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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qualitative study is aimed to explore the factors in the aspect of the community that made it difficult 
for field experts to conduct counseling and case management. Methods: A total of four focus group interviews 
composed of 15 field experts including nurses were conducted. Results: A theme, six categories and 22 sub-
categories were derived. As for the theme, it was found that legal, educational, and environmental systems reflecting 
non-suicidal self-injury of the characteristics in adolescents were insufficient. In the legal aspect, the defect of the 
parental education legal system, the reality of having to rely on parental consent when supporting adolescents with 
non-suicidal self-injury; in the educational aspect, the lack of manuals and education for counseling and case 
management for adolescents with non-suicidal self-injury; in the environmental aspects, the defect of economic 
burden and support, a lack of information systems for various organizations in the local community, absence of a 
dedicated support system for adolescent with non-suicidal self-injury and a lack of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 needs to be a responsible institution that can comprehensively 
manage the non-suicidal self-injury of adolescents, and efforts to develop the competence of community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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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비자살적 자해(non-suicidal self-injury)란 죽으려는 의도 

없이 고의적이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신체 조직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로[1,2] 최근 청소년들의 비자살적 자해가 증

가하면서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3]. 비자살적 

자해 관련 국외 메타연구에서 전세계적으로 청소년의 비자살

적 자해 평생 유병률은 17~18%로 나타났으며[4,5], 국내연구

에서는 지역사회 고등학생의 22.8%가 비자살적 자해 경험이 

있으며, 이 중 67.1%가 최근 1년 이내 평균 7.13회의 비자살적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6]. 실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에서 자해청소년의 상담건수 또한 2017년 8,352건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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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7,976건으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7], 청소년

들의 비자살적 자해의 심각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이들에 대

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비자살적 자해는 대부분 10대 초기에 시작되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8,9]. 비자살적 자해를 일으키

는 원인으로는 우울, 불안이나 분노, 절망감과 같은 정신심리

적 요인,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 부정적 가족사건경험이나 

낮은 지지, 학업이나 친구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섭식장애나 경

계성 인격장애와 같은 질환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3,10-13].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나 부정적 심리상태에서 적

절한 대안을 찾지 못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부정적 감정 해소와 

정서 안정[3,6], 자기처벌 혹은 사회적 상황이나 갈등 상황 시 

대인관계 통제를 위한 동기로써[6] 비자살적 자해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비자살적 자해 형태로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손목이

나 허벅지를 긋기, 약물 과다복용, 피부에 상처가 날 정도로 긁

거나 머리를 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6,9,14]. 비자살적 자해는 

섭식장애나 경계성 인격장애와 같은 질환에 동반되는 행동이

기도 하나[3], 청소년들의 경우 특별한 임상적 질환 없이도 비

자살적 자해를 시도하는 경향이 높으며[15], 향후 자살의 예측

요인으로써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17]. 또한 비자

살적 자해는 2013년도에 개정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의 section 3 (emerging measures and models)에 추

가연구 필요상태(condition that requires for further study) 

범주에 분류되어[18], 자살행동과 비자살적 자해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외에서는 지역사회 비자살적 자해를 시도

한 청소년들 대상의 중재 및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근

거마련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1,13,19,20]. 그

에 반해 국내에서는 비자살적 자해를 시도한 청소년들의 경험

[6,21], 요인탐색[12,14], 상담전략수립[22], 그리고 상담자의 

경험에 대한 연구[23] 등이 있었으며 간호학적 측면에서 시도

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Seong 등[9]은 청

소년의 비자살적 자해가 심각하여 치료적 개입이 시급하게 요

구되는 것이 현실이나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수행은 사

회적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살펴보면, 특별한 임상적 질환이 없는 청소년

들이 비자살적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Wee센터, 청

소년상담복지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현장에서는 Wee

클래스 등 다양한 센터에서 이들의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

며[22,23], 간호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인

력들이 현장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며 노력하고 있음에

도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 상담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

순히 비자살적 자해를 하나의 놀이로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왜

곡된 문화나[9,23] 현장전문가들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의 부재[15] 혹은 지역사회 현장에 적용할 근거기반의 상

담 프로그램의 부족[22]으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지

역사회 청소년 유관기관에 소속된 현장전문가들은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의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진, 상

담인력부족, 상담방법 등의 교육부재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정책이나 제도 등의 개선 또한 필요함을 

언급하였다[22-24]. 다시 말해 지역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청

소년의 비자살적 자해의 상담 및 사례관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를 어렵게 하는 지역사회 요인들을 교

