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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자살 생각을 기에 발견하는 것은 자살을 방하는 데 요하다. 본 연구는 의료 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간단한 스크리닝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자살 험 스크리닝 도구는 의사들이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미국 알래스카 Norton Sound region의 Screening for Depression and 

Thoughts of Suicide라는 도구로부터 2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스크리닝 도구를 만들었다. 이 도구는 개인식

별번호를 제외하는 등 한국의 실정에 맞게 양식이 수정되었으며 한국형 자살 험 스크리닝 도구로 이름 

붙 다. 이 도구의 신뢰성과 용가능성은 7명의 의사들을 통해 검토되었다. 이 도구의 타당성은 4개의 의

료기 에서 325명의 환자들을 조사하여 재의 정신건강 상태를 외부 기 으로 하여 확인하 다. 이와 같

은 2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살 험 스크리닝 도구는 정신과 의사  기타 의사들에 의해 환자의 자살경향을 

발견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자살 위험∣스크리닝∣의사∣타당성∣

Abstract

The early detection of suicidal ideation is essential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brief screening tool that can be easily administered in medical settings. The 

Suicide Risk Screening Tool was designed for use by physicians to provide a screening process 

that would be reliable, standardized, quick and feasible to implement. A 2-item screening tool 

was derived from the Screening for Depression and Thoughts of Suicide in the Norton Sound 

region of Alaska, USA. The scale was modified to reflect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including 

the elimination of the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and was labeled the Korean Suicide Risk 

Screening Tool. Its reliability and applicability for medical setting were examined by explanatory 

study of 7 clinicians. Its validity was examined among a further 325 patients of four different 

medical institutions, using the results of interviewer-administered survey included demographic,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present mental status as the external criterion. A brief 2-item suicide 

risk screening tool can be used by mental and non-mental health clinicians to accurately detect 

suicidality in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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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살위험 스크리닝 도구들의 특성

도구명 장소 주요 항목 설문방법 항목 수
설문시간 
(분)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SSI)[8] 1차 진료 환경 죽고 싶음, 살고 싶음, 살거나 죽어야 할 이유, 

적극적 자살 욕구, 수동적 자살 욕구 면접식/자기기입식 19 10
The Symptom Driven 
Diagnostic System for 

Primary Care 
(SDDS-PC)[9]

1차 진료 환경 주요 우울 증상,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알코올 관련 장애, 자살 생각 혹은 시도 자기기입식 16 5

Screening for 
Depression and 

Thoughts of Suicide[10]
전반적 의료 

환경 슬픔, 우울함, 자해 면접식 2 -

PRIME-MD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11]
1차 진료 환경 신체형장애, 식이장애, 정서장애, 알코올 관련 

장애 자기기입식 25 8.3

Paykel’s Questionnaire 
about suicidal thoughts 

and attempts[12]
전반적 의료 

환경
살 가치가 없음, 죽고 싶음,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면접식 5 -

Risk of Suicide 
Questionnaire (RSQ)[13] 응급실 환경 자해, 자살 생각, 과거의 자살 시도, 스트레스 면접식 4 ≤2

I. 서 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45년간 세계 체의 자

살률이 60% 증가하 다. 재 연간 백만 명의 사람들

이 자살로 인해 죽고 있으며, 자살 미수자는 사망자의 

약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우리나라 역

시 2000년 이후 자살자가 꾸 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

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자살자 수는 15,566명이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31.2명으로 체 사망

원인  4 를 차지하고 있다[2]. 한 2010년 재 우

리나라는 OECD 국가  자살률 1 이며, 자살률의 증

가 속도 역시 회원국  가장 높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3]. 

