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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의 효과성 분석
- 자살 고위험군의 자살시도에 대한 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전미선* · 한승혜**

Analysis of Community-based Suicide Prevention Program in Seoul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Policies on Suicide Attempts by Suicide High-risk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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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지역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정신보건 정책이 시도되고 있지만, 정책의 사후 평가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서울시 자살예방사업의 효과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서울시 자살예방사업은 2012년 시범
시행되어 2013년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지역 특성에 맞춘 자살위험군의 발굴과 서비스 제공이다. 분석
자료는 2009년, 2013년, 2017년 3개 연도의 지역사회건강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분석대상을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거주하며 자살 생각을 가진 주민으로 설정하여 자살시도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개인의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사회·경제적 요인과 병리적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서울시 자살예방사업의 정책시행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요인은 무직과 학생, 정신적 요인은 우울감 등이 개인의 자살시도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자살예방사업의 시
행은 유의미하게 자살시도를 낮추지만, 자살의 주된 영향요인을 조절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서울시의 지역사회 중심 자살예방사업이 시행된 후 서울시에서 자살위험군의 자살시도가 감소하였더라도, 좀 더 개인적
차원의 특성에 맞춘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자살 고위험군, 지역사회건강조사, 로지스틱회귀분석
ABSTRACT： Although various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policies are being tried, there is a lack of
post-evaluation of the policies. In this context, the study seeks to statistically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suicide prevention program in Seoul. The program was put on trial in 2012 and expanded to all regional
areas in Seoul in 2013. The main content of the program is the discovery of suicide risk groups tailored
to local characteristics and the provision of services tailored to them. Thus, the data from the analysis
utilized the data from the Community Health Survey for the three years of 2009, 2013 and 2017. The target
of the analysis is set to be residents who live in 25 administrative districts in Seoul and are contemplating
suicide. The factors affecting an individual’s suicide attempt were divided into socio-economic and
pathological factors, and the policy implementation was set as a moderating variable.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unemployed and students in social factors, and depression in mental factors influenced
individual suicide attempts.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suicide prevention program
significantly reduces suicide attempts, but does not moderate the main effects of suicide. community-based
projects require more active measures tailored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KeyWords： Community-based suicide prevention program, suicide high-risk groups, CH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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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편, 국가 수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자살예방의 노력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

현대사회에서 자살(suicide)은 개인적 차원의

서 말한 자살예방법의 제4조와 8조에서는 지방자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현상으로 국가

치단체에서 자살 고위험군과 그 가족을 위해 자살

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예방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OECD)도 매년 회원국의 주요 보건지표 중 하나

서 시·도지사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자살예방시

로 자살사망률을 취합하여 발표하고 있다. 또한 국

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 정부가

또한, 특정 공간단위의 동질적인 속성을 공유하

자살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김정

는 단위이자 행정구역으로서 지방정부는 중앙부처

수·송인한, 2013).

와 협력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보건·복지 재정과 인

국가별 현황을 보면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

프라를 효율적으로 전달(delivery)할 의무가 있다.

드, 잉글랜드, 호주 등은 국가적 자살예방정책을

게다가 실질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의 대상자를 발굴

시행해 자살률 감소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

하고 더 대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집행

었다(Mausubayashi and Ueda, 2011). 일본은

단위로 의미가 있다. 지역은 구체적인 생활반경과

‘지역자살대책 긴급강화기금’을 각 지역에 배분하

삶의 터전으로서 공동체(community)를 형성하여

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살률이 효과적으로 감

지역에 따른 자살률의 편차는 지속적으로 존재해

소하였다(이상영, 2015: 47; 정진욱, 2018: 25).

왔다(이용재·김경미, 2018).