육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

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개선방안 마련 시 간호학적 

측면에서 접근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를 포함한 현장전문

가들이 경험한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들의 상담 및 사례관리를 

어렵게 했던 요인들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호학적 측면에서 비자살적 자해를 시도한 청

소년의 지역사회 기반 중재방안 마련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현장전문가가 경험한 청소년 

비자살적 자해 상담 및 사례관리를 어렵게 했던 지역사회 요인

을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지역사회에서 비자살적 자해를 시도한 청소년의 상담 및 사례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비자살적 자해 상담 및 사례

관리를 어렵게 하는 지역사회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하

기 위하여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장전문가를 대상

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고, Hsieh와 Shannon [25]

이 제시한 전통적인 내용분석방법을 자료분석에 적용한 질적 

내용분석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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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G시의 지역사회 센터에서 청소년 비자살

적 자해 상담 및 사례관리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 현장 전문가로 

최근의 지역사회 현장의 여건과 상황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결

과에 담아내기 위하여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연구대상자

로 선정하였다.

 지역사회에서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의 상담 및 사례관리

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정신건

강복지센터, 드림스타트팀,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연구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청소년 비자살적 자해 

상담 및 사례관리를 경험한 자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현장전문가는 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로 총 15명이었

다. 여성은 12명, 남성은 3명이었고, 평균연령은 36.73세(범위: 

26~54), 청소년 비자살적 자해 사례관리 평균 기간은 4.44년

(범위: 1~9)이었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비자살적 자해 사례관

리를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정신건강

복지센터, 드림스타트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5개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

소리를 담으려 노력하였다. 집단 내 최대한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그룹에 3~4명의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네 개의 포커스

그룹을 운영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시 연구문제를 명확히 

하고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구조화된 

질문지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도입질문으로 “지금까지 진행

한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한 청소년들의 비자살적 자해를 시

도한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전환질문으로 “최근에 진행했던 

청소년들의 비자살적 자해 상담 및 사례관리의 경험에 대해 말

씀해주십시오.”, “최근에 진행한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의 상담 

및 사례관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최

근에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들의 상담 및 사례관리를 어렵게 했

던 지역사회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마무리 질문으로 “지금

까지 청소년 비자살적 자해 상담 및 사례관리를 어렵게 했던 경

험과 지역사회 요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혹시 추가로 말씀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등이었으며, 면담 흐름에 따라 즉

각적 질문 또한 활용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연구참여자들의 접

근성과 편안한 참여를 위하여 참여자들의 센터 내 세미나실 혹

은 회의실 등을 이용하였다. 본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세 명의 연

구자 중 2인이 담당하였다. 주진행자는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질

문을 하며 전체적인 인터뷰를 이끌면서 참여자들이 말한 중요 

내용과 비언어적 행동 등을 현장노트에 메모하였다. 보조진행

자는 인터뷰 녹음과 함께 주요 내용과 비언어적 행동 등을 현장

노트에 기록하였으며, 자료분석 시 활용하였다. 인터뷰가 종료

된 이후 주진행자와 보조진행자는 인터뷰 시 참여자들과의 상

호작용, 현장노트에서의 확인 사항, 다음 인터뷰 시 고려해야 할 

점 등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터뷰는 그룹별로 약 55분에

서 67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그룹별 인터뷰 내용이 포

화될 때까지 진행하였다. 녹음된 인터뷰 내용은 주진행자 1인과 

연구보조원 1명이 직접 필사하였으며, 연구보조원이 필사한 내

용은 주진행자가 현장노트의 내용과 인터뷰 녹음을 들으면서 

대조,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정확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Hsieh와 Shannon [25]이 제시한 전통적 내

용분석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실제 경험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이해하고 지

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적 내용분석은 연구현상에 대

한 이론이나 선행연구가 많지 않을 때 사용되는 귀납적 방법이

다[25]. 전통적 내용분석을 통해 제공되는 지식은 실제 데이터

에 기반하고 참여자들의 고유한 관점에 기초해야 하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연구참여자들의 청소년 

