로그램 실시 보다 실시 후의 

망감 수가 감소할 것이다.’, 제3가설 ‘ 기 재 로그램 실시 보다 실시 후의 

자살생각 수가 감소할 것이다.’ 제4가설 ‘ 기 재 로그램 실시 보다 실시 후의 

문제해결능력 수가 증가할 것이다.’ 로 제시되었으며 각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분석하 다. 

우울에 한 로그램 실시 후의 수를 분석한 결과 실시 후의 우울 수는 실시 

의 수보다 감소(p=.001)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망감에 한 

로그램 실시 후 수를 분석한 결과 실시 후의 망감 수가 실시  수보다 감

소(p=.003)하여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살생각 수는 실시  수보다 실

시 후의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1). 마지막으로 문제해결능력 

수는 실시 보다 실시 후의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p=.046). 문제

해결능력의 하 척도 에서 자신감(p=.003)과 신뢰감(p=.047), 개인  통제 부분은 유

의미하게 증가하 으나 근-회피 스타일(p=.670)의 문제해결능력 수는 비교  

은 증가 추세를 보여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계 으로 분석했을 때 로그램 실시 후의 우울, 

망감, 자살생각 수가 실시 보다 감소하 으며, 로그램 실시 후의 문제해결능력 

수가 실시 보다 증가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든 가설을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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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기 재 로그램 실시 후 차이검증

n=15

특성

사 사후

Z p
Mean(±SD) Mean(±SD)

우울 40.20(±11.53) 18.87(±10.58) 3.354 .001

망감 9.53(± 6.57) 3.40(± 4.69) 2.922 .003

자살생각 19.47(±10.94) 11.47(± 7.96) 3.301 .001

문제해결능력

자신감과 신뢰감

근-회피 스타일

개인  통제

123.47(±14.20)

39.67(± 7.73)

64.20(± 9.85)

19.60(± 2.97)

129.07(±11.46)

45.67(± 6.52)

65.27(± 6.42)

18.13(± 2.03)

-1.993

-3.016

-0.427

1.984

.046

.003

.670

.047

3. 기 재  로그 램  용  사례 분 석

15명의 상자들에게 기 재 로그램을 용한 후 각 회기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상자별 분석내용은 <부록 2>에 제시하 다.

(1) 1회 기  : 사 동 의  극  치 료 개 입

체 인 치료계획에 해서 설명한 후 로그램 동안 환자의 극  치료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나 자신과 맺는 치료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 다. 

15명  13명은 로그램을 설명하면서 ‘이제 죽을 생각이 없다,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았으니까 이제 죽지 않고 살아야지.’ 등의 말을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 으나 상자 

6은 치료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만 자신은 살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공허한 웃음



- 48 -

을 지었고 상자 15는 ‘왜 죽음을 나쁘게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각자의 선택이 다

를 수도 있지 않는가.’ 라며 자살시도에 해 합리화를 보 다. 그러나 15명 모두 치

료 로그램에 참석하기로 동의하 으며 계약서를 작성하 다. 

(2) 2회 기  : 자살 험  사정 하 기

자살 험 사정하기는 환자 스스로 생각하는 자살 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알아 으로

써 추후 자살의 험을 방하기 한 자료로 활용하기 한 것이다. 이 단계에서 

상자들은 자살상황 당시를 떠올리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지지자원인 가족들을 떠

올리면서도 그 당시에는 자살충동이 멈춰지지 않으며 죽어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을 

경험하고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나지 않으며 당시 상황이 거의 기억이 난다고 하

다. 자살을 시도하는 이유는 자신을 배신하거나 외롭게 한 남편이나 아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거나 뜨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고 하 다. 

자살 험 사정하기에서 악된 험요인으로서 어머니나 형제로부터 직  구타를 

당하거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한 경우가 3명, 아버지나 어머니, 

동거녀, 남편, 아내, 손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등의 요한 인물과의 갈등이나 문제로 

인한 경우가 15명 체에서 나타났으며, 직장상사와의 갈등은 2명이 있었고 아들, 딸

을 사고로 잃거나 유산으로 인한 상실감과 공허감을 호소한 상자는 3명이었다. 경

제  어려움을 호소한 상자가 2명, 지지체계의 심과 지지부족으로 인한 외로움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상자는 4명이었으며, 남편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에 자살시도를 

한 경우는 3명이었다. 자살시도 환자의 성격  특성으로는 주로 부정  감정을 표

하기 어려워하는 내성  성격이며 완벽하고자 하는 성격  특성을 보 다. 

한 15명의 상자들이 보호요인으로 진술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13명이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가족들의 지지, 책임감, 믿음 등을 말하 고, 자신의 허물을 털어놓

았던 상자가 지지체계가 된다고 하 다. 그리고 2명의 상자가 교회 목회자나 교

인, 신앙이 보호요인이라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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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술 험요인

남편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

남편과의 갈등

남편과의 별거

남편의 반복  구타

남편과 이혼을 생각

남편의 외도, 구타, 갈등

어린시 부터 부모님과의 갈등

시아버지, 손 동서와의 갈등

엄격하고 강압 인 부모님에 한 불만

여동생에 한 라이벌 의식

가족과의 갈등

기다리던 아이의 자연유산

손자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상실감

아들의 실족사

오빠의 교통사고 사망

혼 임신으로 인한 인공유산

화재사고로 인한 딸 사망

요인물의 상실

직장문제로 정신과 치료경력 있음

학때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받음

정신과 치료경험이 있음

정신과 치료경력

반복된 자살시도

8회의 자살시도
반복된 자살시도

결핵앓음

베쳇병

불임클리닉에서 호르몬 치료

자궁상피내암과 물혹수술

신체  질병

경제  어려움으로 노숙생활

경제  어려움 지속

4000만원 출

경제  어려움

공무원 시험 비로 인한 스트 스 직장문제 스트 스

자살 험 사정하기에서 15명의 상자들이 진술한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표 5 > 자살의 험요인



- 50 -

< 표 5 > 계속

남자친구와의 결별

여자친구와 결별
연애 계 실패

무뚝뚝하고 강한 성격의 남편

화에 회피 인 남편
남편에 한 불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 낮은 자존감

내가 얼마나 남자친구를 사랑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

는 생각

내가 죽으면 남편이 미안해 할 것이라는 생각

자살을 통한 의사 달

죽으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것 같은 생각 자살을 통한 실도피

딸과 혼결혼식한 사돈 자살 후 상실감과 죄책감 죄책감

죽음이외에는 다른 데는 심이 없음 죽음에 한 집착

불안, 조, 수면장애 있음 불안, 조, 수면장애

군의 상사와의 갈등

직장상사와의 갈등
직장상사와의 갈등

속으로 삭이고 화를 못 내는 성격

표 을 잘하지 않는 성격

완벽주의 성격

내성 이고 완벽주의  성격

시 편만 들어주는 남편으로 인한 외로움

외로움, 우울감, 망감
외로움, 우울감, 망감

음주하고 자살시도함 음주

부모의 이혼 부모 이혼

등학교 5학년때 남자 선생님으로부터 성폭행 성폭행 경험

이상에서와 같이 자살시도 환자들의 험요인은 남편의 외도, 구타, 갈등, 부모님이

나 형제, 시 식구 등의 가족과의 갈등, 가족의 사망, 신체의 질병, 직장 스트 스, 경

제  어려움, 실연 등이었다. 2008년 서울시 정신보건센터가 보고한 내용  자살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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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술 보호요인

가게 운 을 잘 해왔음

가게를 운 하고 있는 어머니

경제 , 물질  여유가 있음

경제  여유

부모님의 지지

부인과 딸의 지지

여자형제들이 몰랐던 환자의 어려움을 알고 지지

자녀들이 엄마에 한 지지

가족지지가 있음

남자친구가 당분간 지지자원이 되어  것을 약속함

딸이 매우 지지 임

지지 인 여동생

지지 인 여동생과 아는 언니

힘든 을 모두 아는 지지 인 여자친구와 여동생

회계사 공부하는 남자친구

남편과 딸의 지지

가족의 지지

자녀들에 한 책임감

가족과 타인에 한 책임감이 강함

여동생, 아버지, 아들과 타인에 한 책임감이 강함

가족에 한 책임감

교회목사 소개로 교인이 후원자가 되

기독교 신앙이 있음
신앙생활

자살시도로 생긴 상처와 통증이 두려움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두려움

자살이 비도덕 이라는 믿음 자살이 비도덕 이라는 믿음

동기의 37.9%가 가족갈등이며 이성문제가 19.7%, 기타 정신질환비 , 경제  문제, 직

장/학업스트 스, 신체질환, 주변인 사망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살의 보호요인으로는 경제  여유, 가족의 지지, 가족에 한 책임감, 종교, 직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동 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환자도 자살시도 실패 후 자살

기 상황에 해서 객 으로 다시 해석하도록 했을 때 실 인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게 됨을 나타내고 있다. 

< 표 6 > 자살의 보호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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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 계속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라는 믿음

남편에 한 믿음

자식들에 한 미안함

딸에게 미안함

지지 인 남편에 한 미안함

가족에 한 믿음과 미안함

미래에 한 희망을 표 함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함

살았으니까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되겠다

손자를 보기 해 힘을 내겠다

미래에 한 희망을 가짐

문기술이 있음(설비업)

좋아하는 직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능력을 인정받음

직업이 있음

퇴원 후 아버지 떡집을 할 수 있음

직업능력이 있음

취미생활(무용) 회에 나갈 정도임 취미생활을 함

활동 이고 극 인 성격 활동 이고 극 인 성격

(3) 3회 기  : 안 계 획  세 우 기

세 번째 회기인 안 계획 세우기는 인지  재구성 이 단계에서 환자가 최근에 경

험한 자살 기에서 경험한 경고신호가 무엇이었으며 이런 경고신호가 있었을 때 환자

가 사용한 처 략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지지자원이 무엇이

라고 생각하는지 확인하여 환자가 스스로 자살 방을 해 안 계획을 세워보는 과

정이다. 이 과정의 결과는 추후 인지  재구성 과정과 새로운 처 략을 찾는 과정 

속에서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었다. 

상자들은 경고신호로서 ‘내 편은 없구나.’,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 ‘세상

에 내가 의지할 데도 없고 외롭다.’등의 혼자라는 외로움을 호소하는 상자가 3명이

었으며, ‘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한 상자는 3명, ‘살아서 뭘 하겠냐.’ ‘살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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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진 술 안 계 획 - 경 고 신 호

‘내 편은 없구나’하는 생각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

세상에 내가 의지할데도 없고 외롭다

혼자라는 외로움

가족들이 변화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하루하루 나아지지 않고 같구나 

망감

고생한 기억들이 나서 울컥한다

원래 충동 이고 욱하는 데가 있다
충동 이고 욱하는 성격

남자친구가 돌아오지 않을것 같은 상실감 상실감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불안감

무 화가 나서 견디기 힘들었다

민하고 진정이 안된다

옛날 생각이 나서 화가 치 어 오른다

과 다른 자신에게 화가 난다

분노감

물이 계속 나고 슬퍼졌다

우울하다

가족들 앞에서 괜찮은 것처럼 노력해도 혼자 운다

우울감

삶에 해 불안하다 불안감

죄책감과 상실감이 무 컸다 죄책감

날들이 모두 후회되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진다.’라고 한 상자가 2명, 충동 이고 

욱하는 성격이 있다고 답한 상자는 2명이었다. 한 자살시도 직 에 화가 치

어 오른다고 분노감을 표 한 상자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처 략으로는 무용, 

스, 그림, 요가 등 취미생활을 한다가 가장 많았으며, 가족과 화를 한다가 다음으

로 많았다. 사회  지지로는 병원이나 정신과  응 단체보다는 일차 으로 남편이나 

가족, 남자친구, 여자친구 등과 같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답하 다. 

상자의 안 계획 세우기를 경고신호/ 처 략/사회  지지자원 순으로 환자진술

을 정리하면 < 표 7 >과 같다.

< 표 7 > 안 계획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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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 계속

잠을 제 로 자는 것이 힘들었다

잠을 못자고 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잠을 못 잠

식사를 거의 못한다 식욕이 하됨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하는 것이 후회된다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진다
인 계 기피

살아서 뭘 하겠나 싶다

살아온 날들이 모두 후회된다
삶에 한 후회

왜 못죽었나 후회된다

다음번에 더 확실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살아난 뒤 수치감과 억울함이 든다

자살 재시도에 한 생각

환 자진 술 안 계 획 - 처 략

고 무용을 회에 나갈 정도로 했다

그림을 잘 그린다

라틴 스를 배워볼 생각이다

좋아하는 일에 집 한다

요가, 등산을 한다

취미생활

남편과 이야기한다

엄마와 얘기를 좀 해야겠다

동생과 이야기를 한다

가족과의 화

산책을 하겠다 산책

음악을 듣는다 음악듣기

샤워를 한다 샤워

수면제에 의존하게 된다 수면제

술을 마셨다 술

운동을 닥치는 로 많이 한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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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 계속

환 자진 술
안 계 획  -

사회  지 지 자원

아들과 남편에게 이야기한다

가족딸과 이야기 한다

동생에게 이야기한다

남자친구에게 화한다
친구

무용선생님, 친구들에게 화한다

직장 동료에게 화한다 직장동료

다른 곳이 화 안 받으면 병동에 화
의료기

정신과 응 구조단체에 화한다

(4 ) 4 회 기  : 인 지 재 구 성 하 기

인지재구성 단계는 자살 기상황 이야기하기, 자살 기 타임라인 작성하기, 인지개

념화를 통한 인지재구성 하기, 치료 목표 정하기, 재 략 선택하기로 구성되었다. 

이 회기는 환자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다른 회기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한 자살 기상황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에 해 거부감을 느끼거나 별거 아니었다며 

회피하려는 상자도 있었다. 그러나 자살시도의 반복과 자살을 방하기 해 매우 

요한 작업임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치료에 극 으로 참여하도록 설득하 다. 상

자가 최근에 경험한 자살 기 상황에 한 이야기 진술을 하면서 연구자는 기에는 

상자가 편안하게 자신의 자살 기상황을 이야기 하도록 하 으며 이를 요약하여 

환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환자에게 다시 이야기 한 내용을 타임라인을 

작성하도록 하 다. 작성된 타임라인을 연구자와 상자가 함께 확인하면서 자살 기 

상황을 객 성을 갖고 다시 해석하 다. 

각 상자들과 면담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 3>에 제시하 다. 이런 과정 속에서 

상자는 자신의 자살 기 상황에서의 험하고 왜곡된 인지를 찾아내거나 치료자가 

이를 찾도록 도와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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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재구성 과정 동안에 15명의 상자들이 진술한 자살 기 상황에서의 인지과

정을 개념화한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 자1 : “다시 버 림 받 을  수  없어 요 ”

생활력이 강했으며 아버지에게 구타당하면 아들에게 그 화를 푸는 엄마로부터 버

림받은 환자는 우연히 주 을 운 하는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고 그녀에게 모든 걸 의

지하고자 하 으나 다시 버림받음으로써 망감과 외로움 속에 싸여 우울해지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알리고자 제 제 음독, 약물 음독, 손목 기 등의 다양한 방법의 반

복 인 자살시도를 하게 됨.

상 자2 : “상 실 감과  분 노 감으로 사라 지 고  싶 어 요 ”

어린시  어머니를 구타하고 환자에게 심한 욕설과 잦은 외도를 하던 아버지로 인

해 아버지의 부재를 늘 느끼던 환자는 8살 연상의 아버지 같은 남편에게 인 신

뢰로 의지하며 살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성 계를 하는 동 상을 으로써 아버지

에 한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고 배신감과 상실감, 분노감으로 이혼이 아닌 자살을 통

한 ‘사라지고 싶음’으로 표 하고자 정신과약을 음독함으로써 자살시도함.

상 자3 : “무 지 는 나를  볼  수 가 없다”

활발하고 극 이며 완벽하고자 하는 성격의 환자는 결혼 후 시 의 반 로 직장

을 그만두고 가사에만 념하므로써 1차 으로 자기애  상처를 받았으며 10년 부터 

남편의 외도가 2차례 있었으나 친정식구들에게 조차  말하지 않고 자신의 이미지

를 유지하며 요가  등산으로 스트 스를 해소하며 지내던  자궁상피내암 진단과 

물혹수술 등 신체 으로 약화된 가운데 내연녀와 내연녀의 친구라는 여자들로부터 남

편과의 아주 사 인 부분까지 공개됨으로 인하여 완벽하고자 하는 환자의 자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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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에 한 분노로 인하여 커터칼로 손목을 그어 자살시도함.