한편 자살자들은 자살하기 에 의료인을 만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13개의 논문에 한 체계  문헌고찰 

결과, 자살 사망자들의 약 76.63%가 자살시도 일 년 안

에, 그리고 44.83%가 자살시도 한 달 안에 일차의료기

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고 한다[4]. 특히 노인들의 

경우 자살자들의 70～76%가 자살 한 달 이내에 의사를 

만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 

이것은 의사들이 우울증  자살에 한 교육을 받고 

하게 처할 때 다수의 자살을 방할 수 있는 지

역사회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다. 특히 의사들은 환자들과 비교  긴 한 계를 장

기 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에서 자살 험 스크리닝

에 있어서 최 의 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제1차 국가자살 방 5개년계획에 

이어 2008년 제2차 자살 방종합 책을 수립, 2013년까

지 자살사망률을 인구 10만 명 당 20명 이하로 감소시

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 인 책을 제시하 다[6]. 

구체 으로 제시된 10  과제에는 지역사회 기반의 다

양한 자살 방 인력에 한 교육체계 강화, 정신보건

문요원과 경찰  소방 원에 한 자살 방교육을 강

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 험군에 한 응 조치라는 에서 3차 방 

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최근 일차의료인을 통한 

재법이 자살 방의 효과 인 수단으로 언 되고 있

다[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살 험군을 발견하고 자살시

도를 방하기 한 정책  노력의 첫걸음으로 의료기

 내원환자들을 상으로 의사들이 시행할 수 있는 자

살 험 스크리닝 도구를 선정하고 그것의 타당성을 검

토하고자 하 다.

Ⅱ. 연구 방법

1. 자살위험 스크리닝 도구 선정 절차
자살 험 스크리닝 도구의 선정 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문헌고찰을 통해 해외에서 만들어진 자살 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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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닝 도구들을 수집하 다. 이 가운데 미리 정해진 

기 으로 두 개의 도구를 일차 으로 선정하 다.

이 두 개의 후보 도구 가운데 최종 도구를 선정하기 

해 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 설문조사에서

는 연구진이 선택한 스크리닝 도구 두 가지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과 선택한 도구의 신뢰성, 정확성, 의료

장에서의 용가능성을 묻는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최종 선정된 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해 의사들이 일반환자와 정신과 환자들에게 선정된 

도구를 사용하여 자살 험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환자들을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

하 다.  

2. 자살위험 스크리닝 도구의 후보 선정
자살 험 스크리닝 도구에 한 문헌고찰 결과 6개의 

자살 험 스크리닝 도구가 확인되었다. 각 도구들의 이

름과 함께 사용 목 , 장소, 주요 항목, 조사방법, 문항 

수, 조사시간 등의 특징들은 [표 1]과 같다.

의 6개의 스크리닝 도구 가운데 다음의 네 가지 기

에 따라 두 개의 스크리닝 도구를 1차로 선정하 다. 

첫째, 스크리닝이 자살 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항

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 기 에서 사용된 

이 있고, 다양한 연령 의 상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행하기가 쉽고 짧은 시간 안에 수

행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도

구여야 한다. 

이러한 기 에 의해 선정된 첫 번째 도구인 

「Screening for Depression and Thoughts of Suicid

e」는 미국 내에서도 자살률이 높은 편인 Alaska의 

The North Sound 지역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이 개발

한 도구로, 간결한 스크리닝 질문과 잘 짜인 연계방침

이 특징이다[10]. 본 도구는 총 두 문항으로, “지난 몇 

주간, 당신은 슬 거나 망하신 이 있습니까?”라는 

문항과, “지난 몇 주간, 당신은 자신을 해칠 생각이나 

계획을 한 이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도구인「Risk of Suicide Questionnaire 

(RSQ)」는 2001년 응 실에서 (치료 우선순 를 정하기 

한) 부상자 분류 담당 간호사들(triage nurses)이 정

신보건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을 더 빨리 분류할 수 있

도록 개발한 것으로, 1) “당신은 자신을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나요?”, 2) “지난 한 주간 당신은 

자살을 생각한 이 있습니까?”, 3) “당신은 지 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자살을 시도한 이 있습니까?”, 4) 

“지난 3주간 당신에게 매우 스트 스를 주는 일이 있었

습니까?”와 같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13]. 이 

가운데서 일반 인 자살 험 스크리닝에 더욱 합하

도록 첫 번째 문항을 삭제하고, 문항 내용의 논리  순

서에 따라 재배열하 다. 수정된 한국어 버 의 RSQ는 

총 3문항으로, “지난 3주간 당신에게 매우 스트 스를 

주는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당신은 자살을 

생각한 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 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자살을 시도한 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해 각각 “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구성하 다.