우리나라도 OECD 자살률 1위라는 심각한 상

기존의 논의에서도 자살률의 지역격차를 확인

황을 해결할 목적으로 2004년 제1차 자살예방을

할 수 있다(노용환, 2006; 김기원·김한곤, 2011).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2009년 제2차,

신상수·신영전(2017)은 도시화율이나 행정구역기

2016년에 제3차 기본계획을 이어나갔으며 2011

준 같은 공간적 특성이 자살 생각에 서로 다른 영

년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법률(이하

향력을 나타낸다고 확인하였다. 정규형(2019)은 우

자살예방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살예방

리나라 시·군·구의 자살예방 시행계획서가 내용 편

법은 제1조에서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

차가 크며, 지자체별 현황파악이 구체적으로 이루

와 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어질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

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하다고 보았다.

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두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0년 노원구가 전국 기초자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는 자살예방사업이 최초

치단체에서 최초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

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며, 지난 2018년 1

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1년 13개,

월 대통령 신년사에서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

2012년 56개, 2014년 62개, 2014년 9개의 기초

정목표로 삼고 그 내용으로 ‘2022년까지 자살예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박영미·김병규,

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사망 절반 줄이기’

2017). 더불어 2012년 서울시는 5개 자치구를 중

를 위한 정책 집중 추진 의지를 표명하였다.

심으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을 시범 도입하

서울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의 효과성 분석

였으며, 이듬해인 2013년 전체 구 지역으로 확대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하였다. 서울시의 자살예방사업은 각 지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특정 짓는 지역맞춤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간적 특성이 반영된 성과를

1. 자살과 자살생각, 자살시도

기대할 수 있다.
자살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은 기존의 정

자살(suicide)의 개념은 다양한 층위에 따른 접

책에 대한 엄밀한 평가(evaluation)로 가능할 수

근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우선, 세계

있다. 특히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자살은 “죽음에 이르는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진단은 개인적 요인과 함께

결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나 기대를 가지고 행하는

지역 수준의 정책 개입 프로그램의 사후 효과성을

고의적 의도나 행위”를 의미한다(OECD, 2013).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판례(대법원 2011. 4. 28.

기존의 지역자살예방정책에 관한 논의는 주로

선고 2009다97772)에 따르면, “사망자가 자신의

정책지원과 지역 전체 자살률의 연관성에 집중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였다(박영미·김병규, 2017; 박일주, 2017; 정다정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

외, 2018). 하지만 지역기반자살예방사업은 각 지

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한다.

역의 정책대상을 특정하고 자살위험군에 좀 더 집

Keller and Shapiro(1982)는 ‘자기 가신을 해

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롭게 하거나 위험에 빠트리게 하여 죽음의 결과를

특정 대상에 집중된다. 따라서 서울시 지역 기반

초래하는 것’으로 보았다. Durkheim et al.(1952)

자살예방사업 평가 시 자살위험군을 특정하고 이

은 자살을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집단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자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자살의 ‘개인적’ 맥락보

이 중요할 것이다.

다 ‘사회적’ 현상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즉, 개인의

이 연구는 동일한 공간적 속성을 공유하는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조사한 지역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측면에서 더 나아가 자살
자가 직면한 사회적 상황을 포함하였다.

사회건강조사 데이터를 2009, 2012, 2017년 등

이 연구에서는 사회·환경적 요인이 포함된다는

3개 연도로 살펴보고 서울시 자살예방사업의 효과

맥락에서 자살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따라서 자살

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자살시도자의

(suicide)은 자기 자신에게 손상을 입혀 사회와 단

사회경제적·병리적 요인에 정책 개입이 미치는 조

절되고 싶은 개인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해행위

절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분석

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상을 자살충동(자살생각)을 느낀 사람으로 한정

권중돈 외(2012)는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

하여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의 사전적 예방이

도가 자살의 대체변수로 일반적으로 활용된다고 한

라는 정책 목적의 달성 정도를 분석한다.