상 자4  : “내가 사는 이유 가 사라 졌 어 요 .”

드세고 강한 성격의 남편과 화가 거의 없는 두 아들 신해 며느리가 들어오면

서 딸같이 생각하며 며느리와 련된 모든 일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을 뿐만 아니

라 손자를 키우면서 자신의 살아있음과 존재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큰 아

들의 이혼 후 손자까지 데리고 나감으로써 자신의 모든 노력이 물커품이 되는 상실감

을 경험하고 무용 등의 처방안으로 힘을 내려했으나 남편과 가족들로부터 환자의 

이런 마음을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자살 시도함.

상 자5  : “나는 잘 못 한  게  없어 요 ”

학창시  반장등을 하며 주변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환자는 

아버지의 빚보증으로 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신 남자답고 인정받는 직업군인으로 

만족하던  새로 부임한 상사로부터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3년간 사귄 여자친구

로부터도 이별을 통보받음으로써 이에 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다는 

분노감과 우울감으로 인하여 더욱 업무에 자신감을 잃고 집 하지 못하고 잠을 이루

지 못하던  ‘하루하루 나아지지 않고 같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욱하는 마음으로 

충동 으로 자살시도함.

상 자6  : “아 들  곁으로 가고  싶 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과 감정

 교류를 하기보다는 혼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즐기던 환자는 결혼후에도 남편과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서 밤늦게 드라이 를 한다든지 주변과 상 없이 생활하 다. 

이런 환자에게 아버지처럼 믿었던 오빠와 가장 가깝게 생각하던 친한 친구가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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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연이어 사망하게 되었다. 실제로 환자는 이들과 자주 연락하거나 감정  교류가 

있지는 않았으나 환자 스스로 그들에 한 의미부여를 사실보다 과장되게 표 하

다. 이후 우울감에 시달려 스스로 개인 정신과 치료를 받던  가족여행에서 환자와 

가장 강하게 감정  교류를 하던 아들이 실족사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환자는 

자신이 돌보지 않아서 아들을 죽게 만든 것에 한 죄책감이 지속되어 목을 매는 극

단 인 방법으로 자살시도함. 

상 자7  : “외 로움 을  견 디 기  힘 들 어 요 ”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남의 자식같은 느낌을 받으며 자랐으며 늘 외로웠던  환자

는 혼자 있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데 직장문제로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고 부인이 혼자 

아이들을 키워 아이들에 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가정내에서 외로움을 재경험하게 

된다. 이를 10년 부터 하루 소주 1병씩을 마시며 알코올 의존이 심해지고 부인과 딸

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마음과 무 외롭고 우울해져서 죽고 싶

은 마음이 들어서 반복 인 자살시도로 이어짐. 이를 술을 마신 채 부인에게 강제

인 성 계를 요구하여 자신의 남자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었으나 발기까지 되지 

않자 이에 한 분노감으로 인하여 충동 으로 집을 나가 목을 매는 공격 인 자살행

를 시도함.

상 자8  : “부모 님 은  내게  무 슨  일 이 있 었 는지  몰 라 요 ”

가부장 이고 무서운 아버지와 어머니의 치를 보면서 등학교 때는 어른스럽다

며 칭찬받았으며 성장하 다.  등학교 5~6학년때 남자선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

는데 이에 해 엄마에게 말하지 못하고  신경질 이고 민한 성격으로 되었고 

 이러한 성격 때문에 주 가족으로부터 부정 인 피드백을 자주 받게 되면서 환자

는 엄마에 해 분노감을 갖게 되었다. 한 자신에 비하여 상 으로 칭찬받는 여

동생에게 분노감을 투사시키게 된다. 학진학시 미술을 공부하고 싶었으나 부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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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다시 좌 되면서 경 학과에 응하기 힘들어 하던 환자는 스스로 정신과를 찾

아 치료받았으나 주변의 심과 지지가 여 히 없고 휴학 한 부모의 반 로 나쁜 

성 으로 졸업하게 되고 공무원이 되어 이를 극복하고자 하 으나 이 한 3년간이나 

시험 비를 계속하게 됨으로 인하여 낮은 자존감에 싸여 있던 환자에게 엄마가 가게

에 나와서 일하라는 말로 인하여  존 받거나 심 받지 못한다고 여긴 환자는 

폭발 으로 여동생의 물건에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여 던지고 손목을 그음으로써 자신

의 상황을 알리고자 함.

상 자9  : “내 편은  아 무 도  없구 나.”

1남 2녀의 장녀로 아버지 사업실패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가고 싶은 학진

학을 포기한 환자는 힘들어도 말로 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친정에서 반

하는 결혼을 한 환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보다 시아버지나 동서를 편드는 남편을 

보면서 ‘내편은 아무도 없구나’ 라고 외로움을 자주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불임 련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불안정한 감정조 과 함께 분노조 의 어려움을 겪던  남

편과의 다툼에서 남편이 나가버리자 충동 으로 자살 시도함. 

상 자10  : “내가 왜  그 랬을 까 ”

건설업으로 일하는 남편의 수입이 불규칙하여 수년 부터 주변사람들에게 빚을 지

거나 출을 받아 생활하 다. 충동 이고 즉흥 인 성격의 환자는 최근 집을 담보로 

다시 4000만원을 출받았고, 이 때문에 남편과 다투던  음주 상태에서 충동 으

로 살충제를 음독하여 자살 시도하 다. 환자는 ‘내가 왜 그랬나?’ 싶은 생각에 끔

하고 남편과 자식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남편버릇을 고치기 해 그런 것이라며 창

피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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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자11 : “딸 을  다시 보 고  싶 었 을  뿐 인 데 ”

보신탕 식당을 운 하면서 외향 이고 사람사귀기를 좋아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요하게 생각하는 환자는 딸이 갑작스런 화재로 사망하자 큰 충격을 

받았다. 사고당시 딸이 사귀던 남자친구도 함께 사망했고 그 남학생의 어머니와 상의 

후 혼결혼식을 올려주었다. 이후 이블 방송을 통해서 혼과의 화까지 하고 남

학생의 어머니와 사돈으로 유지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지냈다. 최근 갑자기 사돈의 자

살로 인하여 상실감을 느끼고 주변사람들로부터 환자로 인하여 죽었다는 비난과 함께 

극도의 죄책감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마음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

신과 약을 한꺼번에 먹고 자살 시도함.

상 자12 : “남 자친 구 가 나의 모 든  것 이에 요 “

다 질 이고 강압 인 아버지와 엄하고 무서운 어머니 에서 칭찬받지 못하고 

치보며 성장해왔던 환자는 학을 집으로부터 먼 지역으로 진학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 다. 직장에 취업하면서 여 히 부모의 반 로 원하던 무  기획 일을 

못하다가 자신에게 지지 인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

았다고 함. 그러나 갑작스런 임신과 유산을 하게 되고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

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남자친구를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신과 약을 

먹고 자살 시도하 다. 환자는 약을 먹으면서도 죽지 않을 것을 알았다라고 하며 입

원 후에도 남자친구의 반응에 따라 심한 감정변화를 보임.

상 자13 : “은 혜 를  배 신 으로 갚은  남 편”

소방 이던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첫째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책임감을 강조하는 

분 기에서 성장하 다. 요리를 하면서도 무의식 으로 불을 끄는 등의 강박 인 성

격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힘든 을 늘 들어주며 나로 인하여 용기를 얻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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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것이 좋았다고 하 음. 환자는 남편이 어릴 시  부모의 이혼으로 자신에

게 어머니 역할을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혼하 음. 

그러나 결혼 후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남편에 해 불만이 많아졌고 

최근 남편이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됨. 환자는 남편에 해 배신감과 분노감으로 맥

주를 마신 상태에서 운동화 끈으로 목을 매 자살 시도함. 

상 자14  : “딸 을  뺏길  수 가 없어 요 .‘

결혼 기부터 남편으로부터 반복된 구타를 당하면서 우울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울증을 앓게 되었다. 결국 결혼 10여년 만에 남편과는 별거하

게 되었고 딸에게 더욱 의존하면서 지냈다. 최근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면서 

무의식 으로 딸을 뺐길 것에 한 양가감정과 우울감과 불안감이 심해지고, 이를 해

결하기 하여 충동 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과량 복용하여 자살 시도함.

상 자15  : “동 생 의 그 림 자”

내성 인 성격의 환자는 강압 인 아버지와 자주 갈등이 있었으나 극 으로 

응하지 못하 다. 둥이 동생과 늘 비교되면서 지냈다. 집에서 차려  떡집에서 일하

며 스스로 주도 으로 일을 하기 보다는 동생의 그림자처럼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다

고 한다. 그러던  결핵진단을 받고 떡집일 조차 제 로 하지 못하게 되자, 더 망

감에 빠지게 되었다. 사회 으로 더욱 축되어 지내면서 죽음에 해 집착하며 반복

으로 자살시도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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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회 기  : 새 로운  처 략  찾 기

상자는 인지재구성의 단계를 거쳐 망감이나 우울 등의 부정 인 감정이 자신

이 경험한 자살 기 상황에 한 부정  인지왜곡에서 래된 것임을 깨닫고 이를 극

복하고자 새로운 처 략을 찾고자 하 다. 

새로운 처 략으로서 종교가 없던 상자들 에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겠다고 

한 경우가 2명 있었고 규칙  운동을 하겠다고 한 경우가 13명 이었으며, 병원에 도

움을 받겠다고 한 상자가 2명, 로그램 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 하거나 알리지 않았던 상자들이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의 힘든 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겠다고 하 다. 한 분노조 과 충동조 을 한 심호흡법을 사용하기로 

하 으며 참고 억 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달하는 연습을 통해

서 자살이라는 극단 인 방법이 아닌 건강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겠다고 하

다. 한 자살도구로 사용될 수 있거나 자살시도 직 에 마시게 된 술이나 농약 등

을 집안에서 치워 안 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답한 상자가 2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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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 새로운 처 략 찾기

환자진술 새로운 처 략

신앙을 새로 가져 교회에 나가기로 함

교회 목사님 덕분에 후원자가 생김
신앙생활하기

자살생각이 나면 운동을 할 것이라고 함

다시 운동을 할 것이라고 함

규칙  운동하기

규칙  운동하기

감정변화가 심해지거나 잠을 못 자면 병원에 오겠다고 함

충동 이고 분노조  한 약물치료함
병원도움받기

힘든 을 딸과 이야기할 것이라고 함

여자친구와 여동생 만나 이야기하기
가족과 화하기

심호흡법 등 분노조 법을 사용할 것임

충동성 단방법 연습함

분노조 법으로 심호흡법과 숫자세기 연습

분노조 법 

애완견을 키우며 상실감을 신할 것임

아이 양육에 집 할 것임
건 한 일에 집 하기

남편과 화시 솔직한 감정표  연습함

분노감이나 배신감에 한 감정표

속마음 가족들에게 터놓는 연습

감정표 하기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듣기 음악듣기

집안 환경 안 하게 만들기

집안에 살충제, 술 치우기
안 한 환경만들기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 확인하기 주변 돌아보기

(6 ) 6 회 기  : 희 망  불 어 넣 기

희망에 한 사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앞일에 하여 어떤 기 를 

가지고 바람’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표 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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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환자진술 희망

1 단주하면서 직장을 다시 알아보겠다 직장

2 아이들을 열심히 키울 것이다. 가족

3 나 자신을 한 일을 찾을 것이다. 나

4 나 에 손자를 만나기 해서라도 건강하게 잘 지내야겠다 건강

5
새로운 일에서도 성실성과 책임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직장

6 남아있는 남편과 딸을 생각할 것이다. 가족

7 딸이 말이 통하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가족

8

면담치료를 받으면 나도 좋아질 것이다.

공무원 공부에 집 하면서 앞으로의 일을 더 생각할 수 있

기를 기 한다.

직장

9 분가하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볼 것이다. 나

10 남편과 상의하면 경제 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

11 부모님과 안정될 때까지 있을 것이다 가족

12
한 사람의 자살로 인한 향이 어떤 것인지 새롭게 알았다. 

여동생이 의지가 많이 된다
가족

13 다시 집안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일

14 아버지와 떡집을 잘 운 할 수 있을 것 같다 직장

2010). 두 의미 모두 시간  흐름으로 볼 때 과거가 아닌 미래 지향 이라는 것을 확

인할 수가 있다. 로그램에 참석한 상자들은 희망에 해서는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하 으며 말로 직 으로 표 하기 까지는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모두 

실 인 문제에 한 새로운 해결방법을 스스로 말하며 미래에 한 희망을 표 하

으며 미래를 기 하고 자신감이 생겼음을 답하 다. 이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 표 9 > 희망 불어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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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최 종  로그 램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자살시도 환자를 한 기 재 로그램에 한 문제 을 제

시하고 이를 토 로 최종 로그램을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체 로그램 에서 인지재구성 단계의 세부 내용이 자살 기 상황 이야

기하기, 자살 기 타임라인 작성하기, 인지개념화를 통한 인지재구성하기, 치료목표 

정하기가 포함되어 있고 이 과정은 체 과정  매우 요함에도 불구하고 1회기로 

진행됨으로써 상자가 충분히 자신의 부정  인지를 탐색하고 이를 재구성하는데  

시간 으로 부족함을 경험하 다. 따라서 어도 2회기로 늘려 자살 기 상황 이야기

하기와 자살 기 타임라인 작성하기를  한 회기에 하고 인지왜곡에 한 설명과 인지 

개념화를 통한 인지 재구성 과정을 다른 한 회기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처 략을 찾는 과정에서 단순한 제시가 아니라 직 으로 상자

가 연습하고 이를 익숙해지도록 검하기 하여 다양한 방법제시  치료자가 함께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회기도 1회기에서 2회기로 늘려서 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치료자를 한 표 지침서가 제작되어 로그램 진행시의 일 성과 구체

인 질문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상에서와 같은 문제 을 토 로 자살시도 환자를 한 인지행동치료 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 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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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 최종 로그램

회기 목  내   용 활동  과제물

1

사 동의 

극  치

료개입

1. 치료진행구조와 과정에 

  한 설명

2. 환자의 극  치료개입의 

  필요성 설명

나 자신과 맺는 치료계약서

2
자살 험

사정하기

1. 험요인 / 보호요인 

  확인하기

 나의 자살 험요인/보호요인 

 알아보기

3
안 계획 

세우기

1. 자살 기의 경고신호    

   처 략 알아보기
재의 안 계획 세우기

4

인지재구성 

하기

1. 자살 기상황 이야기하기

2. 자살 기타임라인 작성하기

1. 인지왜곡 이해하기

2. 부정  자동  사고 찾기

5
3. 인지재구성하기

4. 치료목표 정하기
인지개념화를 통한 인지재구성

6
재 략

선택하기

1. 개별  재 략 선택하기

2. 새로운 처 략 연습하기

1. 행동  략

2. 정서  략

3. 인지  략

7
희망불어

넣기

1. 변화에 한 검

2. 나의 목표 정하기

1. 나의 변화알기

2. 나의 1년, 10년 후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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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A. 기 재  로그 램  개 발 단 계

본 연구는 자살시도 환자가 가지는 자살 험 요인과 취약성을 개선하도록 돕는 인

지행동 치료 근을 통한 기 재 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로 자살시도 후 입원치

료 인 환자에게 직  실시하여 효과를 알아보았다. 기 재 로그램은 자살시도 

환자들이 나타내는 자살 기 상황 속에서 문제해결능력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하여 문제해결에 한 인지 왜곡에 한 부분과 새로운 정  처방법과 련된 부

분을 포함시켰으며,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한 방법을 통해 표 할 수 

있도록 치료자와 함께 연습하는 부분도 포함시켰다. 로그램은 환자 개인 특성에 따

라 한 주에 1～3회씩 2주 는 3주 동안 실시하 다. 

본 장에서는 자살시도 환자를 한 기 재 로그램의 개발 방법에 해서 다음

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의 자살 방이나 치료 로그램은 청소년이나 노인, 군인을 상으로 개발된 

것이 부분이며 자살시도 후 통상  정신과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를 받지 않고 퇴원한 환자와 자살 재시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우 , 2009), 자살시도 환자의 특성에 맞는 기 재 로그램을 개발하고 운 하

고자 하 다. 