3. 도구 선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일차로 선정된 두 개의 스크리닝 도구 후보 가운데 

최종 인 도구를 선정하기 해 문가 의견 조사를 실

시하 다. 앞에서 선정한 두 가지 스크리닝 도구인 

「Screening for Depression and Thoughts of Suicid

e」와 수정된 「Risk of Suicide Questionnaire (RS

Q)」에 하여 7명의 의사들을 상으로 이메일을 통

해 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상은 정신과 

4인, 신경과 2인, 가정의학과 1인의 문의들로 구성되

었으며, 평균 연령은 41.3세, 평균 근무경력은 13.1년이

었다.  

문가 의견조사를 한 질문지는 연구진이 선택한 

스크리닝 도구 두 가지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과 선

택한 도구의 신뢰성, 정확성, 의료 장에서의 용가능

성, 조사 담당자에 한 의견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

었다. 조사기간은 2010년 11월 1일～11월 7일까지 다. 

이 조사를 통해 최종 으로 선정된 자살 험 스크리닝 

도구는 우선 연구자가 번역한 뒤, 2명의 정신과의사가 

역번역(back translation)을 하여 번역이 타당한지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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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된 자살위험 스크리닝 도구의 타당성 평가
선정된 스크리닝 도구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해 서

울시 소재의 학병원 1개(가정의학과, 내과, 신경과, 

정신과), 정신과 문병원 2개(김포, 안동), 그리고 서울

시 소재의 보건소 1개, 총 4개 의료기 의 337명의 내원 

환자를 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기간은 2010년 11월 8일～12일이었다. 문헌연구를 

통해 자살과 연 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일반  특

성, 스트 스, 우울, 자살생각  경험 등을 묻는 설문지

를 개발하고, 각 기 으로 견할 면 조사원 14명에게 

조사원교육을 실시하 다. 조사 상자들은 진료를 받

기 에 설문조사를 하고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의사에 

의해 자살 험 스크리닝을 받았다. 도구의 타당성은 환

자의 우울  자살생각에 한 설문조사 결과와 의사가 

진료 에 직  시행한 자살 험 스크리닝 결과의 상

계를 통해 분석하 다.

선정된 자살 험 스크리닝 도구의 타당성을 분석하

기 해 기 타당성(criterion validity)을 활용하 다. 

기 타당성이란 외부 기 과의 높은 상 성으로부터 

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14]. 이질 인 특

성을 고려하여 일반과와 정신과 방문 상자들을 나

어 분석하 다. 자살 험과 높은 상 성을 갖는 외부 

기 으로 일반인의 경우 스트 스 정도, 우울증상 여부, 

자살생각 여부, 자살계획 여부, 자살시도 여부를 사용하

고, 정신과 방문자의 경우에는 정신질환 여부를 추가

하 다. 스트 스 정도는 ‘귀하는 평소 어느 정도의 스

트 스를 받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조  받음/보통/

많이 받음’으로 측정하 다. 우울증상 여부는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11[15]의 11문항의 총 이 16  이상이면 임상

으로 우울증이 의심되는 것으로 정의하 다. 자살생각

은 ‘귀하는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있

습니까?’라는 질문에 ‘ ’라고 응답한 경우로 정의하

고, 자살계획 여부는 ‘귀하는 지 까지 살면서 자살계획

을 구체 으로 세워 본 이 있습니까?’에 하여, 자살

시도 여부는 ‘귀하는 지 까지 살면서 실제로 자살시도

를 해 본  있습니까?’에 하여 각각 ‘ ’라고 응답한 

경우로 정의하 다. 기 타당성을 평가하기 해 이들 

외부 기  변수들 각각과 자살 험 스크리닝 결과 명

된 험군과의 상 성을 chi-square test를 통해 분석

하 다. 통계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 다.