비자살적 자해 사례관리 시 경험한 구체적이고 고유한 사실 속

에서 공통된 요소를 확인하고 범주화 하여 이들의 경험을 일반

화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절차로, 먼저 전체 의미를 파

악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필사한 자료를 여러 차례 반복해

서 읽은 다음,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관련된 총 189개의 의미 있

는 주요 진술문을 도출하였다. 추출된 진술문에서 사례관리의 

어려움으로써 지역사회 요인과 관련된 의미 있는 단위를 선별

하여 총 64개의 개방코딩목록을 작성한 다음, 공통적인 속성으

로 묶일 수 있는 코드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여 25개의 하위범

주와 6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6개의 범주를 전체적으로 검토

하여 1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주제, 범주와 관련 내용

들은 필사자료의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하면서 다시 확인한 다

음, 코드, 하위범주, 범주를 분석하고 통합하여 현상에 관한 기

술로 정리하였다. 자료분석의 전체 과정에서 세 명의 연구자들

은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을 배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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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성찰(reflection)하면서 참여자들의 경험을 그대

로 나타내려고 노력하였으며,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 분석에 대

한 논의와 합의를 진행하였다.

자료분석에 참여한 세 명의 연구자는 종합병원 정신건강의

학과 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학에서 정신

간호학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자살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학원과정에서 질적연구방

법론 등을 수강하였고, 질적연구에 대한 철학적 배경과 방법론

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다수의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이론적인 민감성

을 키우기 위해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의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

력을 하였다.

5. 연구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Guba와 Lincoln [26]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일관성(consistency), 적용가능성(applica-

bility), 중립성(neutrality)를 준거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첫

째, 사실적 가치의 확보를 위해 청소년 비자살적 자해 사례관리

를 진행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센터에서 근무하는 현장전문

가를 대상으로 직접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또한 인

터뷰 진행 시 내용은 연구자가 계속 기록 및 요약을 하며 참여자

에게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녹음된 인터뷰 내용은 있

는 그대로 필사되었으며, 이 후 필사된 부분에 대해 참여자에게 

확인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과 맞는지를 확인하였다. 둘째, 

일관성을 위해 모든 연구자는 자료분석 시 Hsieh와 Shannon 

[25]의 전통적인 내용분석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그 과정을 지속

적으로 기록하였다. 셋째, 적용가능성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고 그룹 형성 

시 신뢰관계가 형성되거나 공통된 특성을 가진 참여자로 구성

하여 그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충분히 진술하게 하였다. 넷째, 중

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인터뷰 전 연구하고자 하는 현

상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지, 참여자의 대답을 유도하지 않았는

지를 성찰하였다. 또한 자료분석 및 결과 도출 과정 동안 모든 

연구자는 지속적으로 성찰과 토론, 의견에 대한 상호피드백을 

진행하여 연구자들 개인의 편견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IRB No.: 

DGU-IRB-20200016)를 받은 후 2020년 7월 15일부터 2020년 

8월 7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

하여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배경과 목적 설명 및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연구 도중 언제든지 참여철

회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성을 준수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 종료 후 파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연

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면담 직전 일

반적 특성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또한 면담 시 사례관리 대상자

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름, 학교, 거주 지역 등)는 언급

하지 않도록 유의 사항을 안내한 후 시작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자발적 동의 하에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다.

연 구 결 과

현장전문가가 비자살적 자해를 시도한 청소년들의 사례관

리를 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의 요인을 지역사회 측면에서 탐색

한 결과,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체

계가 미흡한 현실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본 연구의 목적

과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제도적, 교육적, 환경적 요인

으로 분류하여 범주와 하위범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제도적 요인

1) 부모교육 관련 제도 미비

연구참여자들은 비자살적 자해를 시도한 청소년을 상담하

거나 사례관리를 하면서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자녀를 부모들

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비난하고 윽박지르거나 협박

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대처를 하면서 아이들이 비자살적 자해

를 다시 시도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에게 소아청

소년정신과 진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부모의 심리적 거부감

으로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가 늦어져 비자살적 자해 수준이 악

화되는 모습, 열심히 아이를 상담해도 부모의 부적절한 대처가 

변화되지 않아 다시 비자살적 자해를 시도하는 아이들의 모습

에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들에게 부모

들의 긍정적인 지지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센터 혹

은 병원에서 시행하는 부모교육을 안내하여도 참여를 하지 않

는 모습을 보면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답답함을 

이야기하였다.