인지행동치료  근을 통한 자살시도자를 한 로그램 에서 육성필(2002)는 자살

시도 후 정신과에 입원한 군인을 상으로 매주 1회기 2시간 30분씩 10회기를 구성하여 

10주 동안 운 되었다. 한 자살 고 험 집단  청소년을 상으로 이정숙 등(2007)도 

매주 1회기 45분씩 10회기로 구성하여 10주 로그램을 개발하 다. 그러나 자살시도 후 

일반 종합병원의 정신과에 입원하게 되는 일반 성인들의 경우 입원기간이 4주 이내가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맞추어 1주에도 1～3회를 시행하 고 

2주 는 3주안에 기 재 로그램이 종결되도록 개발하 다. 그러나 짧은 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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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되는 로그램의 특성상 인지재구성 단계를 1회기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환자가 스

스로 인지재구성을 이해하고 연습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부족하 다. 한 시간  제약으

로 인해 환자에게 문제해결을 한 새로운 처 략을 이해하는데 이 되어 지속

으로 불규칙하게 환자에게 용되는 로그램은 다른 간호사들이 지속 으로 로그램

을 운 하는데 어려움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B . 로그 램  용   효 과 검 증  단 계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 재 로그램의 평가  의의에 하여 논하고자 한다.

기 재 로그램 과 후에 우울, 망감, 자살생각, 문제해결 능력을 설문지를 

사용하여 로그램의 치료효과를 측정하 다. 

자살시도 환자를 한 기 재 로그램의 치료 효과를 분석한 결과, 로그램 실

시 보다 실시 후의 우울, 망감, 자살생각 수가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 문제해

결능력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 이는 인지행동치료 후 통상 인 치료군보다 자

살 재시도율이 감소하고, 우울, 망감은 감소하 으나 자살생각은 유의한 차이가 없

었던 Brown 등(2005)의 연구와 비교된다고 하겠다. 한 학생을 상으로 자살 방 

로그램을 통한 우울, 자살생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이정숙 등, 

2007)에서 자살생각은 감소하고 문제해결능력은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나 우울 수는 

감소하지 않았다는 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는 집단 로그램이 아닌 개

별 로그램이었고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라는 도 고려되

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유의한 결과는 인지행동치료가 자살시도 환자를 치료하는데 효과

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살시도 환자들을 치료하기 해서는 우울 등의 정서

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살시도 환자들이 나타내는 취약한 부분들에 처할 수 있도

록 하는 요소들을 포함되어야 한다(D'Zurilla et al, 1998; Townsend et al, 2001; 육성

필, 2002)는 주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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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정상 으로 기능하는 사람이든 일차 으로 자살에 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자살과 련된 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사건에 노출되었을 경우 Maris 

등(1997)이 제시한 모형처럼 한 스트 스 처방식, 문제해결능력, 사회  지지 

등을 보강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살이라는 극단 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도 있고, 다시 자살시도를 할 험성도 일 수 있을 것이다.

로그램 진행과정에서는 상자들은 부분 평소에는 섭섭함이나 불만 등 부정

인 감정을 표 하기 보다는 참는 편이었으며 가끔씩 충동 이고 폭발 으로 화를 

내는 반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 을 드러내고 도움

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 상자들은 자살시도 당시에는 

자살시도로 인한  효과에 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살을 통해 어떻게 하겠

다는 의도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다만 분노감이 극에 달하는 지경

이라고 하 으며 이 당시에는 돌이켜 도 스스로는 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 다. 따라서 자살시도 직 으로 가기 까지 부정 인 정서조 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며 내 인 강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한 자살시도 후 입원한 환자 부분은 ‘다시는 죽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죽으

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좀 더 많이 먹은 것이다.’ ‘겁주

려고 한 것이다’며 자살의도가 없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자살  자살시도와 련하여 

교육하고 스스로 자살상황과 자살 방에 해 심을 갖고 치료에 참여하게 하기 

해서는 입원 기에 정확한 평가와 함께 신뢰 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한 자살시

도에 한 수치심을 가질 수 있으므로 자살시도 자체보다는 자살시도를 하게끔 하는 

힘든 상황에 을 맞추고 비슷한 상황에서 사용한 환자의 반응과 해결방법에 근

해 가는 것이 요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한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 

이는 짧은 입원기간동안에 부정  인지의 정  인지변화로의 호 기간에 비해 우울

감이나 망감 등의 정서  부분은 호 기간이 늦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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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연 구 의 의의

본 연구에서 도출되어진 결과 이론, 연구  실무측면에서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1. 간 호이론  측 면

본 연구는 Beck(1967)의 인지이론을 이용한 자살시도 환자들을 한 로그램이 

자살시도 환자들의 고유한 특성을 알고 이에 한 인지재구성을 통한 기 재를 함

으로써 자살시도 환자들이 반복되는 자살시도를 통해 생명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음을 실증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살시도 환자를 한 

간호학  근시 인지행동치료  에서 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는 간호이론  

측면에서의 지식체 확장에 본 연구가 기여하고 있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보여

진다.

2. 간 호연 구  측 면

자살시도 환자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부분 인구통계학  특성에 을 두

고 있으며, 이에 자살시도 환자의 치료와 자살 방을 한 로그램에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청소년, 노인, 군인이라는 특성을 가진 자살 고 험 

상자가 아닌 일반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무하다. 간호 상자 심

의 실천학문으로 특징 지워지는 간호에서 날로 증가하는 자살시도 환자의 고유한 특

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인 근 없이는 학문의 발 을 기 할 수 

없을 것이다. 

따 라 서  본  연 구 는 이론  기 틀 을  기 반 으로 하 여 자살 시도  환 자의 고 유 한  인 지 왜

곡 을  악 하 고  인 지  재 구 성 을  통 해 서  추 후  자살  행 동 을  방 하 는데  을  두 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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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 이러한 활동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으며, 자살시도 환자의 기 재 

로그램 용 연구가 시도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제공하 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3. 간 호실 무  측 면

본 연구는 간호실무 장에서 간호사가 자살시도 환자의 자살 기 상황에서 자살행

동으로 이어지는 고유한 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한 구체 인 근방법을 통하여 자

살 방을 한 로그램을 용할 수 있도록 실무환경의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증가하는 자살시도 환자를 간호사가 극 으로 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이를 통해 더 많은 자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 방법을 제시

함으로써 간호실무 발 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D . 연 구 의 제 한

첫째, 본 로그램에서 시도한 측정도구들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과정은 표본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 되어 방법 인 면에서 제한 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 재 로그램을 후 상자들이 퇴원하여 일상생활

에서도 우울, 망감, 자살생각이 감소되고 자살 기 상황에서도 한 문제해결능력

을 보이는지 평가할 수 없고, 추후 자살시도에 한 평가에서 제한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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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제 언

A. 결 론

자살시도 환자들은 높은 우울, 망감, 자살생각을 느끼는 자살 기 상황 속에서 

한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고 도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한 

의사소통의 한 방법으로 충동 으로 자살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살시도 환자

를 입원과정에서 하게 되는 간호사는 이들만의 특성을 이해하고 구체 이고 체계

인 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자살시도 환자들의 우울, 자살

생각, 망감  문제해결능력 특성의 해결을 한 기 재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악하기 한 연구이다. 연구 차는 로그램개발, 로그램 용  효과검

증단계의 2단계로 구성되었다.

1단계 로그램 개발단계에서는 Beck(1967)의 인지이론을 근거로 자살시도 환자의 

우울, 망감,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개발하도록 로그

램을 구성하 다. 한 환자의 특성상 짧은 입원기간을 고려하여 6회기의 단기 로

그램으로 내용을 구성하 다. 2단계 로그램 용  효과검증단계에서 자료수집방

법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에 자살시도 후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를 선정하여, 연구에 참여하기를 수락한 자 15명을 상

으로, 자살시도 기 재 로그램 실시 에 사 조사를 실시하 으며, 총 6회기의 

자살시도 기 재 로그램을 실시한 후 사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울, 자살생

각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사후조사를 실시하 다. 자료분석은 SPSS 12.0 for 

Window 로그램을 이용하여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살시도 환자의 우울, 망감, 자살생각, 문제해결능력 정도는 우울은 평균 

40.20 , 망감 9.53 , 자살생각 19.47 , 문제해결능력 123.47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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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가설 ‘ 기 재 로그램 실시 보다 실시 후의 우울 수가 낮을 것이다’는 

유의한 차이(Z=3.354, p=.001)가 있어 지지되었다.

3. 제2가설 ‘ 기 재 로그램 실시 보다 실시 후의 망감 수가 낮을 것이다’

는 유의한 차이(Z=2.922, p=.003)가 있어 지지되었다.

4. 제3가설 ‘ 기 재 로그램 실시 보다 실시 후의 자살생각 수가 낮을 것이

다’는 유의한 차이(Z=3.301, p=.001)가 있어 지지되었다.

5. 제4가설 ‘ 기 재 로그램 실시 보다 실시 후의 문제해결능력 수가 높을 

것이다’는 유의한 차이(Z=-1.993, p=.046)가 있어 지지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살시도 기 재 로그램은 자살시도 환자의 

우울, 망감,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 효과 인 재방안

으로 나타났다. 

B . 제 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기간이 제한 이어서 로그램의 장기 인 효과의 평가를 하여 자

살재시도, 지속 인 우울, 망감, 자살생각, 문제해결능력의 변화를 추후 반복 측정하

여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는 로그램 효과 평가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가 조군이 없이 실시된 원시실험연구이므로 이를 보완한 로그램 

용  평가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자살 시도로 입원하여 치료받는 환자들은 상당히 이질 이기 때문에 보다 많

은 사람들을 상으로 개인 인 특성을 세분화하여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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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로그 램  과 제 물

나 (          )와 맺는 치료계약서

나 자신과 나의 행복을 위한 약속으로,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이다.

▶나의 목표는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보살피는 것임을 선언한다.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내 목표는 오래 즐겁게 사는 것이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덜 불행하게 사는 것이다.

                  (서명)

▶우울해지거나 흥분했을 때 자살하려는 경향성이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방해

한다는 것과 자살성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울 것이라는 점을 깨닫는

다. 그러므로 나는 정서적인 고통을 다루기 위해 자살성보다는 다른 방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서명)

▶나는 그러므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선언한다(혹은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

속한다).

                  (서명)

▶나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자해를 하거나 죽으려는 동기에 저항

할 것을 약속한다.

                  (서명)

▶자해를 하거나 죽으려는 충동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때에는 ‘위기에서 살아남

기’의 단계를 따를 것을 약속한다.

                  (서명)

나는 나 자신과 이 계약의 조항들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치료자나 나를 생각해 주

는 다른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는 이 계약을 어기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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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관련 요인 (최근) 임상적 상태 (치료자와 함께)

□ 살기보다 죽기를 더 원한다 □ 우울증

□ 자살 생각은 있지만 의지나 계획은 없다 □ 혼합성 기분장애

□ 자살 의지는 있지만 계획은 없다 □ 약물 남용이나 의존

□ 자살 의지와 특별한 계획도 있다 □ B군 인격장애

□ 자해하라고 명령하는 환청이 있다 □ 절망감

□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 초조 또는 심한 불안

□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였다 □ 사회적 소외 또는 외로움

□ 자살 시도가 방해되거나 실패한 적 있다 □ 문제 해결 결핍

□ 자살하기 위해 준비한 적 있다 □ 역기능적 태도(예: 완벽주의)

□ 단순한 자해 행동을 한 적 있다 □ 지각된 가족이나 타인에 대한 부담감

□ 자살 시도 실패를 아쉬워 한다 □ 임상적 상태의 갑작스런 변화(호전/악화)

자극 요인 (최근) □ 높은 충동적 행동

□ 이혼, 별거, 사별 □ 타해 생각

□ 대인관계의 상실, 갈등, 폭력 □ 타인을 향한 공격행동

□ 법적 문제 □ 만성신체통증 또는 다른 급성의학적 문제

□ 경제적 어려움, 실직, 직업상태 변화 □ 자살 시도 방법(예: 총 또는 약)

□ 노숙자 □ 신체적 성적 학대

□ 중요한 부정적 사건 □ 자살에 대한 가족력

치료 경력 보호 요인 (최근)

□ 정신과적 진단 및 치료경력 □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다

□ 치료에 대한 절망이나 불만족 □ 삶에 대한 이유를 말한다

□ 치료 불이행 □ 가족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 치료경험 없음 □ 사회적 지지와 가족 지지가 있다

□ □ 통증과 고통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 자살은 비도덕적이라는 믿음, 높은 영성

□ 직장이나 학교를 다닌다

나의 자살위험요인 알아보기
 날짜:                이름 :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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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이름 :               성별/나이 :                   

연습 1. 자살의 두 가지 측면 탐색하기

희망적인 측면

- 자살에 반대하는 측면 -

절망적인 측면

-자신이 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지-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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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이름 :                성별/나이 :                  

연습 2. 당신이 사는 이유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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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이름 :                성별/나이 :               

연습 3. 자살로 인해 생기는 ‘이득’

이 득 문제점

1.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 죽음이 그들에게 더 큰 짐이 되지 않

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2. 나는 실패자다. 적어도 한 가지 (나

의 죽음)라도 성공을 해 보아야겠다

죽음으로써, 모든 과거와 가능한 미래의 

성공을 포기하는 것이다.

3. 적어도 더 이상은 상처받지 않을 것

이다.

결코 더 이상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 것

이다.

4. 내가 죽으면 그들은 나에게 했던 것 

때문에 미안해 할 것이다.
복수를 즐길 수 없을 것이다.

5. 이것이 내가 통제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죽음은 통제권을 영원히 상실하는 것이다.

6. 죽음으로써, 내 죄를 대신하겠다.
죽었을 테니까 ‘처벌’은 앞으로의 행

도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7. 마지막으로, 그/그녀는 내가 얼마나 

그/그녀를 사랑했는지를 알게 될 것

이고 나를 다시 사랑할 것이다.

죽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8. 나는 지금부터 행복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는 개념이 완전히 틀렸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다른 이득 다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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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이름 :                성별/나이 :                

연습 4. 안전계획  세우기 

 1. 자살 경고 신호

□ 자고 싶은데 깨어 있다

□ 자해하고 싶다

□ 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다

□                        

□                        

□                        

 2. 자살 위기 대처전략 

□ 음악 듣는다

□ 의자에 앉는다

□ 산책한다

□ 숨고르기를 한다

□ 샤워를 한다

□ 운동한다

□                          

□                          

□                          

 3. 누군가과 이야기하라.

  (변화가 없으면 다음 사람들한테 나의 위기를 말하고 도움을 요청해라.)

□ 친구에게 전화한다.               ☎                   

□ 가족에게 전화한다.               ☎                   

□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거나 말한다. ☎                    

 4. 건강 전문가에게 전화하라.

□ 치료자에게 전화                ☎ 031-810-5220

□ 정신과 의사에게 전화           ☎ 031-810-6230

□ 사례관리자에게 전화            ☎                   

 ※ 24시간동안 전화받는 단체에 연락하라.

□ 정신과적 응급구조단체에 전화    ☎ 1577-0199

□ 국가 자살예방센터 전화          ☎ 1588-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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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이름 :                성별/나이 :               

연습 5. 사회적 지지 자원 이용하기

**** 관심있는 사람  찾아내기 ****

- 지난 몇 주 동안 당신에게 말을 건넨 사람들과 당신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

번호 혹은 생일을 알고 있는 사람

- 최근에 당신을 칭찬한 사람

- 최근에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낸 사람

- 당신의 죽음을 알면 깊이 슬퍼할 것 같은 사람

-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거나 같이 지낸 지 오래되어서 당신으로부터 연락을 받

으면 반가워할 사람

- 최근의 기억 중에 당신에게 포옹을 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한 사람

이름 긍정적인 상호작용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아는가?

(예/아니오/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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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이름 :               성별/나이 :              

연습 6. 위험한 신념들 찾기

위험한 신념들 인지적인 왜곡

자신에 관한 신념

나는 부적절하며 실패자다.

나는 고통을 견딜 수 없다.

나는 너무나 나쁜 사람이어서 당해도 싸다.

내가 아주 많이 원하는 그것(사람이든 물건이

든)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대처할 수 없다.

타인이나 세상에 관한 신념

자해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필요

한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내가 없어져 버려도 아무도 나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내가 없는 편이 더 낫다.

그들은 유감스러워할 것이다.

인생은 거지같고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다.

자해가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미래에 관한 신념

인생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절대 주지 않

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다음 생이 더 나을 것이다.

미래는 단지 고통만 있을 뿐이다.

자해가 나의 최선이자 유일한 대안이다.