다. Harwood and Jacoby(2008: 275)도 자살생
각(suicidal ideation), 자살시도(attempted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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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행동(suicidal behavior)이라는 연속적인 과정에

자살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차원으로

따른 결과를 자살로 정의하였다. Reynolds(1988)는

살펴볼 수 있다. 주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요인

자살이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자살사망의

등에 관한 논의와 청소년이나 노인 같은 특정 집단

4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

에 대한 자살시도의 원인을 밝히려는 연구가 존재

에서 각 단계를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볼 수

한다. 자살시도의 일반론적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

있다(신혜정 외, 2014).

는 대부분 정신보건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살사망은 사후에 이미 행

고 있다. 허지원 외(2007)는 정신과적 병력과 내·

위가 종결되었기에 정부의 예방정책을 포괄적으로

외과적 병력뿐만 아니라 연령, 성별, 교육수준, 종

논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자살시도(suicide

교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도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

attempt)는 자살사망의 결과를 가져오는 가장 직

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접적이고 가까운 단계이다(이상영, 2012; 신혜정

청소년의 자살시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학교

외, 2014). 자살시도의 개념은 자살을 위한 직접적

폭력이나 가정환경, 또래집단에 관한 요인을 함께

인 행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살로 사망하지 않

살펴보았다. 남영옥(2013)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은 경우를 의미한다(Evans et al., 2003).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요인은 성별과

자살생각(suicide ideation)은 자신을 해치거

자아존중감이, 가족요인은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나 죽임을 가하는 생각으로 자살행위의 구체적인

학교요인은 학업태도와 학교폭적 피해경험이 유의

계획부터 막연한 충동적인 생각까지 포함하며 자

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살행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이다(신상수·신영

노인의 자살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독거노인

전, 2017; 남영옥, 2013; Bridge, et al., 2006).

이라는 특정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존재한

O’Carroll et al.(1996)은 자살생각을 우연한 자

다. 권오균(2014)은 서울과 경기지역 독거노인을

살생각, 일시적인 심각한 자살생각, 지속적인 심각

대상으로 실시한 700부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사

한 자살생각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회·인구학적요인, 건강요인, 심리적 요인이 자살시

보았다.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

이러한 선행 논의를 근거로 이 연구도 Reynolds
(1988)처럼 자살사망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로 자살

높은 절망감, 낮은 사회적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확인하였다.

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를 정의하고자 한다. 자
살시도는 자살생각을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이 나타
나며, 자살생각은 자살의 위험성을 높이는 예측변
수로 간주되었다(Kumar and Steer, 1995). 그러

2. 자살의 원인과 정책개입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므로 자살생각은 자살계획을 포함하는 광의로 간주
하며, 자살생각은 자살시도를 야기하는 선행요인으
로 간주하고자 한다.

자살의 원인에 대한 개인과 환경,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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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자살 요인을 개인적, 지

자립도), 사회통합요인(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노인

리적, 정책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여가복지시설 수), 사회해체요인(조이혼율, 우울감,

우선, 개인적 요인에 주목하는 논의는 정신보건학

1인 가구 비율)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

적 차원의 연구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김예성·하

을 도출하였다. 최명민 외(2019)는 자살위험에 취

웅용, 2015; 한창수, 2019). 자살충동을 야기하는

약한 지역사회의 특성을 도출하면서 각 분석 대상

개인의 정신적인 심리상태와 더불어 음주나 흡연

지역이 서로 다른 성격이 존재하지만, ‘궁지로 내

과 같은 생활습관 또한 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몰린 주변화된 사람이 피폐하고 고립된 삶을 불안

(박아름·전종설, 2014; 김현숙 외, 2016). 또한 신

정하게 이어가는 지역’이라는 특성을 공유하는 것

체적 활동 제한 정도는 사회적 교류와 개인의 정신

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 차원에 초점을 둔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상태도

자살예방사업을 사회적 차원으로, 또한 지역주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박선희 외, 2017).

형으로 시행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시

두 번째 지리적 요인 즉, 지역 수준의 변인에

사하였다.