비자살적 자해에 대해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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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munity Factors that Hinder Counseling and Case Management of Non-Suicidal Self-Injury in Youths

Subcategory Category Factor Theme

․ Parents unacquainted with how to deal with non-suicidal 
self-injury

․ Repetitive attempts at non-suicidal self-injury by children due 
to inappropriate coping by parents

․ Those who really need parental education do not attend it
․ Delays in professional treatment due to psychological rejection 
of pediatric and adolescent psychiatric treatment 

Insufficient parental 
education-related 
system

Policy area Reality of 
insufficient 
community 
system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non-suicidal 
self-injury in 
youths․ The child desperately wants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but is 

unable to receive it due to the psychological rejection of the 
parents

․ Hospital treatment, counseling, shelter admission, and other 
forms of support cannot be received without parental consent

The reality of having 
to rely on parental 
consent to receive 
support for 
non-suicidal 
self-injury

․ A manual for the management of non-suicidal self-injury in 
youths is not available

․ Initial intervention or counseling methods appropriate for the 
youth's disorder or situation (such as friendship, family 
discord, depression, ADHD, suicide, etc.) are not well-known

․ Lack of training of field experts regarding non-suicidal 
self-injury

Lack of training and 
manuals for site 
managers

Educational 
area

․ Shortage of information for youth about local counseling 
centers

Lack of information 
systems for various 
organizations in the 
community

Environmental 
area

․ Shortage of information on roles, scope of targets, and projects 
for each institution while connecting local community 
institutions

․ Delayed treatment due to the burden of hospital examination 
costs

․ Shortage of emergency budget for prompt hospital treatment in 
cases of crisis in children belonging to low-income households

․ Lack of a system that can promptly solve economic problems 
which is the cause of non-suicidal self-injury

Economic burden and 
lack of support

․ Shortage of professional manpower for child counseling and 
case management in schools 

․ The need for a group of experts for the continuous and 
systematic support of youths who are guilty of non-suicidal 
self-injury

․ Lack of manpower for accurately explaining the child's 
condition to their par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 Worsening of the situat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of non-suicidal self-injury

Shortage of dedicated 
support system and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for youths 
guilty of non-suicidal 
self-injury 

․ Shortage of counseling centers in the community with a focus 
on non-suicidal self-injury

․ Shortage of institutions that can provide specialized treatment 
solely for self-injuring youths, including those guilty of 
non-suicidal self-injury

․ Lack of accessible organizations or centers in some regions
․ Shortage of space for self-expression by non-suicidal 
self-injuring youths

․ Delays in professional treatment due to the lack of cooperation 
arrangements in the community

․ Necessity of an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non-suicidal 
self-injuring youths



6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정여원 · 김인홍 · 박영희

비행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너 하지만, 너 한번만 더 

하면 죽을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깐…(중략) 부모

님조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깐…(F2, 참여자 1) 

대체로 원인이… 가족 간의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상담을 받는 그 순간에 괜찮아지는데 다시 가정으

로 돌아가면 쳇바퀴 돌 듯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깐 또 

다시 힘들어지고… 아동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가족상

담도 필요해요.(F3, 참여자 2)

OO병원에서 부모교육이 있는데… 항상 필요한 부모

님이 와야 하는데, 필요한 부모님이 안 오시니깐.(F4, 참

여자 2)

부모상담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그런 법적 제도

가 조금 생겼으면 좋겠어요.(F2, 참여자 3)

(중략) 학생만 어떻게 좀 케어 해 보려고 좀 보니깐… 

가정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게 끝이 없는 문제

니깐… 한계를 느껴요.(F3, 참여자 4) 

2)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 지원 시 부모 동의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

가정 내 불화로 인해 비자살적 자해를 시도하는 청소년들은 

부모를 피해서 지역사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부모의 동

의 없이는 지속적인 상담이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일부 아이

들 중 병원입원이 비자살적 자해행동을 치료할 수 있는 전환점

으로 생각하고 간절히 치료받기를 원하나 부모의 심리적 거부

감 등으로 전문적인 진료나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 안

타까움을 표현하였다. 

실제로 부모를 피해서 도움을 청하는 아이들이 더 많잖

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엄마도 없고… 아버지는 때리고… 아버지 피해 상담을 받

고 싶은데… 무조건 아버지 동의를 받아야만 지원이 된다

는 게… 특별지원대상자가 돼도… 부모가 서포트를 못해

주니.(F4, 참여자 1)

아이는 병원에 가고 싶어하고… 정말 간절히 가서 자기 

좀 치료받고 싶고 가고 싶어 하는데… 엄마 아빠가 정신

과를 가는 그 자체를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

니깐… 아이가 점점 이게 진행이 되고.(F4, 참여자 3)