계속 살 아무런 이유가 없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당신이 하는 생각들



연습 7.  자살위기의 타임라인 작성하기

촉발사건
자동적사고
(동기화)

감정 행동
자동적사고
(자살의도)

자살시도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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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이름 :                성별/나이 :               

핵심질문 1. 자해를 하거나 죽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 이유들이 

정당해 보이는가?

핵심질문 2. 친한 친구가 나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나는 뭐라고 할 

것인가?

핵심질문 3.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달리 이성적으로 볼 것인가?

핵심질문 4. 생을 마감하는 대신에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핵심질문 5. 왜 나는 때로 삶을 거부하지 않는가?

핵심질문 6. 앞으로 내 인생이 나아진다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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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이름 :                 성별/나이 :              

< 나의 새로운 대처전략 >

- 나에게 유리한 것으로 주의를 분산시키기 -

(즐길 만한 것. 혼란스런 마음과 반대되는 감정을 유발할 만한 것. 깊이 

빠져들 만한 것.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 부정적 결과가 안 되는 것)

1. 집안일을 하면서 바쁘게 보내기

2. 비디오를 빌려 팝콘을 먹으며 보기

3.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듣기

4. 쇼핑하러 가기

5. 게임방에 게임하러 가기

6. 과자나 빵 굽기

7. 교회 가기

8. 자신이나 친구를 위해 저녁식사 준비하기

9. 동네 음식점에서 서빙하기

10. 정원에서 일하기

11. 재미있는 소설책 보기

12. 낮잠 자기

13. 볼링치러 가기

14. 교외로 드라이브 가기

15. 미루어 두었던 일 하기

▣ 점진적인 근육이완 요법

▣ 심상요법

▣ 지각 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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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에서 아직 끝마치지 못한 일들 *

하려고 했거나 끝마치려고 했던 일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왜 내게 중요한가?

지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끝마치지 못한 일들

자살충동 지연시키기

1. 당신이 다른 모든 가능한 것들을 다 해 볼 때까지 ‘자살’을 목록에 넣지 마라.

2.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라. 총,약, 술 등을 버려라. 

3. 다 지나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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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1

험요인

아버지는 30년  집에서 주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화를 참

지 못 하고 혼자 방에 들어가 농약을 먹고 자살.

어머니와 나의 폭력을 견디기 힘들어 13세 경 혼자 집을 나와

서 살기 시작.

2008년 동거녀와 헤어짐.

노숙생활, 경제  어려움

과거자살시도 2회

우울감, 외로움을 반복 으로 말함

보호요인
나가 연락 가능함.

교회 목사님을 통해 교인이 후원자가 되기로 함

상자2

험요인

남편의 다른 여자와의 성 계 동 상을 본 뒤 배신감

3개월 동안 반복 으로 6회 자살시도함.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구타하던 아버지 목격함.

3년  부모님 이혼.

보호요인

기독교 신앙이 있음.

두 아이에 한 책임감이 있음.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믿음이 있음.

상자3

험요인

10년 부터 남편이 외도.

5년  자궁 상피 내암 진단 받았음.

올해 5월 순 물혹 수술 받았음

남편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임신  수술을 한 것이

라고 얘기하면서 환자를 비난하고 믿지 않음.

재는 자살생각은 있지만 의지나 계획은 없다함.

이혼을 생각하고 있음

완벽주의  성격이 있다고 말함.

보호요인

1남 1녀의 자녀가 지지 임.

여자형제들이 그동안 몰랐던 환자의 어려움을 알고 지지 임.

직업이 있음.

< 부록  2>  로그 램  각  회 기 별  상 자 자료

1) 2회 기  자살 험 요 인 / 보 호요 인  사정 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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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4

험요인

정성들여 키운 손자를 못 본다는 상실감.

드세고 강한 성격의 남편과 무뚝뚝한 남편.

외로움 호소

보호요인

경제 , 물질 으로 여유가 있음.

손자를 나 에 보려면 건강해야 한다는 미래에 한 희망 표 .

무용을 취미생활로 회에 나갈 정도임.

상자5

험요인

3년(고2부터) 사귄 여자친구와의 결별

군 상사와의 갈등

아버지의 빚보증으로 부모님 이혼, 학진학 포기후 직업군인선택

심한 조  불안, 수면장애

보호요인

부모님의 극 인 지지

직업군인을 그만둔 후 새로운 직업을 찾을 계획이 있음.

가족과 타인에 한 정의감, 책임감이 강함

자살이 비도덕 이라는 믿음이 강함

상자6

험요인

아들의 실족사

오빠 교통사고 사망

친한 친구의 교통사고 사망

사고에 한 충격으로 인한 셋째 유산

말로 잘 표 하지 않는 성격

자살시도 후 입원치료  다시 자살시도함.

보호요인 으로 지지 인 남편과 딸이 있음.

상자7

험요인

과거자살시도 경험이 2회 있음

화 못내고 속으로 삭이는 성격

우울감과 외로움 지속 으로 호소

음주 지속

직장 상사와 갈등

보호요인

설비업 문기술 있음

부인과 딸의 지지

부인과 딸을 많이 좋아함.

살았으니까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미래에 한 희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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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8

험요인

어린시 부터 이어온 부모님과의 갈등

등학교 5~6학년 때 남자 선생님으로부터 성폭행 당함.

여동생에 한 라이벌 의식

낮은 자존감

학때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 받은 경험 있음

공무원 시험 비 으로 스트 스 받음

충동 이고 폭력 인 언행 보임.

자살사고는 지속 이었으며 이번이 처음 자살시도임.

보호요인

가게를 운 하고 있는 어머니

지지 인 여동생

회계사 비하는 남자친구

자살시도로 인해 생긴 상처와 통증에 해 두려워함.

상자9

험요인

시아버지, 손 동서로부터 시집살이 스트 스

시 편을 들어주는 남편으로 인한 외로움

5개월  3주된 기다리던 아이의 자연유산

불임크리닉 호르몬 치료 임.

보호요인 여동생과 친 하며 지지 임

상자10

험요인

8년  직장 문제로 정신과 치료 받은 경험 있음.

경제  어려움 지속되고 4000만원 출받음.

남편과의 갈등

보호요인
남편에 한 믿음과 자식들에 한 미안함 표 함.

미래에 한 희망 표 함.

상자11

험요인

음주하고 자살시도함.

화재사고로 딸 사망함.

딸과 혼결혼식한 사돈이 자살 후 상실감과 죄책감

보호요인

지지 인 남편에 한 미안함 표

가게 운 을 잘해왔음.

활동 이고 극 인 성격

상자12 험요인
엄격하고 강압 인 아버지와 어머니에 한 불만

남자친구와의 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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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임신으로 인한 인공유산

내가 얼마나 남자친구를 사랑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

보호요인

힘든 을 모두 아는 지지 인 여자친구와 여동생

남자친구가 당분간 지지자원이 되어  것을 약속함.

좋아하는 직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능력을 인정받음.

상자13

험요인

오랫동안 믿었던 남편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

외도 사실이 밝 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남편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음

망감과 외로움 호소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를 양육하고 살기에 경제  능력이 

부족함.

화에 회피 인 남편

실 인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는 자살에 한 생각

내가 죽으면 남편이 미안해 할 것이라는 생각

보호요인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희망 인 표

지지 인 여동생과 아는 언니

여동생, 아버지, 아들과 타인에 한 책임감을 표 함.

상자14

험요인

남편의 반복  구타

베쳇병

남편과의 별거

보호요인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함

딸이 매우 지지 임

상자15

험요인

8회의 자살시도

결핵  앓음

여자친구와 헤어짐

특별한 직업없이 아버지 떡집에서 일했음

모든 심이 죽음에 집 되어 있음

보호요인
가족지지가 있음

퇴원 후 직업재활이 아버지 떡집을 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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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1

자살경고신호

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옛날 생각이 나서 화가 치 어 오른다.

고생한 기억이 나서 울컥한다.

세상에 내가 의지할데도 없고 외롭다.

우울하고 삶에 해 불안하다.

살아서 뭘 하겠냐 싶고 살게 되면 왜 못 죽었나 후회된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후회된다.

처 략 주로 술 마셨다

사회  지지자원

화하거나 말하고 싶긴 한데 말할 사람이 없다.

자살 기상황시 병동과 정신과응 구조단체로 화하기

로 함.

상자2

자살경고신호

으로 신뢰하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성 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생각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사라지

고 싶다’ ‘그만 살고 싶다’

처 략
특별히 스트 스 해소방법이 없었다.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면 좋겠다.

사회  지지자원

첫째 엄마에게 화

둘째 병동에 화하기로 함

셋째 정신과  응 구조단체에 화

상자3

자살경고신호
잠을 잘 수가 없고 식사도 못했다

무 화가 나서 견디기 힘들었다

처 략
요가, 등산

술을 마셨으나 자살경고신호시 다시 마시지 않기로 함.

사회  지지자원

딸과 아들과 얘기한다.

여동생, 언니와 얘기한다.

병동으로 화한다.

상자4 자살경고신호
물이 계속 나고 슬퍼짐 잠을 제 로 자는 것이 힘들었다.

가족들 앞에서 괜찮은 것처럼 노력해도 혼자 있을 때 운다.

2) 3회 기  안 계 획  세 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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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략

고 무용을 했다

술은 원래 못 마시는데 이번에 술을 마시고 살충제를 먹

은 것이다.

사회  지지자원

무용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낸다.

무용선생님. 친구들에게 화하겠다.

아들, 남편에게 화하거나 이야기 하겠다.

병동과, 정신과 응 구조단체 화번호 알려 .

상자5

자살경고신호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고 ‘하루하루 나아지지 않고 같

구나’하는 욱하는 마음이 들었다.

화장실에도 밤에 8번이나 갔다.

수치감과 억울함이 들었다.

처 략 운동을 많이 한다. 닥치는 로

사회  지지자원

어머니, 아버지께 화하겠다.

병동에 화하여 간호사나 담당 공의에게 이야기하겠다.

정신과 응 구조단체 화번호 알려 .

상자6

자살경고신호

혼자 있으면 물이 자꾸 나고 아들에게 가야 겠다는 생

각이 든다.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잔다.

민하고 진정이 안 된다.

처 략 산책하고 음악을 듣는다.

사회  지지자원

남편이 항상 함께 있는다.

남편에게 화한다.

딸과 이야기를 많이 한다.

상자7

자살경고신호
식사를 거의 못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

처 략
술을 많이 마셨다. 이제 안 마시겠다.

산책을 하겠다.

사회  지지자원
딸과 부인에게 화

직장 동료에게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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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8

자살경고신호
가족들이 변화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아온 날들이 모두 후회되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진다.

처 략
그림을 그리겠다.

운동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사회  지지자원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거나 화

여동생과 좀 더 잘 지내보고 싶다

어머니에게 화

다른 곳이 화 받지 않으면 병동에 화하도록 함

상자9

자살경고신호

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화가 난다.

‘내편은 없구나’ 하는 생각

혼자 울고 식욕이 떨어지고 잠을 잘 수가 없다.

처 략

에는 활발하고 친구도 많았는데 지 은 거의 메신

로만 연락한다.

엄마와 얘기를 좀 해야겠다. 

남편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사회  지지자원
남편에게 이야기하거나 화

엄마나 여동생과 화

상자10

자살경고신호

음주상태에서 남편하고 다투다가 욱하는 마음이 들었어

요.

원래 좀 충동 이고 욱하는 데가 있어요.

남편 버릇 고치려고 그런 거에요.

처 략 술을 마시지 말아야죠.

사회  지지자원

남편과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주변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풀면 되요.

정말 험한 생각이 들면 병원 화로 연락하도록 함.

상자11

자살경고신호
죄책감과 상실감이 무 컸다.

그냥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처 략

술을 마시면 더 약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술 안 마시겠다.

남편도 가정을 해서 자기 슬픔을 감추는데 남편을 도

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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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지자원
남편과 이야기한다.

가게 운 하면서 일에 집 한다.

상자12

자살경고신호

남자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여 큰 상실감과 함께 

남자 친구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

을 것 같은 극심한 불안감을 느 다.

처 략
음악을 듣는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 한다.

사회  지지자원

여동생과 이야기하거나 화한다.

여자친구와 만나서 이야기한다.

병동에 화한다.

상자13

자살경고신호
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에는 아이 생각이  안 났다.

처 략

음악을 듣는다.

샤워를 한다.

라틴 스를 배워 볼 생각이다.

사회  지지자원

아는 언니에게 95% 이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힘든 들을 이야기하고 화하겠다.

동생이 나로 인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새삼 알았다.

동생에게도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다.

아이와 아버지,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상자14

자살경고신호 잠을 못자고 깨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함

처 략 수면제를 찾아서 반복 으로 먹게 된다고 함

사회  지지자원 딸이 이를 걱정하며 챙기고 있음

상자15

자살경고신호

왜 죽지 못했을까에 해 생각하며 다음번에 더 확실하

게 죽을 수 있은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 찾거나 고민한다

고 함

처 략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함

사회  지지자원
죽고 싶은 생각이 들면 어머니에게 꼭 먼  얘기하겠다

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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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1 

생활력이 강했으며 아버지에게 구타당하면 아들에게 그 화를 푸는 엄마로

부터 버림받은 환자는 우연히 주 을 운 하는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고 

그녀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자 하 으나 다시 버림받음으로써 망감과 

외로움 속에 싸여 우울해지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알리고자 제 제 음독, 

약물 음독, 손목 기 등의 다양한 방법의 반복 인 자살시도를 하게 됨.

상자2

어린시  어머니를 구타하고 환자에게 심한 욕설과 잦은 외도를 하던 아

버지로 인해 아버지의 부재를 늘 느끼던 환자는 8살 연상의 아버지 같은 

남편에게 인 신뢰로 의지하며 살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성 계

를 하는 동 상을 으로써 아버지에 한 trauma를 재경험하고 배신감과 

상실감, 분노감으로 이혼이 아닌 자살을 통한 ‘사라지고 싶음’으로 표 하

고자 정신과약을 음독함으로써 자살시도함.

상자3

활발하고 극 이며 완벽하고자 하는 성격의 환자는 결혼 후 시 의 반

로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에만 념하므로써 1차 으로 narcissistic 

injury를 받았으며 10년 부터 남편의 외도가 2차례 있었으나 친정식구들

에게 조차  말하지 않고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며 요가  등산으로 

스트 스를 해소하며 지내던  자궁상피내암 진단과 물혹수술 등 신체

으로 약화된 가운데 내연녀와 내연녀의 친구라는 여자들로부터 남편과의 

아주 사 인 부분까지 공개됨으로 인하여 완벽주의 이고자 하는 환자의 

narcissistic injury에 한 분노로 인하여 커터칼로 손목을 그어 자살시도함.

상자4

드세고 강한 성격의 남편과 화가 거의 없는 두 아들 신해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딸같이 생각하며 며느리와 련된 모든 일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손자를 키우면서 자신의 살아있음과 존재감을 느끼

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큰 아들의 이혼 후 손자까지 데리고 나감으로써 

자신의 모든 노력이 물커품이 되는 상실감을 경험하고 무용 등의 처방

안으로 힘을 내려했으나 남편과 가족들로부터 환자의 이런 마음을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자살 시도함.

상자5

학창시  반장등을 하며 주변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환자는 아버지의 빚보증으로 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신 남자답고 인정

받는 직업군인으로 만족하던  새로 부임한 상사로부터 더 이상 인정받

지 못하고 3년간 사귄 여자친구로부터도 이별을 통보받음으로써 이에 

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다는 분노감과 우울감으로 인하여 

더욱 업무에 자신감을 잃고 집 하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던  ‘하루

3) 4 회 기  인 지 개 념 화 를  통 한  인 지 재 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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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나아지지 않고 같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욱하는 마음으로 충동 으

로 자살시도함.

상자6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

들과 감정  교류를 하기보다는 혼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즐기던 환자

는 결혼후에도 남편과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서 밤늦게 드라이 를 한다든

지 주변과 상 없이 생활하 다. 이런 환자에게 아버지와 같던 오빠와 친

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연이어 사망하게 되었다. 실제로 환자는 이들과 자

주 연락하거나 감정  교류가 있지는 않았으나 환자 스스로 그들에 한 

의미부여를 사실보다 과장되게 표 하 다. 이후 우울감에 시달려 스스로 

개인 정신과 치료를 받던  가족여행에서 환자와 가장 강하게 감정  교

류를 하던 아들이 실족사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환자는 자신이 돌

보지 않아서 아들을 죽게 만든 것에 한 죄책감이 지속되어 목을 매는 

극단 인 방법으로 자살시도함. 