Ⅲ. 연구 결과

1. 최종 도구 선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문가 7명  5명이 1번 도구인 「Screening for 

Depression and Thoughts of Suicide」를 선택하 고 

2명이 「Risk of Suicide Questionnaire(RSQ)」를 선택

하 다. 자를 선택한 5명의 문가들의 이 도구에 

한 반 인 평가는 다음과 같다[표 2]. 

표 2.「Screening for Depression and Thoughts 
of Suicide」도구에 대한 전문가 의견

(N (%))

항목 매우 좋음 좋음 간 나쁨
매우 
나쁨

정확성 2 (40.0) 1 
(20.0)

1 
(20.0)

1 
(20.0) -

신뢰성 2 (40.0) 3 
(60.0) - - -

적절성 3 (60.0) 1 
(20.0)

1 
(20.0) - -

적용
가능성 2 (40.0) 3 

(60.0) - - -

전문성 - 3 
(60.0)

2 
(40.0) - -

반 으로 정확성, 신뢰성, 장 합도  장에서

의 활용가능성에 해 정 으로 평가하 다. 한  

도구를 시행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문성이 요구되는

지에 해서는 “보통”, “그 다”로 응답하여 자살에 

한 문  지식이 없는 타 공의사들도 본 도구를 활

용하여 자살 험 스크리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었다.

도구에 한 문가들의 보다 심층 인 태도와 지식

을 알아보기 해 도구의 각 특성에 해 개방형 질문

으로 물어보았다. 첫째, 도구의 타당성을 악하기 한 

“본인이 선택한 자살 험 스크리닝 도구의 형식이나 내

용이 실제로 자살 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 내기에 

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해 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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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험 스크리닝 도구

이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집 화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환자가 스크리닝을 거부함

다음의 질문들을 7세 이상의 모든 환자들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난 몇 주간, 당신은 슬 거나 망하신 이 있습니까?

   ①  없었음                   

   ② 가끔 있었음

   ③ 자주 있었음                

   ④ 부분의 시간 동안 그랬음

(만약 ②번인 경우, 우울증에 한 안내책자를 주거나, 이에 해 조  더 화해 주십시오. 한 ③, ④번인 경우, 그 결과를 자살 방 문기

에 보고하시고, 환자와는 이에 한 화를 더 나 어 주십시오. 이는 의료인 자살 방지침을 참고하십시오.)

2. 지난 몇 주간, 당신은 자신을 해칠 생각이나 계획을 한  있었습니까?

   □                        □ 아니오

(만약 라고 응답한 경우, 결과를 상 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환자와는 이에 한 화를 더 나 어 주십시오. 상 자는 이를 자살 방 문기

에 보고하여 가능하다면 이 기 의 자살 방 문가가 환자에게 연락을 할 때까지 환자를 병원에 머물도록 해주십시오.)

자살 방 문기 에 보고하 습니까?     화 이용: /아니오    팩스 이용: /아니오

환자에게 우울증에 한 안내를 하셨습니까?     /아니오

환자에게 자살 방 화번호를 알려주셨습니까?     /아니오

이 환자가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오/알수없음
만약 그 다면 그 횟수는: _____
기타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스크리닝 담당자/보고자 이름: _____________ 스크리닝 날짜: __________________
지역(시군구) ____________________ 병원 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스크리닝 담당자/보고자에게: 환자들과 우울이나 자살에 해 이야기 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스크리닝 질문에 앞서, (성인의 

경우) “아마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 우울증이나 자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우리가 살다보면 가끔은 슬  때도 있고, 이걸 엄마나 아빠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 그 지만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식들이 슬  때 그걸 알고 싶어해.”라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겠다.