초점을 둔 연구는 생태학적 접근이라고 한다. 생태

다차원적 분석의 대표적인 연구인 신상수·신영

학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지역적 요인만 초점을

전(2014)은 200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분

맞춘 연구와 더불어 개인적 요인과 지역적 요인을

석한 결과, 개인 수준에서는 연령, 학력, 이혼, 소

함께 고려하는 다수준 분석도 함께 시도되고 있다.

득, 스트레스, 우울감, 농어촌 지역여부가 자살생

운명숙·최영민(2012)은 전국 229개 시·군·구별로

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인구·사회학적요인, 사회복지·정신보건 인프라와

보고했다. 다수준 분석은 아니지만, 윤우석(2014)

자살률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회귀분석 결과

은 대구시민 대상 설문자료에서 지역의 생태학적

노인인구비율과 정신의료기관만 자살률에 유의미

요인으로 무질서, 그리고 개인적 특성으로 연령과

한 영향을 미쳤다.

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경제력이 자살태도에

이민아·강정한(2014)은 2009년부터 2011년까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 3년간 광역·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자살률 변동

마지막으로 정책적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특정

을 살펴본 결과, 자살률의 지역 간 차이와 함께 고

지역이나 연령에 한정하거나 조례 같은 법제도를

령화와 이혼율과 자살률 사이의 관계가 존재한다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몇몇 대표적인 연구를 살

고 밝혔다. 또한 박일주(2017)는 86개의 기초자치

펴보면 우선, 정책의 시행 또는 도입에 초점을 둔

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민선5기(2011∼2014

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정다정 외(2018)는 자살

년) 시기 자살률에 재정자주도와 1인당 사회복지

예방조례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확

비의 크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

산 관점에서 동일한 광역 내 다른 지방정부를 고려

최근 이용재·김경미(2019)는 2005~2010년 10

하여 조례를 도입하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년 동안 기초자치단체의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또한, 정책 대상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1인당 지방세금 부담, 재정

논의가 있다. 이아람(2017)은 자살예방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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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코호트 효과를 적용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생명지킴이 프로그

하여 1959∼1963년에 출생한 247명을 대상으로

램 대상 연계서비스 전후의 우울감은 다소 감소했

한 자살 관련 상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결과, 재정적 요인(재정적 어려움, 실업)과 심리

연계된 사람들의 만족도나 기분상태가 70% 이상

적 요인(스트레스, 우울증)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

긍정적인 답변을 나타내 상대적인 서비스 효과가

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존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논의로는 노

자살은 다차원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이를

인대상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많이 존재하

고려한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였다. 정진영·김동현(2016)은 노원구 독거노인 마

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개입에 대한 논

음건강평가 대상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의는 단순히 지역적 변수 또는 개인적 변수만 고려

결과에서 생명지킴이 연계자의 프로그램 전후 우

하거나 일관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

울감은 다소 감소했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은 발견

다. 게다가 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특정 프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생명지킴이 연계서비스의 연

그램이나 연령에 한정적이고 프로그램의 목표나

계는 프로그램 이후 다소 기분상태가 좋아졌다고

대상자를 함께 포괄적으로 보지 못하는 한계가 존

응답한 사람이 73.5%로 서비스의 효과가 부분적

재하였다.

으로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박영미·김병규(2017)는 전국 226개의 기초자
치단체를 대상으로 2013∼2015년 조례제정과 정
진건강증진센터의 운영 여부가 시·군·구의 자살률
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례

Ⅲ. 서울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의 개요

와 건강증진센터의 설치가 오히려 자살률을 높이
는 반대의 방향이 도출되었다. 한편, 조례제정과
정신건강센터의 동시 운영은 자살률을 낮추는 것
으로 알려졌다. 최윤정 외(2018)는 부산재가노인
복지협회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
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234명)과 통
제집단(275명) 모두에서 우울과 자살사고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자살예방사업정책을 분석대상으로 하
여 정책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 최근 정진영·김동현(2016)은 서울시 노원구의
자살예방사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설문자료로