이후에도 아들이 죽기 직  어둡고 찬 물속에서 얼마나 무서웠겠냐며 죽

어서 아들에게 가야한다고 반복 으로 얘기하며 물없이 공허함을 이야

기하거나 혼자서 음악을 듣거나 아들 사진을 보며 우는 모습 찰됨. 

상자7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남의 자식같은 느낌을 받으며 자랐으며 늘 외로웠

던  환자는 혼자 있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데 직장문제로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고 부인이 혼자 아이들을 키워 아이들에 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가정내에서 외로움을 재경험하게 된다. 이를 10년 부터 하루 소주 1병씩

을 마시며 알코올 의존이 심해지고 부인과 딸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이

해받지 못한다는 마음과 무 외롭고 우울해져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서 반복 인 자살시도로 이어짐. 이를 술을 마신 채 부인에게 강제 인 성

계를 요구하여 자신의 남자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었으나 발기까

지 되지 않자 이에 한 분노감으로 인하여 충동 으로 집을 나가 목을 

매는 공격 인 자살행 를 시도함.

상자8

가부장 이고 무서운 아버지와 어머니의 치를 보면서 등학교 때는 어

른 스럽다며 칭찬받았으나 등학교 5~6학년때 남자선생으로부터 성폭행

을 당했는데 이에 해 엄마에게 말하지 못하고  신경질 이고 민

한 성격으로 변하고 이에 한 부정 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환자는 엄마

에 한 분노감을 키우게 되고 상 으로 칭찬받는 여동생에게 분노감을 

투사시키게 된다. 학진학시 미술을 공부하고 싶었으나 부모에 의해 다시 

좌 되면서 경 학과에 응하기 힘들어 하던 환자는 스스로 정신과를 찾

아 치료받았으나 주변의 심과 지지가 여 히 없고 휴학 한 부모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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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쁜 성 으로 졸업하게 되고 공무원이 되어 이를 극복하고자 하

으나 이 한 3년간이나 시험 비를 계속하게 됨으로 인하여 낮은 자존감

에 싸여 있던 환자에게 엄마가 가게에 나와서 일하라는 말로 인하여  

존 받거나 심받지 못한다고 여긴 환자는 폭발 으로 여동생의 물건에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여 던지고 손목을 그음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자 함.

상자9

1남2녀의 장녀로 아버지 사업실패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장녀로서 

가고 싶은 학진학을 포기한 환자는 힘들어도 말로 표 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아지고 친정에도 반 한 결혼을 한 환자가 힘든 을 말하지 못하고 

남편까지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보다 시아버지나 동서를 편드는 남편을 

보면서 ‘내편은 아무도 없구나’ 라고 외로움을 자주 경험하게 되고 불임 련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불안정한 감정조 과 함께 분노조 의 어려움을 

겪던  남편과의 다툼  남편이 나가버리자 충동 으로 자살 시도함. 

상자10

건설업으로 일하는 남편의 수입이 불규칙하여 수년 부터 주변사람들에게 

빚을 지거나 출을 받아 생활하는 등 충동 이고 즉흥 인 면이 있던 환

자는 최근 집을 담보로 다시 4000만원을 출받았고 이 때문에 남편과 

다투던  음주 상태에서 충동 으로 살충제를 음독하여 자살 시도함. 환

자는 ‘내가 왜 그랬나?’싶은 생각에 끔 하고 남편과 자식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말 안해도 알 것이라고 하며 사실은 남편버릇을 고치기 해 그런 

것이라며 창피하다고 함.

상자11

외향 이고 사람사귀기를 좋아하며 정 인 환자는 보신탕을 하면서 다

른 사람들의 정 인 인정을 받기를 좋아하던 환자는 딸의 갑작스런 화

재로 인한 사망으로 충격을 받았으나 딸의 남자친구와의 혼결혼식과 방

송을 통한 혼과의 화까지 하고 사돈과 의지하면서 겪어내던  사돈

의 자살로 인하여 상실감을 느끼고 주변사람들로부터 환자로 인하여 죽었

다는 비난과 함께 극도의 죄책감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마

음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신과 약을 복용함으로써 자살 시도함.

상자12

다 질 이고 강압 인 아버지와 엄하고 무서운 어머니 에서 칭찬받지 

못하고 치보던 환자는 학을 먼 곳으로 진학하면서 부모곁에서 떠나고

자 하 으나 직장에 취업하면서 여 히 부모의 반 로 인하여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던  자신의 일에 지지 인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인정받

고 사랑받는 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갑작스런 임신으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의 반응에 한 공포로 인하여 유산을 하고 이에 해 남자친구로부터 보

상받고자 하는 양가감정이 있었으나 남자친구는 오히려 이별을 통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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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남자친구를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신

과 약을 먹고 자살시도 후 남자친구에게 화를 함. 환자는 약을 먹으면서

도 죽지 않을 것을 알았다라고 함. 이후에도 남자친구의 반응에 따라 심한 

감정변화를 보임.

상자13

소방 이던 아버지로 인하여 어려서부터 ‘첫째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책임

감이 강했으며 요리를 하면서도 무의식 으로 불을 끄는 등의 강박 인 

성격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힘든 을 늘 들어주며 나로 인하여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좋았던 환자는 어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

여 어머니 역할을 원하는 남편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혼하 으나 생

활하면서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남편에 해 불만이 쌓여

가고 반면 어머니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아내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느끼게 하는 아들을 벗어나 외도를 하게 됨. 이로 인한 환자의 배신감과 

분노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고자 하는 남편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게 되어 맥주를 마신 상태에서 새로 산 운동화끈으로 목을 

매 자살시도함. 입원 에도 다른 환자에게 폭발 으로 화를 내고도 환자

들을 신해서 치료자에게 불만을 얘기해 으로써 자신이 존재감을 나타

내고자 함.

상자14

쾌활한 성격이긴 하 으나 남에게 의존 이었던 환자는 결혼 기부터 남

편으로부터 반복된 구타를 당하면서 우울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으

며 이로 인하여 조울증을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 남편과는 별거하게 되었

으며 이때부터 딸에게 더욱 으로 의존하면서 지내던  딸에게 남자

친구가 생기게 되면서 무의식 으로 딸을 뺐길 것에 한 양가감정이 심

해지면서 우울감과 불안감이 다시 상승되고 이를 해결하기 하여 처방

이던 수면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충동 으로 자살시도함.

상자15

내성 인 성격의 환자는 강압 인 아버지와 자주 다툼이 있었으나 강하게 

응하지 못하고 둥이 동생과 늘 비교되었으며 집에서 차려  떡집에서 

일하며 스스로 주도 으로 일을 하기 보다는 동생의 그림자처럼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다. 그러던  결핵이 걸려 떡집일 조차도 제 로 하지 못하게 

되자 더 망감에 빠지게 되며 결핵에 걸려 죽는 환자들을 보며 더욱더 

사회 으로 축되어 지내게 되며 여자친구와 모든 인 계에서 축되

어 지내던  죽음에 해 집착하며 반복 으로 자살시도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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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1

신앙을 새롭게 가져 교회에 나가기로 함.

교회 목사님 덕분에 후원자가 생겨 입원동안뿐만 아니라 퇴원후에도 

심을 갖고 돌 주기로 하여 이에 한 감사함을 표 하며 단주하기로 함.

병동내에서도 알코올 해독 후 다른 환자들에게 심보이며 도와주기까지 

하는 모습에 해 칭찬해 .

다시 외로움이나 화가 나서 자살생각이 나면 운동을 할 것이라고 하고 

상자2

감정기복이 없이 많이 안정되었다고 함.

감정변화가 심해지거나 잠을 못 잘 경우 병원으로 오기로 약속함.

남편과 아이 양육에 집 하기로 하 다고 함.

상자3

다시 자살시도는 없을 것이라며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함.

재산을 환자 소유로 돌리건, 내연녀에게 환자가 보는 앞에서 모욕을 주고 

환자에게 돌아오거나,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 다함.

아이들이 이해함으로 힘든 을 주로 딸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음.

다시 운동을 할 것이라고 함.

심호흡법 등을 통한 분노조 법이 좋은 것 같다고 함.

상자4

고 무용으로 공연까지 한다고 하여 이에 해 칭찬해주자 앞으로도 할 

계획이라고 함.

애완견을 키우며 상실감을 신하고자 한다고 함.

남편과 화시 심호흡 후 좀 더 솔직한 감정을 달하도록 연습함.

상자5

매우 충동 이고 분노감이 많은 환자는 일정기간 정신과 약물치료가 필

요함을 동의함.

충동성에 한 단방법과 분노감이나 배신감에 한 감정을 표 하고 

문제해결방법을 자살이 아닌 방법 찾기 연습함.

자살시도 경험에 해 매우 수치스러워 하는 환자에게 아무도 그 게 생

각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며 앞으로 힘든 들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

는 처 략으로서 운동하기,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듣기 등을 하기로 함.

상자6

입원한 딸 래의 청소년 환자를 보면서 환자는 딸이 에 들어왔다고 

말하며 이제 정말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죽기 에 해야 할 일들에 해 도록 하고 다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경우 남편에게 화하는 방법과 병원에 연락하도록 함.

남편과 딸의 감정에 해서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생각해 보기로 함.

상자7

자녀들과 부인이 아직도 환자에 해 걱정하고 지지하고 있는 마음이 있

음을 알리고 자살행동에 해서는 가족들에게  다른 고통임을 면담  

인정함. 알코올 의존의 증상에 해서 교육하면서 환자가 단주할 수 있도

록 하고 규칙 인 운동을 하고 속마음을 가족에게 터놓는 연습을 시행함.

4 ) 5 회 기  새 로운  처 략  찾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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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8

인 계시 이분법 으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눠서 생각했다고 

하여 이에 해 모든 사람이 장단 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함. 

스스로도 여동생에게 모든 것을 투사함을 인정하며 여동생과의 계를 

개선하기로 함.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함.

분노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신 잠시 자리를 이동하

여 심호흡하고 숫자를 셈을 통해서 분노를 조 하도록 연습함.

꾸 한 운동을 해보고자 하며 교회가기를 생각해 보기로 함.

상자9

환자는 화가 치 어 오를 때 충동 으로 약물이나 칼을 찾았던 과거력이 

있으므로 집안환경을 안 하게 변화시킬 것과 좀 더 정서  안정 후에 불

임 련 치료를 하기로 함. 

상자10
주변에 살충제 등의 험한 물건들은 치우기로 함.

앞으로 술을 되도록 안 마시겠다고 약속함.

상자11

딸의 사망이나 사돈의 자살이 환자의 잘못이 아니며 환자도 어쩔 수 없

었음을 확인함.

남편 한 딸을 잃은 슬픔을 참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서로가 이런 부분

에 해 감정을 공유하고 로할 필요가 있음을 환자가 인정함.

부정 인 감정이 있을 경우에는 혼자 있지 않고 특히 술 마시지 않기로 함.

슬 거나 우울하면 가게일과 집안일을 더 바쁘게 하면서 보내기로 함.

상자12

친한 친구가 비슷한 고민을 할 경우에 환자게 할 수 있는 조언을 물어보

고스스로에게 말하도록 하고 자신이 부정 인 감정이 생길 경우 이 방법

을 반복하도록 함.

직장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능력이 있음을 상기시킴.

스스로도 이 남자친구에게 집착하는 것에 해 의아스럽다고 말함. 

여자친구와 여동생과 힘들 때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함.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듣거나 운동을 할 것이라고 함.

상자13

늘 다른 사람의 상담자 역할을 해 왔는데 나도 가끔 기 고 싶다는 것을 

이제 친한 언니에게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일로 여동생에게 큰 상처

를  것 같은데 여동생에게도 서로 힘든 을 나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원래 음악을 듣거나 샤워를 하면서 스트 스를 푼다.

앞으로 라틴 스를 배울 계획이다. 

상자14

충분히 치료받겠다고 하며 친정아버지와 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며

힘들때는 병원을 찾아오겠다고 함.

운동을 해보겠다고 함.

상자15
자살생각이 들면 행동으로 옮기기 에 반드시 엄마에게 힘든 을 이야

기하고 병원치료 받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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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1

에 동거했던 여자에 한 감정정리가 다 되었다고 함.

환자는 삶에 한 의지를 보이며 자살생각  없다고 말함.

퇴원 후 단주하면서 직장도 다시 알아볼 계획이라고 함.

상자2
남편이 잘못했다고 했으며 나쁜 사람이 아님을 안다고 하며

아이들을 열심히 키울 것이라고 함.

상자3

몰랐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내연녀로부터 화까지 오게 한 남편을 용

서할 수 없다며 이혼하고자 한다고 함. 그동안 3번씩이나 참아왔는데 아

이들도 이해해 주기도 하고 이혼하고 나 자신을 한 일을 찾아볼 것이라

고 함.

상자4

손자가 쓰던 물건들이 무 많아서 이사 갈 계획이라고 함.

앞으로 애완견을 키울 정이며

고 무용을 다시 하기 해 무용선생을 만나고 왔다고 함.

나 에 손자를 만나기 해서라도 건강하게 잘 지내야겠다며 미래에 

한 희망을 표 함.

상자5

직업군인을 그만두게 되어 일단 다시 군복을 보지 않게 되어 좋다라고 함.

군 에 있으면서도 성실성과 책임감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새로운 일에서

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상자6
환자는 남편과 함께 당분간 원주택에 가서 요양하며 지내기로 하 으

며 남편과 딸과의 생활을 계획하기로 함.

상자7

가족  특히 딸과 화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기로 하고 자살행동과 음

주는 다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 으며 면담에 딸이 참여하게 하여 아버

지의 마음을 안다고 하자 환자가 매우 좋아함.

상자8

내 자신이 변해야 하는 것을 알고 여동생과도 좀 더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퇴원하고 면담치료를 꾸 히 받게 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늘 과거일을 왜 그랬을까 하며 강박 으로 떠올리며 분석해 왔는데 공무

원 시험 비에 집 하면서 앞으로의 일을 더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상자9

시 과 분가 후의 환자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도록 하 으며 이를 하

나씩 남편과 함께 해보기로 함.

좀 더 감정 으로 안정이 된 후에 남편과 상의하여 아이를 갖기로 함.

시아버지나 동서 등은 당분간 보고 싶지 않다고 함.

상자10
자살시도에 해 후회한다며 워낙 정 이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함. 남편과 경제 인 부분을 상의해서 해결하기로 함. 

상자11
남편과 함께 가게일 다시 하면서 힘낼거라고 말함.

그동안 남편 생각 못하고 괴로워했으니까 이제 남편을 도와일하겠다 함.

6 ) 6 회 기  종 결  : 희 망  불 어 넣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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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12

남자친구가 결혼하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화와서 결혼을 

하던가 단념을 못하면 면회도 안되는 곳으로 입원시키겠다고 해서 남자친

구가 압박받아 힘들어해서 에게 오지 않을까  걱정되고 불안하다며 양

가감정보임. 환자는 일단 부모님께로 가서 안정될 때까지 있기로 함.

상자13

감정 으로 안정 인 모습 보이며 수면도 잘 유지됨.

한 사람의 자살로 인한 향이 어떤 것인지 새롭게 알았다고 함.

퇴원 후 남편의 태도에 따라 이혼을 결정할 계획이며 여동생과 제부가 

많이 의지가 되고 도와주고 있다고 함. 퇴원 후 남편과 함께 있기보다 따

로 지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당분간 동생네 있다가 남편이 월세로 아

들과 환자가 지낼 곳을 알아  주기로 했다고 함.

상자14

외박시 집에 가서 설거지를 정말 오랜만에 했다고 자랑하는 모습 있었으

며 딸이 더 어른스러워졌고 다른 치료자나 환자가 딸을 칭찬하는 것이 기

분이 좋다고 말하며 퇴원 후 처방된 약물외에는  먹지 않겠다고 말

함. 끈기가 부족하고 자신이 좀 없지만 아버지와 교회 사람들이 격려해주

고 스스로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희

망을 표 함.