병원에 입원이 결정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본인

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 받고 싶기도 하

고… 입원을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케어를 받으니깐… 자

해를 안 하는 방법…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하나의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F1, 참여자 3)

2. 교육적 요인

1) 현장관리자를 위한 교육 및 매뉴얼 부재

연구참여자들은 비자살적 자해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나 매뉴얼이 없어, 지해 시도 직후 초기 개입 시 어떻게 

상담을 시작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상담이

나 사례관리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지 않을

까라는 생각에 자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망설여지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언제부터 했는지를 묻기가 어려워 답답했음을 

표현하였다. 특히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니어서 비자살적 자해

의 원인이 아이들마다 다양해서, 이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상담과 사례관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어려웠음을 이야

기하였다. 

자살교육이나 아동학대, 성 관련 교육은 저희가 필수로 

듣거든요. 그러나 비자살적 자해나 자해에 대해서는(교육

을) 들은 적이 없어요. 매뉴얼도 없고… 자살 교육 들을 때 

자해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 정도만 듣고… 저희도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 정도만 하지 진짜

로 상담을 하는 게 어려워요.(F2, 참여자 1)

제가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하니깐…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친구들의 원인을 보면 친구문제나 가정 내 불화, 

ADHD나 우울증처럼 정말 다양한데… 저부터도 이 친구

를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F1, 참여자 2)

(중략) 사례관리자들도 역량이 부족하고… 아무래도 

준비가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F3, 참여자 4)

3. 환경적 요인

1) 경제적 부담 및 지원 부족

경제적 형편의 어려움으로 관련 지원이 시급한 사례도 있으

나 복잡한 행정적 절차 혹은 예산 부족으로 아이들의 비자살적 

자해가 반복되고 심각해지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현장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경제적 형편으로 

병원진료와 검사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위

기상황 시 비자살적 자해 치료를 위한 긴급예산의 편성과 함께 

즉각적인 경제적 지원시스템의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Wee클래스에서 풀 배터리 검사를 하고 의료기관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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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해도… 병원에서 다시 해야 되는… 그래서 부모님들

이… 돈이 많이 들지 않나… 참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

래서 망설이고 이리저리 차일피일 미루고.(F4, 참여자 3)

경제적 문제가(비자살적 자해의) 원인으로… 집에 화

재가 나서 아이가 있을 곳도 없고… 그래서 경제적 지원

이 시급했는데도… 이런 위기상황 친구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특별 지원이 있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고… 행정적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이런 상황에서 빨리 즉각적으로 

지원이 되고, 상담을 병행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현장에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 또 몰라요.(F4, 참여자 1)

지역사회에 이 아이들을 위한 긴급예산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급할 때 빨리 병원을 갈 수 있게.(F4, 참여자 2)

2)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들에 대한 정보체계 부족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이 지역사회 내 이들을 지원해주는 센

터에 대한 정보를 몰라 미처 연계가 되지 못한 청소년들이 많음

을 이야기하였다.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에서도 

각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사업의 지원대상, 범위 등에 대

한 정보가 부족하여 초기 개입시기가 늦춰질 뿐 아니라 학교 선

생님 개인의 역량에 따라 청소년들의 추후관리가 달라진다고 

표현하였다.

비자살적 자해가 학교에서 발생해서… 경제적 문제도 

함께 있어서… 담임선생님이 얘를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본인이 인터넷 서핑하다가 여기를 알아서… 본인

이 찾아서 하신 거지. 학교 선생님들도(저희 기관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자원에 대해 아는 게 많으면 빨

리 연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학교 내에서 그냥 흐지

부지되고.(F2, 참여자 1)

상담하다 정신질환이나… 이런 상담이 필요하면 ㅇㅇ

센터에 연계하는데…제가 거기 시스템을 잘 모르니깐… 

실질적으로 이 친구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F1, 참여자 2)

3)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 전담지원체계 및 인적 ․ 물리적 자원의 

부족

지역사회에 비자살적 자해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운영

되는 상담센터나 전문적인 치료기관의 부족으로 위기상황 시 

즉각적인 개입이나 전문적 치료가 어려웠던 사례들을 경험하

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이나 센터의 전문가 집단으로 이뤄

진 지지체계를 형성하거나 혹은 책임기관이 신설되어 비자살

적 자해 청소년들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되길 이야

기하였다. 특히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들 중 다문화 가정인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전담해줄 인력이 없어 아이의 상태에 대

한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상담, 진료, 사례관리 협조에 

제한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연령의 제한으로 어쩔 수 

없이 사례관리가 종결되고 다른 기관에 연계가 되어도 경제적

인 문제로 중단되는 경우 학교에 전담인력이 없는 경우 전혀 관

리를 받지 못해 비자살적 자해의 지속적인 상담이 중단됨을 표

현하였다. 