그림 1. 한국형 자살위험 스크리닝 도구

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 다: “문항의 내용, 특히 2번 문

항이 직 이라 스크리닝에는 하다.”; “도구를 사

용한다는 것 자체가 의료진의 심 표 일 수 있다.”; 

“자살 자체는 의외로 측하기 힘들다. 그래도 1번 문

항에서 우울증세를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본인이 선택한 자살 험 스크리닝 도구를 일

반 인 의료인이 시행한다면 비교  일 성 있는 결과

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도구의 신뢰성

을 묻는 질문에 해 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답하

다: “질문이 고 짧지만, 선별하고자 하는 질문내용이 

명확하다.”; “질문이 간단명료하다.”; “직 인 질문은 

상 방에 따라 반응 차이가 크지만, 본 도구와 같은 우

회형의 비교  완곡한 질문은 의료인과 비의료인 사이

에 별다른 응답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도구의 장 활용 성을 평가하기 해 “본

인이 선택한 자살 험 스크리닝 도구의 형식이나 내용

이 실제 의료 장에서 사용하기에 하다고 생각하

십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답하 다: “이 도구의 핵심질문을 통해 우울증환자를 

선별해 리할 수 있다.”; “간편해서 매우 하다.”; 

“ 재 상태에 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다.”

이상에서와 같이 문가 의견조사에서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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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Depression and Thoughts of Suicide」의 설문문항

이 보다 하다고 단되어 본 연구에서의 최종 자살

험 스크리닝 도구로 활용하기로 하 다.

한편 “실제 의료 장에서 본인이 선택한 자살 험 스

크리닝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면, 가 스크리닝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해서는 

7인의 문가  42.9%가 의사, 28.6%가 정신보건사회

복지사, 14.3%가 간호사  기타라고 응답하 으며, 기

타 의견으로는 “간호사의 안내로 자기기입”, “의사, 간

호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가능 인력”이 제시되

었다.

2.「Screening for Depression and Thoughts 
of Suicide」의 양식 수정

기존 양식에는 개인 식별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

민등록번호나 병록번호를 기입하게 되면, 비 유지에 

민감한 환자들의 심리상 정직한 답을 할 가능성이 감

소할 우려가 있다고 단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다

른 양식은 그 로 유지하되 주민등록번호  병록번호

를 쓰지 않고, 추후의 심층검사  치료연계를 해 이

름, 생년월일과 집 화번호만을 도록 수정하 다. 

한 도구의 원본에는 스크리닝 이후의 연계 작업에 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나, 재 한국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기구로의 연계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부

분은 도구에서 제외하 다. 최종 으로 수정  번역된 

자살 험 스크리닝 도구는 다음 그림과 같다[그림 1].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통해 최종 으로 자살 험

군을 구분하는 기 은 미국 Alaska주에서 사용되는 원

본의 정기   연계 행동지침 기 을 따랐다[10]. 자

살 생각이나 계획을 묻는 2번 문항에 해 “아니오”라고 

응답한 상자들 , 1번 문항에 해 “  없음” 혹은 

“가끔 느 음”이라고 응답한 경우 자살 험이 낮은 집단

으로, “자주 느 음”이라고 응답한 경우 간 정도의 자

살 험을 가진 집단으로 분류하 으며, 2번 문항에 한 

답과 상 없이 1번 문항에 해 “ 부분의 시간 동안 

느 음”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1번 문항에 한 답과 

상 없이 2번 문항에 해 “ ”라고 응답한 상자들의 

경우 자살 험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 다[그림 2].

그림 2. 자살위험 스크리닝을 통한 자살위험 그룹의 정의 
([10] 수정)

2. 한국형 자살위험 스크리닝 도구의 타당성 평가
2.1 분석 대상
조사 상자들은 일반과에서는 60  이상 고령자가, 

정신과에서는 40 , 50  장년층이 많은 분포를 보 으

며 이는 일반과에 지역의 보건소가 포함되면서 분포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신과 상자들은 일반과

에 비해 이혼, 무직, 높은 스트 스, 그리고 뚜렷하게 우

울증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등의 특징을 나타내었

다[표 3].