상자15

부모님과 가족들 보면 아들로서 해  게 없어서 마음이 안좋고 미안하다

고 하며 퇴원 후 아버지 일 도우면서 함께 출퇴근 할 것이라며 스스로 퇴

원후 계획을 말함. 기분도 좋아졌고 자살생각도 더 이상 나지 않는다며 

다시 힘들고 자살생각이 나면 어머니께 이야기 하고 병원의 도움을 받

을 것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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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상 자별  자살 기  상 황   과 정  이해

상 자 1

아버지는 목수 일을 했고 어머니는 이북의 만석꾼의 딸로 6.25를 겪으면서 만나서 

결혼했다. 결혼 후 환자의 어머니는 사채업을 하면서 큰돈을 벌었고 한 생활을 

했으나 환자의 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술을 자주 마시고 어머니에게 폭력을 

썼으며 자주 싸웠다. 환자가 태어날 당시에는 집이 하지 못하 으며 환자의 부모

는 환자를 잘 해주는 때가 있는가 하면 이유 없이 공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 

때렸다. 아버지는 30년  집에서 주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화를 참지 못 하고 

혼자 방에 들어가 농약을 먹고 자살했다. 그 후 환자는 집에서 어머니와 나의 폭력

을 견디기 힘들어 13세 경 혼자 집을 나와서 살기 시작했고 약 13년간 이곳 곳을 돌

아다니면서 이발사로 일을 했다. 그 후 배달업, 일용직 근로 등을 하면서 떠돌이 생활

을 했고 집에는 수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하는 정도 다. 1995년 강도미수로 형을 살고 

출소한 후 임 주택과 련하여 가족들 사이에 큰 다툼이 생겼다고 이후 어머니를 찾

아가도 ‘임 주택 때문에 집에 오는 거면 오지 말아라’는 얘기를 들었고 환자는 그 얘

기에 많은 실망을 했다. 1997년 경 주 을 운 하는 여성을 만나게 는데 수개월 간 

동거를 하다 보니 새벽에도 술을 마시러 나가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자주 싸웠으며 여자에게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크게 바 는 것은 없었다. 

수년 후 어머니에게 동거녀와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인사시켰으나 어머니와 나들은 

결혼에 반 했고 다시 가족과 다투게 다. 2008년 동거녀와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 

노숙 생활도 하면서 경제 으로, 심 으로 힘들었다. 2008년 11월 경 환자는 벽제에 

있는 농약가게에서 제 제 1병을 구입한 뒤 소주 3병, 물 1병을 가지고 마셨으나 정

신을 잃었다가 을 떠 보니 약을 먹었던 그 자리에서 아무 문제도 없이 깨어났다. 

그 후에도 suicidal attempt를 1회 더 했으나 성공하지 못 했으며 내원 3개월 부터

는 식사 거의 안하고 매일 소주 2-3병 씩 마셨으며 자고 일어나면 다시 술을 마셨다. 

지 까지 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본인에게 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

이 들어 통조림 뚜껑으로 왼쪽 손목을 그어 자살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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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자 2 

아버지는 환자에게 물리  폭력은 없었지만 심한 욕설을 자주 했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구타에 가까운 폭력을 당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 아버지는 년에 어들

어 환자가 고등학교, 학교 때부터는 폭력을 직 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었다고 하

나, 반복된 가정 폭력과 잦은 외도로 인해 더 이상 부부 계 유지할 수 없어 3~4년 

 부모가 이혼했다. 

학창시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으며 서로 의지하고 지냈다. 

학 입학 후 교회에서 8년 연상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으며, 남편은 성실하고 

자신보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며 믿음직하고 착하다는 생각에 으로 믿게 되었다. 

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하 으며, 결혼 후 아들 출산하고 신혼 때에 남편 회사 무

제(제약회사 업직)로  연고 없는 울산에 내려가 살게 되었다. 남편은 평소 친

하고 잘 배려해 주는 성품으로 부부 계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으나, 근처 친구도 아

무도 없고 아이를 혼자 처음으로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아 자주 우울감 느 으나 죽고 

싶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둘째 출산할 무렵(약 6개월 ) 울산에서 서울로 다시 발령 받은 남편을 따라 서울

로 이사오게 되었다. 둘째 출산 후로 남편이 출장 다녀오면 평소 쓰던 스킨과 다른 

냄새가 나는 일이 몇 회 있었으나 워낙 남편을 으로 신뢰하던 편이어서 크게 의

심하지 않고 지냈다.  약 3개월  집 컴퓨터에서 남편과 다른 여자가 성 계하는 동

상을 보고 자신과의 부부 계에서 보여주던 행동, 다른 여자와의 행동 모두에 큰 

충격과 배신감 느 다.

처음 남편은 무조건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지만 환자가 감정 조 이 무 어려워 

‘다 잊고 살자’고 하고 돌아서서는 다시 울고 화를 내는 일이 반복되자 나 에는 환자

에게 ‘ 는 감정의 기복이 무 크다. 네가 무섭다’는 말을 하고, 말다툼 하다가 더욱 

크게 상심하게 되었고, 평소 남편을 으로 신뢰하던 터라 이혼을 생각하기 어려웠

고, 오히려 ‘사라지고 싶다’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더하게 되었다. 

이후 만취상태에서 넥타이로 목을 매거나 락스 로 음독을 하는 자살시도를 6회 정

도 반복 시행하 으며 3~4개월 부터 식사 거의 못하게 되어 수개월만에 12kg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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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되고, 잠도 2~3시간밖에 못 자던  내원 3일  개인정신과에서 처방받은 2주 분

량 약을 먹는 음독 자살시도 후 다시 벽에 걸린 벽시계 못에 넥타이로 목을 매어 자

살 시도함.

상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화장품 회사를 다니던  22세 경 직원 워크샵을 갔던 산에서 

재 남편을 만나서 4년간 연애를 한 후 결혼을 했다. 연애 당시 남편은 말은 많지 않

았지만 다정다감한 편이었고 그 에 끌려서 결혼을 하 으나 시 에서는 환자가 일 

하는 것을 반 하여 가사에만 념하게 된 것이 지 도 후회가 된다. 남편은 결혼 후 

집안일에 거의 신경 쓰지 않고 밖에서 술 마시고 노는 일을 즐겼으며 10년  부터는 

일주일에 1, 2회 정도 외박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지 않아 아이

들도 많이 서운해 하는 편이었다. 10년 부터 남편이 외도를 하여 2차례 정도 다툼

이 크게 있었고 남편에게 그때마다 각서를 받았지만 별다른 호 이 없었다. 최근 4개

월 부터 다시 남편이 일주일에 2번 정도 외박하고 출장을 간다고 하는 횟수가 증가

하면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여 남편에게 편지를 써보거나 외도 사실을 물었으나 남

편은 극구 부인하 다. 그때부터 밤에 혼자 워 있으면 우울한 기분과 외로운 기분

이 들었고 처지는 느낌을 피하기 해서 요가  등산 등을 시작하 다. 5년  자궁 

상피 내암으로 진단 받았으며 올해 5월 순 경 다른 병원에서 물혹 수술을 받았다. 

남편은 환자가 수술한 병원이나 무슨 수술을 했는지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자 다른 남

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임신  수술을 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환자를 비난했고 제

로 얘기 해줘도 믿지 않았다. 내원 1개월 부터 식사량이 고 밥을 먹으면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며 1개월 만에 4kg이 빠졌다. 내원 2일  남편의 내연녀의 친

구라는 사람의 화가 왔으며 남편이 지 까지 외도를 했고 내연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화가 왔는데, 다음날 내연녀에게 화가 와서 환

자의 사 인 부분을 얘기하고 남편과의 잠자리와 같은 얘기를 하며 욕설을 하 다. 

그 얘기를 들은 후 잠을 제 로 못 잤으며 식사하지 않고 2일간 술 마시며 지내던  

내원 1시간  소주 반병을 마신 후 안방으로 가서 커터칼로 손목 는 자살 시도함.



- 119 -

상 자 4

남편은 드세고 강한 성격이었고 평소 굉장히 잘해주지만 화는 잘 안 통하는 편이

었고 아들만 둘이라서 화상 가 없었다. 큰아들은 안정 인 직장이 없이 부동산을 

끼고 출을 받는 등의 불안정안 일을 하고 있었고 6년  임신 3개월의 며느리를 결

혼하겠다고 데리고 왔다. 딸이 없던 환자는 며느리를 딸처럼 뻐하고 인 지원

을 아끼지 않았으며 출산 비  출산에 드는 병원 비용도 모두 환자가 부담했다. 

출산 후 결혼식을 올리면서 결혼식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겠다고 하 으며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며느리의 말에 지인을 통해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 

후 혼수도 환자가 며느리에게 카드를 주고 장만하라고 하 고 집도 본인의 집  호

에다가 얻어주어 손자를 거의 환자가 키우는 것처럼 하 으며 그때만큼 행복했던 

이 없었다. 

2008년 7월 경 환자의 큰아들과 며느리가 크게 싸운 뒤 이혼하겠다고 며느리가 손

자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2008년 8월 큰아들과 며느리가 이혼을 하면서 손자의 양육

권도 며느리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자 상실감과 배신감이 상당히 컸다. 그 후 손자

를 만나려고 수차례 시도 하고 며느리 집 앞까지 찾아갔으나 경찰까지 불러서 만나는 

것을 거 했다. 그 후 손자 생각을 하면 물이 계속 나고 슬퍼지며 잠을 제 로 자

는 것이 힘들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기분이 괜찮은 것처럼 노력하나 혼자 아침에 

일어나면 자주 울었다. 

내원 당일 환자는 시아버지 제사에 가는 것을 문제로 남편과 다툰 후 환자 나름

로 기운을 내고 활동하려는 데도 주변에서 몰라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  

키우기 해 평소 가지고 있던 살 충 제 를  마 심 .

상 자 5

외향 이고 리더쉽이 있는 편으로 학교 때는 반장을 하면서 권 정도의 성

을 유지하 다. 남녀 공학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2학년 때 여자친구를 사귀

었다으며, 여자 친구와 함께 공부하면서 성 이 올라 반에서 7-8등을 유지하 다. 격

투기 운동을 즐겨 하면서 소  ‘노는 친구’ 들과 어울렸으나 다른 아이들을 때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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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었고, 술을 마시는 정도 다.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고, 상처 주는 행동을 못

하는 편이다. 부모를 힘들게 하는 행동은 없었으며, 부모님과는 때로는 친구처럼 편하

게 지내고, 양육 태도는 엄격하거나 체벌한 은 없었다. 형과는 어릴 때부터 한 침

에서 잤으며, 우애가 깊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환자는 원하는 학 체육학과에 합격하 으나, 직업 군인으

로 진로를 바꾸었다. 하사 으로 복무하면서 자신의 일에 만족하여 ‘하루하루 좋아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 다. 주로 병사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입장으로 상사와의 계도 

좋은 편이었다. 

약 3개월 에 상사가 바 면서 환자와의 계가 어 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의 

고민은 잘 들어주지만 자신의 힘든 을 남에게 토로하기 어려웠으며, 매일 아침 성

모 마리아상을 지나갈 때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한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싫은 표정이 드러나는 환자로서는 경직된 표정을 보고 상사가 

욕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  계 속  만 남 을  유 지 하 던  여자 친 구 가 (내원  약  9개 월  에 ) 헤 어 지 자고  하

자, 소 개 으로 다른  여자를  약  6개 월 간  만 났 는데 , 이를  안  여자 친 구 의 종 용 으로 

다시 3개 월 간  만 나게  되 었 고 , 내원  약  한  달  에  다시 여자 친 구 의 일 방 인  이별 

통 보 를  받 고  직 장 에  한  스 트 스 와 겹 쳐  우 울 한  기 분 이 들 었 다. 감정  기 복 이 심

해 짐 을  느 껴  어 떤  때 는 컨 디 션 이 좋 다가도 , 어 떤  때 는 가슴 이 차 오 르 듯 이 ‘욱 하 는 

기 분 ’ 이 들 었 으며 , 평 소 에  하 던  일 도  잘  안 되 어  상 사로부터  더 욱  인 정 을  못  받 는다

는 느 낌 을  받 았 다. 삶 의 재 미 가 없고  ‘내가 과 연  나라 의 녹 을  받 을  자격 이 있 는

가’ 자책 하 기 도  하 다. 부모 님 을  힘 들 게  할 까  수 개 월  부터  통 에  살 고  있 는 

부모 님 에 게  화  연 락 을  잘  못 하 고  불 안 한  마 음 이 들 어  염 주 알 을  몸 에  지 니기 

시작 했 다. 

 내원 일 새벽에 사에서 잠을 청하던 환자는 새벽 1시경까지 잠이 오지 않고, 

‘하루하루 나아지지 않고 같구나’ 욱하는 마음이 들어 을 묶어 목을 매어 자살 시

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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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자 6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평소 조  내성 이나 무난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 

큰 마찰 없이 지냈다. 3년  오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에 많이 힘들었으며 1년 

 친한 친구가 다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많이 힘들었고 아직도 꿈에 

간헐 으로 오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내원 6개월 부터 우울감 지속되어 개

인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 받고 수면제를 복용했다. 

1남 1녀의 어머니로 셋째를 임신하고 있던  1달  바다로 가족 여행을 갔다가 방

제에서 남편이 낚시를 하는 것을 아들이 보러갔었고 잠시 신경을 못 쓰는 사이 실족

하여 아이가 익사했다. 환자는 그런 일이 본인이 신경을 쓰지 못 해서 일어난 일이라

는 죄책감이 들었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약 보름 후에 환자는 임신하고 있던 아이도 

유산을 하 고, 식욕 하, 수면장애, 집 력 하 등 극심한 우울감을 호소하 다. 

7월 1일 경부터 다시 집안일을 하려고 하 고 배드민턴 클럽 등에도 가입하여 활동

하려했으나 기분에는 별다른 호 이 없었다. 

내원 당일 오후 5시 경 남편에게 화 걸어 ‘푹 자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수면제 

50알을 복용하는 음독 자살 시도함.

상 자 7

2007년 12월 1년간 지속된 음주와 우울감 호소하다가 경제  문제와 부인과의 갈등 

있어서 자살 시도로 본원 정신과 1개월간 입원치료 받았다.

퇴원 이후 음주한  단 한 번도 없었다. 최근 인테리어 설비업 직장 상사와 갈등과 

업무로 스트 스 받아오다 내원 약 1개월 부터 매일 소주 1～3병 마시고 기운 없어

서 술 못 마실 정도로 음주 조  안 되어 본인 음주 조  해 09년 6월 순경 자의 

입원 후 일주일 후 직장 문제로 퇴원하 다.

퇴원 이후 퇴근 후 매일 맥주 3~5병 마셨으며 녁 식사와 함께 한 두잔 하려던 것

이 양이 늘어 습 으로 마시게 되었다. 매일 직장에는 나가며 생활하려고 했지만, 

맞벌이 하는 부인과 아이들 모두 집에 없는 날이 많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 외로움

을 많이 느 다. 혼자 있게 되면 식사는 거의 못하는 날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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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음주 상태에서 손목을 그었고 본원 입원했다가 자의 퇴원하 다.

퇴원 후 집에서 거의 매일 막걸리 1병 가량 마시고 자녀와는 거의 화하지 못하고, 

부인에게 자주 외롭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며 술 먹은 상태에서 화내는 일

이 잦았다. 입원 일 술 마신 상태에서 부인과 계 하려는데 잘 되지 않자 친구에게 

화한 상태에서 성 계 하겠다고 고집 부려 부인이 거부하자 집밖으로 뛰쳐나갔다. 

내원 당일 아침에 ‘나 보는 것 마지막인  알아라’ 는 내용의 화 한 후 연락 끊

기고 수 시간 후 오  7시경 공사장에서 목을 맴.

상 자 8

가부장 인 부모에게 무 많이 스트 스 받았는데 아버지는 아   응할 수도 없

었지만 어머니가 기 하는 것과 무 다르고 맞지 않아서 힘들었으며 어릴 때부터 집

이 어려워 뭔가 좀 사달라고 하는데 사치인 것 같아  안 그랬는데 지 은 후회가 

된다. 등학교때는 어른스럽다고 칭찬 받았는데 사춘기 때 무 신경질 이고 화내

다 보면 지쳐 쓰러질 때까지 화내는 경우가 많았다. 등학교 5~6학년 때 성폭행(남자

선생, 어)을 당했는데 엄마에게 말도 못했다. 고등학교 때 친구 사귀면서도 세상

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눠서 있다고 생각하며 친한 친구의 나쁜 면 본 뒤 헤어지

고 나서  그럴까  그 후로는 친구가 없었다. 어린 시 부터 이어온 부모님과의 갈

등이 계속되었고 동생에게 늘 라이벌 의식을 느 으며 미술을 공하고자 했으나 부

모님의 반 로 하지 못했고, 학을 경 학과에 갔는데 응하기 힘들어서 제일 많이 

좌 했다. 학도 휴학을 하고 싶었으나 부모님의 반 로 학을 안 좋은 성 으로 

졸업하 고, 학 졸업 후 3년 동안 공무원 시험 비를 하고 있다. 고등학교 때 1회, 

학교 때 3년간 우울증으로 개인 정신과에서 통원치료 받았으며 4년  약 먹는 게 

지겨워져서 치료 단하 다. 