여기 지역도 수십 개의 상담센터들이 운영되고 있지

만… 저희가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는 센터가 아니기 때문

에… 지역센터로 의뢰를 해도 본인들이 역량이 안되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곳도 있고… 연계를 해도… 저희가 목표

해서, 계획해서 보냈던 것이랑 다른 방향으로 치료가 되

고 있으니깐 그게 크게 효과가 미비하고.(F2, 참여자 1)

실제로 저희가 가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연계하려는 

기관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도서 지역까지는 아닌데 굉

장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F1, 참여자 1)

위기상황 시 학교나 센터에서 연락이 갔을 때 바로 병

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F4, 참여자 1)

비자살적 자해가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친구의 

지지를 못 받으니깐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

기 우리 센터, 상담센터 혹은 병원 이런 쪽에서 전문적으

로 하시는 분들이 어떤 지지체계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F4, 참여자 2)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아동 학대처럼 정말 신고해서 바

로 확인하고 계속 확인해 주는 모니터링하고, 진짜 더 일어

나지 않도록 부모교육하고… 누구나 똑같이 관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선생님이나 저희도 이런 학생

들을 발견하면 거기에 바로 신고해서 바로 상담 받고, 관

리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F2, 참여자2) 

아이들 중 다문화 가정이 있는데… 비자살적 자해 행동

이 심각해져서… 병원에 가야 된다고 어머니에게 설명하

는데 또 다문화다 보니깐 한국말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그럴 상황이 안되고… 지원인력도 없고.(F2, 참여자 3)

ADHD 진단을 받아서 약물복용을 하는 아이가 있는

데… 약물조절이 필요해서 병원진료를 봐야 하는데 엄마

가 다문화라서 이해가 부족하니깐… 엄마가 의사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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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가면서 약을 바꾸고… 애가 약물이 안 맞으면서 문제

가 다시 생겨가지고… 그래서 비자살적 자해를 또 하

고.(F2, 참여자 1)

연령의 제한으로 사례관리가 종결되면 다른 기관으로 

연계가 되기도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중단되어서 관리가 안 되고… 그나마 학교에 교육복지사

가 있는 경우 관리가 되는데… 없으면… 뭐… 아동도 의

지 없고 부모님도 생각이 없고 하면 그냥 끝나버려요.(F2, 

참여자 3)

논 의

본 연구에 참여했던 다양한 현장전문가들이 비자살적 자해

를 시도한 청소년의 상담 혹은 사례 관리를 진행해오면서, 이를 

어렵게 했던 지역사회 요인으로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 특성

을 반영한 지역사회의 체계가 부족한 현실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크게 제도적, 교육적,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본 논의에서는 중심 주제의 각 요인에 속하는 범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제도적 요인에서의 지역사회 체계 미흡은 부모교육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 대상 상담이나 사

례 관리 시 해당 청소년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부모의 동의에 의

존해야 하는 현실을 의미하였다.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비

자살적 자해의 원인인 동시에 비자살적 자해를 반복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특히 비자살적 시도 이후 부모가 어떻게 이

들을 지지해주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부적절하게 대처하는 것

은 자해를 촉진시키는 요인임을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

었다[9,13]. 이런 이유로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들의 치료를 위

해서는 부모교육이 필요한 바[14,27], 이에 부모교육에 비자살

적 자해를 이해하고 자녀들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무엇

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실제 자살 및 자해를 

시도한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상담을 진행한 결과 부모

들이 좀 더 아이를 이해하게 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부모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모와 자

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24]. 그러나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현실에 

현장전문가들은 청소년 상담에 있어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

었다. 비자살적 자해가 자살시도의 연속선 상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17] 비자살적 자해 또한 심각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

며, 이에 먼저 센터에서 청소년 상담 시 부모교육이 함께 이뤄

져야 하고, 부모들이 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

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지역사회 센터에서 비자살

적 자해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부모의 동의가 절대적으

로 필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와의 불화로 인한 

힘듦을 비자살적 자해로 표현하는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적극

적이고 긍정적인 지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결국 청소

년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부모의 상담에 대한 낮은 인식에 기인할 수 있다

는 점에서[21] 부모교육 시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에게 있어 전

문적인 치료나 상담, 중재가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함께 비자살적 자해를 시도한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상담이나 쉼터 입소로 부모님의 스트레스로부터 벗

어나면서 이를 극복해가고 있으므로[21], 부모의 동의를 구하

지 못한 청소년들이 비자살적 자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스스

로 전문적인 도움을 간절히 받고 싶어하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상담이나 사례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이 필요하다. 이는 비자살적 자해의 빈도가 증가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었을 때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문기관에 필수

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의 

보고와 맥락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14].