2.2 분석 결과
의료기 을 방문한 상자 총 337명 , 스크리닝 도

구 시행을 거부한 12명을 제외한 325명이 분석 상으

로 포함되었다. 일반과에 내원 상자들의 경우 88.8%

가 자살 험이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간 정도의 

자살 험을 가진 집단이 7.3%, 높은 자살 험을 가진 

집단이 3.9%로 나타났다. 한편 정신과 내원 상자들은 

체의 49.5%가 자살 험이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으

며, 간 정도의 험을 가진 집단이 12.9%, 높은 자살 

험을 가진 집단이 37.6%로 나타났다. 일반과 내원 

상자들의 스크리닝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정신과 내원 

상자들 의 자살 험군과 고 험군의 비율이 상

당히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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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타당성 연구를 위한 표본의 특성 (N=337)
(N (%))

특성 일반과 환자 정신과 환자

성별 남자 111 (45.7) 43 (45.7)
여자 132 (54.3) 51 (54.3)

연령

≤29 15 (6.2) 14 (14.9)
30-39 28 (11.6) 18 (19.1)
40-49 23 (9.5) 23 (24.5)
50-59 41 (16.9) 19 (20.2)
60-69 70 (28.9) 8 (8.5)
≥70 65 (26.9) 12 (12.8)

결혼
상태

미혼 28 (11.5) 35 (37.2)
기혼 161 (66.3) 34 (36.2)

별거, 이혼 18 (7.4) 12 (12.8)
사별 36 (14.8) 13 (13.8)

교육
수준

무학 19 (7.9) 4 (4.3)
초등 49 (20.2) 11 (11.7)
중등 36 (14.9) 15 (16.0)
고등 79 (32.6) 40 (42.6)
대학 59 (24.4) 24 (25.5)

직업

전문기술직 37 (15.2) 6 (6.5)
사무직 11 (4.5) 6 (6.5)
생산직 11 (4.5) 6 (6.5)
주부 60 (24.7) 25 (26.9)
기타 51 (21.0) 12 (12.9)
무직 73 (30.0) 38 (40.9)

스트레스
낮음 83 (34.2) 11 (11.8)
중간 111 (45.7) 42 (45.2)
높음 49 (20.2) 40 (43.0)

우울
증상

있음 34 (14.7) 52 (59.8)
없음 198 (85.3) 35 (40.2)

계 243 (100.0) 94 (100.0)

표 5. 일반 환자에서의 타당성 평가 결과
(N (%))

특성
자살 험 집단 구분

х2
낮음 간+높음1)

스트레스
낮음 80 (38.8) 1 (3.8)

25.24***중간 94 (45.6) 11 (42.3)
높음 32 (15.5) 14 (53.8)

우울 증상 있음 17 (8.5) 15 (62.5) 50.73***없음 182 (91.5) 9 (37.5)

자살 생각 있음 40  (19.4) 13 (50.0) 12.25***없음 166 (80.6) 13 (50.0)

자살 계획 있음 25 (12.1) 6 (23.1) 2.39없음 181 (87.9) 20 (76.9)

자살 시도 있음 12 (5.8) 4 (15.4) 3.29없음 194 (94.2) 22 (84.6)
주: **P<0.01; ***P<0.001
    1) Due to small cases, these two categories were combined.

표 4. 자살위험 스크리닝 결과
  (N (%))

자살 험 집단 
구분

일반과 환자 정신과 환자

낮음 206  (88.8) 46  (49.5)
중간 17   (7.3) 12  (12.9)
높음 9   (3.9) 35  (37.6)
계 232 (100.0) 93 (100.0)

일반과 이용자들의 스트 스 정도, 우울증상, 자살생

각과 자살계획  자살시도 경험 여부와 의료인이 시행

한 자살 험 스크리닝 결과의 상 성을 분석한 결과, 스

트 스 정도, 우울증상, 그리고 자살생각은 자살 험 스

크리닝 결과와 유의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그러나 자살 계획 여부나 자살시도 여부는 자살 험 

정도와 통계 으로 유의한 상 성을 보이지 않았다.

정신과 이용자들이 직  보고한 정신질환명, 스트

스 정도, 우울증상, 자살생각과 자살계획  자살시도경

험 여부와 의료인이 시행한 자살 험 스크리닝 결과를 

함께 살펴 본 결과, 정신질환명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

과 자살 험 스크리닝 결과 나타난 험군의 구분 간에 

유의한 련성이 있었다[표 6].