최근 무직으로 인한 스트 스  우울감  호소하던  엄마가 새로 오 할 가게에서 

환자에게 일하러 하자 엄마와 싸운 후 살아온 날들이 모두 후회되고 사람들 만나기 싫

다며 일 오후 자택에 있는 동생의 액세서리, 노트북 등을 물건들을 집어던졌고 아버

지가 이를 보고 한번만 더 그러면 불 질러 버린다고 하자 방에 들어가서 손목을 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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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자 9

등학교 시  성 이 우수하 고 교우 계는 원만하 으며 반장, 부반장 등을 맡

을 정도로 활발하게 생활하 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미술을 하고 싶어 했으나 집에서 지원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성 이 조 씩 

떨어져 학에 진학이 어려워져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무역회

사 경리 일을 하던 환자는 별다른 문제없이 지냈으며 직장 상사와 약 1년 간 교제 후 

결혼하 다. 당시 남편에게는 사귀고 있는 다른 여자가 있었으나 남편이 정리를 하

다. 결혼 후 환자는 홀로 지내시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아버지는 청결함을 

요하게 생각하는 성격이어서 냉장고 청소를 지 하거나 세탁 지 을 하는 등 환자

가 집안 일 하는 것들에 해서 굉장히 지 을 많이 해서 굉장히 힘들었으나 표 하

지는 못했다. 간혹 남편에게 불만을 얘기해도 ‘노인네가 그럴 수 있지. 당신이 참아.’ 

등의 얘기를 들어서 ‘내편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거의 매일 혼자 울면서 지

냈으며 식욕이 떨어지고 잠을 깊게 못자면서 지냈다. 손  동서도 환자의 작은 부분

까지 지 하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 스트 스를 많이 받았으나 남편은 환

자 편을 들어주는 일이 거의 없었다. 

5-6개월  환자는 임신 2-3주 정을 받은 뒤 유산을 하 고 최근 3개월 부터 제

일 병원 추후 리 하면서 호르몬 련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하 다. 올해 5월부터 환자

는 분가를 하면서 지냈으며 기분도 호 되고 식욕도 좋아졌으며 잠도 잘 자는 편이었다.

내원 2개월 부터 말투가 공격 이고 작은 것에도 화를 내며 한번 화를 내기 시작

하면 주변의 물건들을 던지는 모습을 보 고, 한번 화가 나면 2-3일을 커튼을 처 놓

고 어두운 곳에 앉아 있으려고 하고, 1개월 에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칼을 들고 자

해하려는 것을 남편이 말리기도 하 다. 그 게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에 해서 ‘

에는 내가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하는 생각이 종종 들었으며, 반복 으로 남편과 다

툼이 있고 말이 잘 안 통하는 것에 해서 화가 났다. 

내원 1시간  환자가 음식을 하다가 남편과 말다툼이 차 커져 싸우게 되면서 남

편이 환자의 말을 안 듣고 밖으로 나가 친정 쪽에 화를 하 고, 환자는 안방에 들

어가 남편이 평소 복용하던 수면 유도제 20알를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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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자 10

환자는 다소 충동 이고 욱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정신과  가족력 없다.

약 8년  당시 보험 업할 때 직장 문제로 극심한 스트 스 받았는데 친정근처 

병원에서 약 처방 받아 지 까지 간헐 으로 복용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활달하고 인 계도 좋았던 환자는 건설업 종사하는 남편이 불규

칙 으로 생활비를 주자 이를 충당하기 해 수년 부터 주변의 친구들에게 소액씩 

빚을 지거나 담보 출로 수천씩 빌려 갚아왔다. 지 까지는 특별히 큰 문제없이 막아

왔으나 최근에도 집을 담보로 4000만원 정도 출받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에 해 

남편과 다툼이 있으면서 서로 심한 말을 주고받았고 당시 음주 상태 던 환자는 충동

으로 집에 보 된 살충제를 100cc 정도 음독함. 

상 자 11

2009년 11월 20일 환자의 딸이 남자 친구, 남자 친구 선배와 축제가 끝난 후 술을 

마셨으며, 체육 에서 잠이 들었는데 난로불이 침 보에 붙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

며, 환자의 딸의 남자 친구와 선배는 화상으로 사망하 으며, 환자의 딸은 화상을 입

지는 않았지만 일산화탄소 독으로 앙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4일간 환자실에 

있은 후 사망하 다. 환자는 이에 충격을 받고 손님들 앞에서 웃을 수 없어 (이후 약 

3개월간) 보신탕 집을 휴업하 고, 사람들을 피하고, 화도 받지 않고, 집에 버티칼을 

친 채로 하루 종일 워있었다. 

2010년 1월경 딸과 남자 친구의 혼 결혼식을 계획하고 딸 남자 친구의 어머니(사

돈)에게 연락을 하 다. 환자와 사돈은 서로 마음이 통하여, 로가 되었고, 특히 사돈

은 남편 없이 혼자 지내면서 아들을 잃은 슬픔을 속으로 삭히는 편이었는데 환자와 

만나, 같이 술을 마시면서 속을 풀었다. 

2월경에 천도제를 지내면서 혼 결혼식을 하 고, 3월 에 보신탕 집을 다시 열 

계획을 하 다. 2월 순부터 개인 정신과에서 3주간 약물 치료를 하면서 불안함이 

경감되고 기분이 안정되었다. 

환자는 ‘학교에 간다고 나선’ 딸과 말 한마디 못하고 보낸 게 아쉬워, 혼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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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기 하고 이블 방송의 ‘엑소시스트’ 로그램에 출연을 신청하 다. 이 로

그램은 무당이 혼을 불러들여 화를 나  수 있게 한다고 하여 환자의 가족들은 

당장 출연하려고 하 지만 사돈의 가족들이 방송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심지어는 

박하기도 했다. 3월 7일까지 방송 촬 을 마치고 환자는 딸의 혼과 못 다한 화

를 나  수 있어 큰 힘이 되었다. 환자는 사돈과 거의 매일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괴로움을 토로하 으며,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 “애들을 따라 죽겠다” 라고 말하기

도 했다. 

 3월 10일경 환자는 여느 때처럼 사돈과 술을 마신 후 헤어졌는데 다음날 환자는 

사돈에게 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사돈집에 직  찾아갔는데 사돈이 목을 매고 자

살한 모습이 발견되어 환자는 시체를 부여잡고 울었다. 사돈의 가족들이 환자에게 ‘사

돈이 로그램에 출연해서 우울증 생겨서 자살했다’ 라며 환자를 비난하 다고, 환자

는 의지가 되던 사람을 잃자 정신이 멍해지면서 극도의 죄책감을 느 다. 

3월 12일경 환자는 막걸리를 2병 이상 마시고, 가지고 있던 정신과약을 3 지 이상 

음독함. 

상 자12

어린 시 에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어려워졌으며 어머니가 억척스럽게 보험 

설계일을 하면서 집안 살림을 꾸렸다. 어머니는 유독 첫째인 환자에게 엄한 편이어서 

어머니를 무서워하여 학창 시 에 남자 친구를 사귀는 것도 조심하 다. 집에서 거리가 

먼 학에 진학하면서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었고 이후 환자는 집에 잘 가지 않았다. 

환자는 워낙 공연 기획 일을 하고 싶었으나 부모님의 반 로 (“늦게 끝나고, 회식이 

많다”) 다른 직장 생활을 하 다. 2009년경에 지역 사회 문화 재단에 일하면서 아르바

이트생으로 일하던 남자 친구를 만나 사귀었으며, 이 의 남자 친구와 다르게 환자를 

배려하고 지지하는 모습이 있어 환자는 큰 힘이 되어 큰마음 먹고 공연 기획 일을 도

하여 꿈에 그리던 ‘**페스티벌’ 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밤늦게 끝나고 여러 

사람을 통솔하는 등 힘든 일을 함에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다.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받아 일본에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가검사로 임신을 확인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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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직 비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꾸 에 공포감마  상되어 귀국 

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서둘러 유산을 하 다. 한 남자 친구의 얼굴을 보는 게 

힘들어 이별을 통보했으며, 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여 남자 친구를 다시 만날 것

을 기약하고 열심히 일했다. 

 2009년 12월경에 우연히 남자 친구의 홈페이지를 보고, 남자친구에게 다른 여자친

구가 생김을 알게 되어 홈페이지에 답 을 달면서 남자친구에게도 이 의 유산을 알

렸으나, 남자친구가 환자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자, 환자는 심한 불안감을 느

끼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회사 밖을 나와 방황하 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을 쉬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식사도 거의 못하고, 밤

에는 뜬 으로 지새우거나 아이가 나오는 악몽을 꾸기도 했다. 자신으로 인해 회사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죄책감도 느껴서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재

의 직장을 그만둘 계획을 하고, 2010년 3월경부터 개인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시작

하 다. 

3월경에 남자 친구와 1박 2일간 여행을 다녀온 후 남자 친구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

는 희망을 가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기분이 호 되었으나, 남자 친구는 다시 돌아오

지 않는다며 화를 잘 받지 않자 다시  큰 상실감과 함께 남자 친구가 나를 도와주

지 않으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극심한 불안감을 느 다. 

내원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을 한꺼번에 음독함.

상 자 13

지방 학 사학과 졸업 후  쓰는 것에 한 동경으로 앙  학원에 진학하고자 

서울에 혼자 올라와 친구들과 자취하며 학원 강사 등으로 아르바이트하며 생활했다. 

26세 경 친구들과 놀러 간 PC 방에서 채  하던  만나게 된 재의 남편을 만나

게 되었으며 당시 5년간 사귄 남자친구가 공군으로 복무하던 이었는데, 남자친구가 

군 에 있는 동안 무 외롭다는 생각과, 당시 만난 남편과 화나 생활 등이 잘 맞

고, 순수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만난 지 1-2개월 만에 동거하고, 5-6개월 만에 결혼하

다.  



- 127 -

결혼 후에도 간헐 으로 과외 수업을 하거나 학원 강사로 아르바이트하며 지냈으

나, 재 등학교 5학년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식 교육에 념하며 부분 가

정주부로 지냈다. 

이혼한 시부모 에서 환자의 남편은 비교  무뚝뚝한 성품으로 성장했다고 하며, 

시 은 경제 으로 어렵지 않은 편이나 자식에게 크게 물질 으로 도움 주는 편이 아

니라 환자 내외는 결혼 후 첫 3-4년 간은 단칸방에서 지냈지만 남편도 많이 배려해 

주는 편이어서 무척 행복했다.

남편은 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으며,  '아이는 해주고 왜 나는 안해주냐.'는 식으

로 '어머니'와 같은 부분들을 환자에게 많이 바라는 편이었다. 처음에는 남편의 다소 

유치한 부분에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며 받아주었으나, 

차 '남편으로서 해야 할 부분'에 해 미숙한 부분들이 보 고 남편의 이기 인 태도

(환자 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서에 방문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도 같이 가달라는 환자

의 부탁을 묵살하는 일 등)에 지쳤다.

약 7년  우울감, 무력감과 함께 간헐 으로 심한 불안감이 생겨 부천 성모병원 정

신과 내원하여 공황장애로 약물치료한 후 증상 호 되어 다시 활동 으로 생활했다. 

가능한 한 남편과의 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나 07년 경 부터는 남편 집에 돈이

나 던져두고 환자와 아들은 방치하는 듯한 태도에 무나 질려 남편이 하는 것 마다 

꼴보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남편에게 '이 게 사느니 이혼하자.'고 이혼을 요구

했었다. 남편 수일간 숙고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혼자 몰래 신청해놓았던 아 트 청약

권을 가지고 와서는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 노력할 테니 다시 

잘 살아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아들에게 잘 해주려고 하고 가정에 성실한 태

도를 보이자 다시 결혼 생활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로도 남편과 자주 다투고, 부딪히는 일이 많았으나 남편과 환자 모두 '외박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능한 한 늦게라도 들어오는 편이었으며, 남편이 아

들에 한 애정이 있음을 의심치 않았다.

2009년 11월경부터 남편이 일주일에 1회 정도로 차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하여,  

' 업하는 일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했으나 그 빈도가 잦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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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잔소리를 했지만 남편은 묵살했고, 이 에는 환자가 주는 옷 그냥 입는 편이었는

데 갑자기 옷에 신경을 쓰고 안 그러던 사람이 콧노래를 부르는 일이 있자 '안 되던 

일이 잘 되나 보다.'고 생각했다.

2009년 12월경 아는 언니로부터 '환자의 남편을 술집에서 만났는데, 동행한 여자에

게 평소에 못 보던 얼굴로 무 활짝 웃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차 외도를 의

심하게 되었으나, 남편은 당시 동행했던 친구가 만나는 여자라고 변명해서, 당시 동행

했던 친구를 환자 역시 아는 사람이었고, 그 친구를 만나러 외출한다고 이야기도 했

기 때문에 '내가 무 의심한다.'고 생각했다.

2010년 2월 남편이 외박이 더욱 잦아지고, 가족에게 보다 더 무심하다는 생각하

던  빨래를 하다 남편의 셔츠에서 여성용 화장품(립 로스)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

하고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했으나 남편이 숨기면서 변명을 하거나 혹은 잘못했

다고 할  알았는데,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할 꺼냐? 이혼하겠냐?'는 식으로 이야기 

하여 큰 충격을 받았다.

남편은 이후 환자에게 거리낄 것이 없다는 식으로 일주일에 4-5일씩 외박을 했고 

환자뿐만 아니라 아들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쳐다보지도 않고 집에 들어오면 잠만 자

고 나갔다. 아들도 상처 받았을 것이란 생각에 남편이 들어오면 여러 차례 싸우면서 '

아들에게까지 이 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말을 했지만 남편은 '이제는 쟤도 싫

다.'고 하 고, 2009년 말부터 차 굳어오던 이혼에 한 생각을 구체 으로 이야기 

하게 되었다. 

불안정하고 스트 스 많이 받는 재의 생활을 빨리 끝내고자 하 으나 남편은 구

체 인 화를 피하기만 하여 더욱 괴로웠다.

남편 집 나간 지 4일 만에 한밤 에 들어와 환자 자리에 워 성 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성 계를 거부하지 않은 것과 남편이 업소 여자들과 자면서 나와도 

계를 가진 것에 해 스스로 비참하고 괴로운 생각이 들었다.

약 1주일 부터 반복 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하던  남편과의 성 계 등으로 크게 스

트 스를 받자, 내원 일 밤 아들을 재우고, 동생에게 '아들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

를 보낸 후  맥주 1000cc 정도 마신 상태에서 새로 산 운동화 끈을 묶어 행거에 목을 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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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자 14

29살 경에 결혼하 으나 남편과의 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남편은 음주하지 않았

으나 환자의 과활동을 견디지 못하고 손 검을 시작하 다고 하며 이후 어린 딸이 보

는 앞에서도 폭력이 반복되었다. 1990년  반부터 개인 정신과에서 ‘조울증’ 진단 

하에 치료하 고 남편과는 별거를 시작하 다. 비슷한 시기에 입이 자꾸 헐어, 세 란

스 병원에서 베쳇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 다. 스스로 정신과 약물치료 

단한 후에도 개인 활동을 하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 으며 베쳇의 활성 증상도 어느 

정도 조 되어 생리 후에만 필요시에 베쳇 약을 복용하 다. 

딸과 함께 살았으며 딸은 조용하지만, 어머니 말을 잘 듣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편

이며 2년 에 경OO 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 다. 이 시기에 환자는 다시 감정 조

이 안 되고 몸의 다발성 통증을 호소하여 개인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하 다. 

우울, 조 증상이 지속되었고 약에 의존하여  몸의 피로감을 호소하며, 오  11시

경이 되면 교회 간다고 속이고 여러 병원을 찾아가 링겔를 꼭 맞았다.  안정제를 

복용하면서,  양이 늘어났다.  약 한 달 부터는 평소에 하던 집안일도 잘 못하

고,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화 소통도 잘 안되고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하 으며 주

변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며, 귀에 뭔가 시끄러운 잡음이 들리지만 무슨 

소리인지는 잘 들을 수 없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못 잤다고 하며, 식사량도 증가

하던  약 1주일 부터는 오히려 식사를 잘 못하고, 심한 우울감을 느 다. 내원 약 

3일  밤 12시경에 안정제를 45T 정도 음독함.