두 번째, 교육적 요인에서의 지역사회 체계 미흡은 지역사회 

다양한 센터에서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을 상담하거나 사례관

리를 하는데 있어 현장전문가를 위한 매뉴얼이나 상담방법에 

대한 교육이 없음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상담기술의 부족으로 상담이나 

사례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특히 비자살

적 자해의 동기가 되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상담을 진행해야 

할 때 자신의 역량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매

뉴얼이나 교육이 절실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자살, 자살시도, 

비자살적 자해는 연속선상에 있지만 구분되는 개념으로[17], 

청소년의 자살 혹은 자살시도 관련 매뉴얼을 비자살적 자해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자살시도와 비자살적 자해

의 차이점을 강조한 교육이 필요하다[28]. 본 연구결과와 같이 

실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도 비자살적 자해를 다루는 대부분

의 현장전문가들이 본인 스스로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사

전교육이나 지속교육의 부족, 매뉴얼 등의 부재 등을 보고하는 

것과 일치하였다[23,24,28,29]. 현장전문가의 역량부족은 그들 

스스로에게 비자살적 자해는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식되어 심리적 소진이나 무기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Seo 

등[21]의 연구에서 비자살적 자해를 시도한 청소년들은 상담

과정에서 자신들의 스트레스, 힘듦을 과소평가하거나 공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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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비난하는 상담자로부터 상처를 받고 부정적인 경험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들의 효과

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는 현장전문가들을 위한 

매뉴얼이나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역량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비자살적 자해의 특성, 초기 접근방식, 다양한 상

황을 고려한 전문적 접근 방식 등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점은 청소년 상담현장에서 

근거 기반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선행연구[22]의 보

고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환경적 요인으로서 지역사회 체계의 부족은 비자살

적 자해 청소년 상담이나 사례관리 시 인적 ․ 물리적 ․ 경제적 자

원과 정보체계가 부족하고 이를 전담하는 지원체계가 없는 것

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 그 이면에 기질적 

질환이나 부모와의 갈등, 학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상황들이 존

재하는데, 특히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현장전문가 간의 의사소

통이 어렵고 이를 지원해줄 인력이 없어 청소년의 상담, 진료 

및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어 비자살적 자해가 반복됨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은 문화, 인종 및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복합적인 문제와 이로 인한 불안정한 가정환경 

등으로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자살생각과 시도 가능성이 높게 

보고되고 있는 바[30],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인 비자살적 자해

에 대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의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해서

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통/번역 서비

스 담당 인력을 전문인력으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지역센터 내 연령제한, 보호자의 

심리적 거부나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이유로 비자살적 자해를 

시도한 청소년의 사례관리가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

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기반의 개입이 필요하

다. 특히 교육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우선복지사업

은 청소년들의 맞춤형 상담과 심리치료, 학교 ․ 가정 ․ 지역사회

와 연계한 학생 통합보호를 지원해주고 있으며[10], 이를 실행

하는 교육복지사를 인력자원으로서 활용하여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 발생 시 학교 내 보건교사, Wee클래스 상담사, 지역사

회 센터 내 현장전문가와 함께 다학제적인 협력을 통한 개입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초 ․ 중 ․ 고등학교에 교육복지

사를 고르게 배치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지역 내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의 특성과 깊

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센터가 없어 아이들의 치료효

과가 미비하며, 학교현장 혹은 사례관리 도중 위기상황 발생 시 

지역 내 의료기관에 즉각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전

문적인 진료나 상담이 지연된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연계가 되

었어도, Wee클래스 상담사가 진행한 종합심리검사를 병원에

서 다시 진행되는 등의 검사가 중복되면서 위기개입의 지연, 부

모님의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한 진료 지연 등으로 이어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은 위기상황 시 센

터에서 병원에 연락 시 바로 내원해서 전문적인 진료를 볼 수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 이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로 외부기관의 협력과 