특히 자살 고 험군에서는 부분의 응답자들

(88.2%)이 자살을 생각한 이 있다고 응답하여 이들을 

상으로 하는 집  리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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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정신과환자에서의 타당성 평가 결과
(N (%))

특성
자살 험 집단 구분

х2
낮음 간 높음

정신질환 증상

기분장애 (우울장애) 14 (30.4) 3 (25.0) 21 (60.0)

14.52
스트레스 관련 신경증, 신체화 형태의 장애 5 (10.9) 1 (8.3) 2 (5.7)

알코올중독, 중독 장애 2 (4.3) 0 (0.0) 1 (2.9)
정신분열증 18 (39.1) 4 (33.3) 8 (22.9)

모름 2 (4.3) 0 (0.0) 0 (0.0)
기타 5 (10.9) 4 (33.3) 3 (8.6)

스트레스
낮음 7 (15.2) 2 (16.7) 2 (5.9)

13.89**중간 28 (60.9) 3 (25.0) 11 (32.4)
높음 11 (23.9) 7 (58.3) 21 (61.8)

우울 증상 있음 16 (36.4) 10 (83.3) 26 (83.9) 20.29***없음 28 (63.6) 2 (16.7) 5 (16.1)
자살 생각 있음 10 (21.7) 7 (58.3) 30 (88.2) 34.89***없음 36 (78.3) 5 (41.7) 4 (11.8)
자살 계획 있음 2 (4.3) 6 (50.0) 22 (64.7) 34.31***없음 44 (95.7) 6 (50.0) 12 (35.3)
자살 시도 있음 4 (8.9) 3 (25.0) 18 (52.9) 18.91***없음 41 (91.1) 9 (75.0) 16 (47.1)

주: **P<0.01; ***P<0.001

Ⅳ. 고찰 및 결론

의료기 을 방문한 환자를 상으로 한 자살 험 스

크리닝은 의료인에 한 자살 방교육  훈련과 함께 

표 인 의료인을 통한 자살 방사업들 가운데 하나

이다[16]. Wintersteen[17]은 일차 의료 기 을 내원한 

환자를 상으로 두 개의 간략한 질문문항으로 구성된 

스크리닝 도구를 의료차트에 삽입하여 진료 시 환자에게 

용하게 하 을 때 자살 험에 한 문의는 219%가 증

가하 고 평균 4.5배 정도의 자살 험자를 발견할 수 있

었으며 정신과 외래진료로의 연계율은 293% 증가하 다

고 하 다. 한 Pignone et al[18]의 연구에서는 체계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결과 자살 험 스크리닝 도구가 

‘우울이 지속될 험’을 13% 감소시킨다고 하 다. 

자살 험 스크리닝은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19][20]. Oyama et a.[19]은 스크

리닝 도구 용 후 정신과 의사의 추후 리를 받은 경

우(고 험군) 남자의 자살률은 0.30(0.13～0.68)～

0.33(0.14～0.80), 여자의 자살률은 0.33(0.19～0.58)～

0.33 (0.19～0.60) 낮아졌으며, 스크리닝 후 일반의의 추

후 리를 받은 경우( 험군) 남자의 자살률은 

0.73(0.45～1.18)～0.74(0.45～1.23), 여자의 자살률은 

0.36(0.21～0.60)～0.39(0.22～0.66) 낮아졌다고 한다. 하

지만 이 경우는 스크리닝의 단독 효과가 아닌 문의 

는 일반의의 추후 리 효과가 동시에 용되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살 험 스크리닝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

는 연구들도 있다. Razykov et al.[21]은 상동맥질환 

환자들에게 PHQ-9의 자살 생각과 자해에 한 문항을 

용한 결과 라고 응답한 사람의 19.8%만이 정신질

환의 진단도구인 C-DIS(Computerized-Diagnostic 

Interview Schedule)로 측정하 을 때 자살생각을 보고

하 으며, 8.1%만이 지난해에 자살을 계획했었다고 응

답하 다고 보고하 다. Walker et al.[22]은 암환자를 

상으로 PHQ-9을 용한 뒤 4주 뒤에 설문 당시의 상

태를 다시 조사한 결과 원래 자살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자들의 약 3분의 1 정도만 다시 자살생각이 있다고 응답