상 자 15

상자는 미혼이며 직업은 없고, 기독교이긴 하지만 교회에 나가지는 않는다고 하

며 서울 출생이며 2남 2녀  막내(일란성 둥이)로 내성 인 성격이나 학창시 에

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고등학교까지 마쳤다고 한다.

떡집을 운 하는 아버지를 도왔다고 하며, 아버지가 떡집을 하나 차려주어 일을 하

려고 했으나 03년 9월 폐결핵 진단받아 일을 못하게 되었다. 치료 후 약물 부작용으

로 식욕 하, 오심, 구토 있어서 약물 순응도 떨어져 약물 항성 결핵으로 0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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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내과에서 2차 약물치료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염 우려해 만남이 뜸해졌고 가

족들과 평소에도 화 없었는데 더 움츠러들었다. 

04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죽고 싶은 생각 들어 수면제 30알 먹고 본원 응 실 내

원하여 정신과 입원했으나 자의퇴원하 다. 03~04년 정도부터 조그맣게 3명 정도의 

여자 목소리가 들렸으며,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한심하다고 여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05년 마산결핵병원에 약 3개월간 입원을 했는데 증상이 심한 환자 에는 죽는 사

람도 많았다. 같은 병실에서 환자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  으니까 꼭 나아서 나

갈 것이다.’라고 하며 격려를 해주던 아 씨가 사망하자 그 후로 아 씨 목소리와 모

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잠을 자다가 가  리는 일이 많았고 증상 있을 때마다 불

안, 조, 두통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우울과 좌 감으로 죽고 싶

은 생각이 많이 들었다.

06년 12월 군입  직후 훈련  뒤에서 자신 욕을 하는 것 같아서 ‘죽여버리겠다’며 

동료에게 달려들어 군의  면담 후 6일 만에 나왔다. 아버지는 환자를 보며 무시하고 

꾸 했다. 이후 집에서 멍하게 지내며,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무시할까  집에서 나

가지도 않고 씻지도 않았다고 한다.

07년 1월 본원 정신과 외래 방문하여 약물 치료 후 증상 경감하 으나 컴퓨터 할 때 

환청, 환시 등으로 우울감 지속되고 움츠러드는 모습 있어 병사용 진단서 등 평가와 

치료 해 본원 입원하고 퇴원 후 약 3회 외래 내원 후 치료 단하고 부분 집에서 

가족과도 말하지 않은 채로 지냈다. 하루의 부분 인터넷 게임하고 식사, 잠, 생

리 등 기본 인 개인 생 활동 하지 못한 채 방밖으로 나오는 일도 거의 없었다. 하루

에 식사는 한 끼 정도, 잠은 컴퓨터 하며 계속 자지 않다가 약 하루 만에 쓰러지듯 잠

들어 두세 시간 만에 깨어나는 패턴. 친구는 거의 만나지 않는 편이나 일주일에 1~2회 

외출해서 술 마신다고 하며 깨어있는 시간이 많아 하루 2갑씩 담배 피운다. 

약 1년  감기 증상 심해지고 낫지 않자 결핵 재발을 의심하여 병원에 내원했으나 

결핵 아니라고 결과 들었으나 당시 상황에 해 환자 가족들은 환자가 결핵 재발한 

것으로 알고 방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몸이 아 서 가족들에서 옮길까  그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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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다. 이 무렵 건강에 한 걱정이 심해지고 우울감, 불안감으로 더 축되었다. 

본인이 주도해서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 씨가 보이는 환청, 환시 

등은 차 었으나 죽음에 한 생각이 잦아지면서 아 씨 목소리로 진짜 죽을 수 

있겠나 는 등의 환청 수일에 한번씩 스치듯 지속되었다.

6개월 부터 우울감 더 심해져 사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 계속 들었다. 

인터넷 등으로 찾아보고 폐된 공간에 드라이 아이스 놓고 자거나 목을 매는 등의 

자살시도 여러 차례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내원 당일 확실한 방법으로 죽고자 집 화장실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연탄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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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8조에 의거 비밀

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

니다.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에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명지병원 52병동 수간호사이며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 과정생 입니다. 

본 설문지는 자살시도 환자들의 우울, 절망감, 자살생각, 문제해

결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고안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답해 주시는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응답은 자살시도 환

자를 위한 간호중재개발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임을 약

속드립니다.

모든 응답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밝혀 둡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연구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2009.11

박정화 올림 

< 부록  4 >  설 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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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에 대해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난에 'V'표로 표시하

거나, 상세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남자  ②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미혼    ②기혼 

4. 귀하의 종교는?      ①기독교    ②불교   ③천주교  ④기타   ⑤없음

5.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초졸    ②중졸   ③고졸    ④대졸   ⑤대학원 이상 

6. 귀하의 직업은? ①있다(             )  ②없다

7. 자살시도방법은?

   ① 음독(약, 농약) ② 손목긋기 ③ 목을 맴 ④ 기타(                )     

 

8. 과거자살시도 횟수는 ?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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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나는 슬프지 않다.

(1) 나는 슬프다.

(2)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3)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   ) 2. (0)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1) 나는 앞날에 대해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

(2) 나는 앞날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느낀다.

(3)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   ) 3. (0)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보통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2)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 투성 인 것 같다.

(3) 나는 인간으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   ) 4. (0)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1) 나의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

(2) 나는 요즘에는 어떤 것에서도 별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3) 나는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싫증난다.

(   ) 5. (0)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2)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다.

(3) 나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   ) 6. (0)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어쩌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2) 나는 벌을 받을 것 같다.

(3)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   )  7. (0)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1)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2)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다음의 각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느

끼고 있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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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한다.

(   )  8. (0)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1)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을 탓하는 편이다.

(2)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탓한다.

(3)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다 내 탓이다.

(   )  9. (0)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1) 나는 자살할 생각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2)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3)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   ) 10. (0) 나는 평소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1)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2) 나는 요즈음 항상 운다.

(3) 나는 전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지만, 요즘은 울래야 울 기력조차 없다.

(   ) 11. (0) 나는 요즘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는 편은 아니다.

(1) 나는 전 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진다.

(2) 나는 요즘 항상 짜증을 내고 있다.

(3)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에 요즘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   ) 12. (0)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1) 나는 전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3)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   ) 13. (0)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1) 나는 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2) 나는 전에 비해 결정 내리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3) 나는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   ) 14. (0)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더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나이 들어 보이거나 매력 없어 보일까봐 걱정한다.

(2) 나는 내 모습이 매력 없게 변해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3)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   ) 15. (0) 나는 전처럼 일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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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에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든다.

(2) 무슨 일이든 하려면 나 자신을 매우 심하게 채찍질해야만 한다.

(3)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   ) 16. (0)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가 없다.

(1) 나는 전에 만큼 잠을 자지는 못한다.

(2) 나는 전보다 한 두 시간 일직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3) 나는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다.

(   ) 17. (0)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1)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 진다.

(2) 나는 무엇을 해도 피곤해 진다.

(3)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   ) 18. (0)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

(1) 나는 요즈음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2) 나는 요즘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3) 요즈음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   ) 19. (0) 요즈음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1) 전보다 몸무게가 2Kg 가량 줄었다.

(2) 전보다 몸무게가 5Kg 가량 줄었다.

(3) 전보다 몸무게가 7Kg 가량 줄었다.

(   ) 20. (0)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1) 나는 여러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로 걱정하

고 있다.

(2) 나는 건강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생각하기 힘들다.

(3)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생각하기 힘들다.

(   ) 21.
(0) 나는 요즈음 성(Sex)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1)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2)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3) 나는 성(Sex)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평가자 기록란 : 총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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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응답

1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의욕적이다. 예 아니오

2
내 생활을 더 좋아지게 할 수 없으므로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나

을 것 같다.
예 아니오

3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항상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하면 도움이 된다.
예 아니오

4 나는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지 상상할 수 없다. 예 아니오

5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예 아니오

6 장래에, 나는 내게 가장 중요한 일에서 성공할 수 없다. 예 아니오

7 나의 미래는 어두울 것 같다. 예 아니오

8
나는 내 인생에서 보통 사람보다 좋은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예 아니오

9 나는 마음이 편치 않으며 미래에도 아마 그럴 것이다. 예 아니오

10
나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경험이 장래를 위한 좋은 준비가 되

었다.
예 아니오

11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다. 예 아니오

12 나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예 아니오

13 나는 미래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 아니오

14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이다. 예 아니오

15 나는 미래에 대해 큰 신념을 가지고 있다. 예 아니오

16
내가 원하는 것을 결코 가질 수 없으므로 무엇을 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예 아니오

17 나는 장래에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예 아니오

18 나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보인다. 예 아니오

19
나는 미래에는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예 아니오

20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

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마도 그것을 갖지 못할 테니까.

예 아니오

▣ 다음은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항에 <예>, <아니오> 둘 중 하나에 V 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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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다음의 각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느

끼고 있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 살고 싶은 소망은? (  )

0) 보통 혹은 많이 있다.   1) 약간 있다.      2) 전혀 없다.

2. 죽고 싶은 소망은? (  )

0) 전혀 없다.             1) 약간 있다.      2) 보통 혹은 많이 있다.

3. 살고 싶은 이유 / 죽고 싶은 이유는? (  )

0)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1)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4.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려는 욕구가 있는가? (  )

0) 전혀 없다.          1) 약간 있다.        2) 보통 혹은 많이 있다.

5. 별로 적극적이지는 않고 수동적인 자살욕구가 생길 때는? (  )

0) 생명을 건지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할 것이다.

1) 삶과 죽음을 운명에 맡기겠다.

2) 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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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잠깐 그런 생각이 들다가 곧 사라진다.

1) 한 동안 그런 생각이 계속된다.

2) 계속, 거의 항상 그런 생각이 지속된다.

7. 얼마나 자주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나? (  )

0) 거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1) 거의 그런 생각이 든다.

2) 그런 생각이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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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살 생각이나 소망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  )

0)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양가적이나 크게 개의치 않는다.

2) 그런 생각을 받아들인다.

9.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가? (  )

0)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1) 통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2) 전혀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

10.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한 방해물이 있다면? 

    (예;가족, 종교, 다시살 수 없다는 생각 등) (  )

0) 방해물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1) 방해물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쓰인다.

2) 방해물에 개의치 않는다.

11. 자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이유는?  (  )

0a)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0b) 주면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 관심을 끌거나 보복하기 위해서

1)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보복하거나 현실도피의 방법으로

2)  현실 도피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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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 자살 생각을 했으나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2)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하고 치 하게 생각해 놓았다.

13. 자살 방법을 깊게 생각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며, 

또한 시도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나? (  )

0)  방법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고 기회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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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각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기회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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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점 : (         ) 점

2a) 앞으로 기회나 방법이 생길 것 같다.

14. 실제로 자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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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살할 용기와 능력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2) 자살할 용기와 자신이 있다.

15. 정말로 자살시도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나? (  )

0) 전혀 없다.          1) 약간 있다.         2) 보통 혹은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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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없다.

1) 부분적으로 했다.(예 : 약을 사 모으기 시작함.)

2) 완전하게 준비했다.(예 : 약을 사 모았다.)

17. 자살하려는 글(유서)을 쓴 적이 있는가? (  )

0) 없다.      1) 쓰기 시작했으나 다 쓰지 못했다.  2) 다 써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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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없다.

1) 생각만 해 보았거나 약간의 정리를 했다.

2) 확실한 계획을 세웠거나 다 정리를 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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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 숨겼습니까? (  )

0a)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0b) 다른 사람에게 터놓고 이야기하였다.

1)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다가 숨겼다.

2)  그런 생각을 속이고 숨겼다.



- 141 -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이유를 찾는 편

이다
1 2 3 4 5 6

2. 복잡한 문제에 부딪히면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1 2 3 4 5 6

3* . 첫 시도가 실패하게 되면 이후의 능력에 대

해 불안해진다.
1 2 3 4 5 6

4. 문제해결 후 장.단점을 분석한다. 1 2 3 4 5 6

5. 나에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얼마든지 있다. 1 2 3 4 5 6

6. 문제해결 후 실제결과와 목표를 비교해 본다. 1 2 3 4 5 6

7.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을 때 까지는 다양한 방

법을 고려해 본다.
1 2 3 4 5 6

8. 문제 상황에서 감정변화를 관찰하는 편이다. 1 2 3 4 5 6

9. 비록 초기엔 해결이 힘들어도 결국엔 이루어 

놓고야 만다.
1 2 3 4 5 6

10. 여러 문제를 해결 할만한 능력이 나에겐 있다. 1 2 3 4 5 6

11. 스스로 결정에 만족하는 편이다. 1 2 3 4 5 6

12. 주로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방법을 

사용하는 편이다.
1 2 3 4 5 6

13. 해결할 때 시간을 갖고 차근히 생각하며 당

황하지는 않는다.
1 2 3 4 5 6

14. 결정한 방법의 성공 가능성은 그다지 중요하

지 않다.
1 2 3 4 5 6

▣ 다음은 평소에 당신이 문제에 부딪쳤을 때, 어떤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여기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

며, 좋거나 나쁜 답도 없습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생각되는 대로 

솔직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진술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지에 0표 하시면 됩니다. 즉, 전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에 매우 그럴 경우에는 6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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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위기 상황에서 행동으로 대처하기 이전에 우

선 생각을 한다.
1 2 3 4 5 6

16. 첫 번째 마음에 이끌리는 선택을 한다. 1 2 3 4 5 6

17. 각각의 방법들의 결과를 비교하고 선택한다. 1 2 3 4 5 6

18. 계획을 세우면서 거의 실행할 수 있음을 확

신한다.
1 2 3 4 5 6

19. 주로 계획한 것의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보는 

편이다.
1 2 3 4 5 6

20. 문제해결책으로 나는 많은 방법을 생각해 낸다. 1 2 3 4 5 6

21. 시간과 노력만 있다면 나는 충분히 모든 것

을 해결 할 수 있다.
1 2 3 4 5 6

22. 만일 새로운 상황에 놓인다 해도 충분히 적

응 할 수 있다.
1 2 3 4 5 6

23. 성급한 판단으로 후회한 적은 없다. 1 2 3 4 5 6

24. 문제핵심을 파악하지 못해 헤맨 적은 전혀 

없다.
1 2 3 4 5 6

25. 언제나 새롭게 대처할 나의 능력을 믿는다. 1 2 3 4 5 6

26. 해결 방법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세운다. 1 2 3 4 5 6

27. 문제의 원인을 환경과 관련지어서 검토하는 

편이다.
1 2 3 4 5 6

28.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제일 먼저 그 상황에서

의 핵심을 찾는다.
1 2 3 4 5 6

29. 정서적인 것은 늘 통제를 잘 하므로 적절한 

해결책을 잘 찾는다.
1 2 3 4 5 6

30. 계획한 것을 추진한 것의 결과는 늘 예상과 

일치한다.
1 2 3 4 5 6

31. 나는 확신감이 있다. 1 2 3 4 5 6

32. 나는 갈등상황에서 제일 먼저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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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 crisis intervention for suicide attempters

                                                        Park, Jeong Hwa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Patients impulsively attempt  suicide to flight of the suicide crisis situation 

with high depression, hopelessness, suicide ideation and to let know others 

about their painful state. And then, Psychiatric nurses have to understand the 

specific characters of suicidal patients and care with appropriately and 

systematically method. Because of this reason, this study developed and 

evaluated the effect of the crisis intervention for suicide attempters to 

decrease the depression, hopelessness, suicidal ideation and to improve the 

problem solving skills of suicidal pat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risis intervention and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develop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was derived basically from Beck's cognitive 

behavior therapy.

Procedure of this study consisted of two phase that is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crisis interven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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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was performed one of the general hospital in Kyung-kido. 

The program developed two step. The program developed and evaluated the 

program's effect with single group pretest-posttest research design.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Wilcoxon signed rank test with 

SPSS program for Window 12.0.

The major finding of this study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 effect of crisis intervention program was signigicant difference 

on the depression(Z=3.354, p=.001), hopelessness(Z=2.922, p=.003), suicidal 

ideation(Z=2.922, p=.003), problem solving skill(Z=-1.993, p=.046)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of intervention group.

In conclusion, When suicide attempters was adapted the crisis intervention 

during admission, their depression, holelessness, suicidal ideation is decreased 

and problem solving skill is increased. This point contribute to extend Beck's 

theory(1976) in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spect.

Key words : suicide attempters, crisis intervention, cognitive behavior therapy. 

depression, hopelessness, suicide ideation, problem solving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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