이를 위한 체계 마련 등의 필요성을 보고한 선행연구와도 유사

한 맥락임을 알 수 있다[24]. 나아가 연구참여자들은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의 지지체계로서 청소년 유관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 전담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언

급하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

의 상담 및 사례관리를 어렵게 하는 지역사회 요인, 즉 비자살

적 자해 청소년의 특성과 비자살적 자해를 일으킨 다양한 상황

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진료 및 치료와 함께 부

모교육을 직접 시행하고 제도화되었을 때 이를 통합적으로 관

리하여 청소년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 유관기관의 현장전문가들을 위한 비자

살적 자해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매뉴얼과 상담 방법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할 뿐 아니라 현장전문가들의 소진

을 관리하여 이들의 역량개발을 도모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청소

년들의 비자살적 자해 프로그램, 상담기법에 대한 근거를 확보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 비자

살적 자해 전담기관은 정보체계 측면에서도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기관의 사업, 지원대상과 범위, 역할 등의 정보를 통합적

으로 관리하여 비자살적 자해 발생 시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누

구든지 연락하여 청소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가능한 유

관기관을 직접 연계해주는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연

계망 형태로도 운영될 수 있겠다. 청소년 비자살적 자해 전담기

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전문적 진료 및 치료,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간

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및 심리상담사,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위한 통 ․ 번역 서비스 지원인력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특

히 지역사회 내 현장전문가들이 청소년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

려한 상담 및 사례관리의 어려움을 표현하였는데, 비자살적 자

해의 동기에 정신질환이나 신체적 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동반

되는 경우 청소년의 신체적 ․ 정신적 ․ 심리적 역동의 이해를 바

탕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상담과 청소년, 부모 및 현장전문

가 대상의 교육 혹은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간호사를 들 수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 간호사가 중추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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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자살, 자해와 함께 비자살적 자해를 구분한 내용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임상실습 시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의 다양한 사

례를 경험하기 위하여 실습기관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나아가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량 증진을 위하여 기존 자살위기관리에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개

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연구참여자를 한 개의 지역에서 

모집하였기에 전체 지역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다양한 지역에서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의 상

담 및 사례관리를 어렵게 하는 공통적인 요인들을 탐색해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대부분의 현장전문가들이 비자살적 자

해뿐 아니라 자살시도 청소년들의 상담과 사례관리를 모두 수

행하고 있어 자료수집과 분석 시 최대한 자살시도와 관련된 경

험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완전히 구분하였다고 보기에

는 한계가 있다. 셋째, 현장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비자살적 자

해 청소년과 그 부모들이 경험한 요인들도 탐색하고자 하였으

나 심리적 거부감 등 다양한 이유로 진행되지 못했다. 향후 비

자살적 자해를 시도한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상

담과 사례관리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어렵게 하는 지역사회 요

인을 탐색해보는 연구를 제언하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현장

전문가가 경험한 청소년 비자살적 자해 상담 및 사례관리를 어

렵게 했던 요인들을 지역사회 측면에서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의 

체계가 부족한 현실로 나타났으며, 크게 제도적, 교육적, 환경

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제도적 요인에서의 지역사

회 체계부족은 부모의 동의 없이는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을 위

한 지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부모교육 관련 제도가 미비한 것으

로 나타났다. 교육적 요인에서의 지역사회 체계부족은 현장전

문가들이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의 상담 및 사례관리 시 매뉴얼 

및 교육의 부재로 상담방법과 비자살적 자해를 시도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상담 및 사례관리의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기관 연계 시 각 기관별 사업, 지원대상, 

역할 등의 정보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에

서의 지역사회 체계부족은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을 위한 전문

적인 상담센터나 청소년 유관기관 간의 연계시스템 부재 등의 

물리적 자원이 부족하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전문인력의 지

원이 어려운 인적자원의 부족, 그리고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 

발생 시 지역사회 다양한 청소년 유관기관의 정보체계가 부족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청소년들의 비자살적 자해를 특성

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기관이 필요하며 이

를 수행하기 위한 중추적인 인력으로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

정의와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의 상담 및 사례관리를 어렵게 하는 지역사회 요인

에 초점을 둔 첫 번째 시도되는 연구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자격의 현장전문가들

을 반영하였다는 점과 향후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 관련 제도

개선,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담기관 

구축, 이로 인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본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의 상담 및 사례관

리 시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역할 정의와 범위 관련 연구와 청소

년의 비자살적 자해 관련 보수교육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간호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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