하 다고 하 다. 이런 결과들은 우선 도구 자체의 신뢰

성을 확보하기 해 반복 인 측정을 통한 검증이 필요

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도구

의 문제라기보다는 환자군의 특성 때문에 나타날 수 있

는 상인지에 해서도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살 험 스크리닝 도구로 선정한 

Screening for Depression and Thoughts Suicide는 원

래 알래스카에서 Community Health Aids/Practitioner 

(CHA/P)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 의해 사용되도록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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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었다[10]. CHA/P는 의사, 간호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서 교통이 불편한 농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질병의 치료와 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일차의

료체계이다[10]. 원 도구가 의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

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들로부터 

문가 의견을 통해 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한국형 자살 험 스크리닝 도구를 용하 을 때 일

반과  정신과 모두에서 자살 험이 높은 상자들이 

스크리닝에서 구분되었으며, 일반과보다 우울증 환자 

등이 다수 포함된 정신과 내원 상자들에서 자살 고

험군이 더 많이 발견 되는 결과는 이 도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한 스크리닝 실시 이후 자

살 험이 간 혹은 높음의 정을 받은 집단은 낮음의 

정을 받은 집단에 비해 스트 스, 우울,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도 이 도구의 타당성의 근거가 되

었다. 다만 일반과 환자에서는 자살계획과 자살시도에 

있어서는 정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일반

과 환자 가운데 자살계획이나 자살시도를 한 경우가 

어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크리

닝 도구를 사용한다면 정신과뿐만 아니라 일반과 이용

자들 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스트 스, 우울증상, 자살

생각 등을 경험하고 있는 등도 이상의 험군을 발견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정신과 이용자들 가운데서

는 자살계획이나 자살시도 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발견

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도구가 이상과 같은 자살생각

이나 자살시도를 묻는 질문과 다른 은 첫째, 양식에 

자살 험을 가진 사람을 정신보건센터 등 문기 으

로 연계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을 포함함으로써 자살

험을 가진 사람을 자연스럽게 련 기 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의사들을 안내하고 있다는 이다. 이는 동

시에 이러한 자살 험 스크리닝 도구가 효과 으로 활

용되기 해서는 의사들이 자살 험을 조기에 발견하

고 응할 수 있는 련 지침의 개발과 의료 기 과 정

신보건기 과의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이 도구는 조사 목  차원에서 일회성으로 인구

집단의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의 비율을 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 수 에서 자살 험을 확인하고 문

기 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는 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 을 갖고 있다. 첫째, 문헌을 

통해 최 의 자살 험 스크리닝 도구를 선정함에 있어

서 선정 기 으로 사용에 걸리는 시간, 문항 수 등과 같

은 좀 더 객 인 기 을 사용하지 못하 다. 향후에

는 이러한 을 고려해서 좀 더 재 성 있는 선정이 이

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선정된 도구의 타당

성 조사를 한 설문조사를 학병원과 정신과 문병

원, 보건소 1개씩밖에 실시하지 않아 그 결과를 일반화

에는 한계가 있다. 한 의사들을 상으로 한 의견조

사도 소수의 문가에 국한되어 역시 일반화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향후에는 좀 더 많은 의료 기 과 의사들

을 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도구의 신뢰성에 해서는 문가 의견조사밖

에는 하지 못했는데 향후에는 신뢰성에 한 근거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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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구원 건강보장연구실 

빙연구 원

 < 심분야> : 정신보건정책, 건강증진

백 종 우(Jong-Woo Paik)                  정회원 
▪1997년 2월 : 고려 학교 의과

학(의학사)

▪2007년 2월 : 고려 학교 학

원 정신의학 공(의학박사)

▪20007년 9월 ～ 재 : 경희 학

교 의과 학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

 < 심분야> : 우울증 지역사회정신의학 자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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