서울시의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은 증가
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 광역
단위 위기대응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지역단위의
주민밀착형 예방사업을 추진해 자살예방 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의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와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
례 제3조」의 시장의 책무를 법적 근거로 한다.
2011년 1월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조례가
제정되고 2012년 지역사회 확대를 위해 5개 구(강
서구, 관악구, 노원구, 은평구, 성북구)가 자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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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서울시 내부의 시범사
업 자체평가 결과, 사업 대상 5개 구의 자살자 수

<표 1> 서울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소요예산
(단위: 백만 원)
주요사업

가 2011년 410명에서 2012년 322명으로 감소하
였다고 성과를 보고하였다(서울시, 2013).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1년 26.9명에서 2012년
23.8명으로 전년보다 11.5% 감소했으며, 연령표
준화 자살사망률은 2012년 기준 17개 시·도 중 가

자살 위기대응 지원체계 구축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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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50 1,570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365 2,500 3,000 5,865
자살시도자와 유족 2차 피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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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자 심리적 부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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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장 낮았다1).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은 25개
전 자치구로 2013년 1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되었

2012 2013 2014

1,026 3,560 4,550 9,136

출처: 서울특별시(2013: 46)

으며, 2013년 5월 서울시 자살예방 종합계획이 발
표되었다. 서울시 자살예방 종합계획은 자살률을
2011년 26.9명에서 2015년까지 20명으로 감소하
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표 2> 서울시 자치구별 자살예방사업의 주요 대상자 특성
대상자 특성

해당 자치구

1인 가구
(독거, 1인)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중랑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노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서울시 자살예방사업의 기본적인 추진방향은
자살위험자 발견을 위한 다층적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군 발굴과 관리를 위한 집중적 개입과 대응,
서울시 자살원인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기반 구
축을 내용으로 한다(서울시, 2013). 주요사업으로
자살시도자 대응 강화 및 2차 확산 방지와 자살위
험군 밀착적 예방활동 강화 등 5가지의 정책과제

기초생활

종로구, 중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동구

저소득

용산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소득

를 명시하여 이를 추진하고자 한다.
자치구당 약 6,500백만 원의 예산과 전담인력

우울/스트레스

마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2명을 배정하도록 지원하기로 명시되어 있다. 또

장애/신체질환

종로구, 성북구, 양천구, 강서구, 서초구

저학력

송파구

기타
(다문화, 외국인,
노숙인, 한부모가족,
미혼모)

용산구, 동대문구, 도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한, 구별로 소방, 경찰 의료기관, 복지 시설, 학교
등 자살예방 연계서비스망 구축, 지역주민 자살예
방지킴이 양성과 연계의뢰 강화, 자살 고위험군 집
중사례관리 등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을 포함한다
(서울시, 2013).
자치구별 자살예방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자살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자살시도자를 관리하려는 예

주거환경 열악
종로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쪽방, 임대아파트,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노후주택)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출처: 서울특별시(2013)의 내용을 수정 및 재구성함.

1) 의협신문 2013.10.07. “서울시 자살률 전국 최하위 수준까지 떨어져”.
(http://www.doctorsnews.co.kr/ubcare/view.html?idxno=91281, 검색일: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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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노력의 강조가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라는 점을

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알 수 있다. 자치구별 자살예방사업계획은 ‘자살예

에 성별, 연령, 독거여부, 주관적 경제상태를 포함

방 집중관리 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공통

하였고, 건강상태로 만성질환과 우울 요인을 포함

내용으로 하고 있다(서울시, 2013: 47~71). 각 구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다양한 요인

는 자살시도자뿐만 아니라 자살 고위험군의 인구·

과 함께 서울시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의 주

사회·경제적 특성을 발굴하고 이를 집중 관리하고

요 정책대상(고위험군)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였다.

자 하였다. 각 구의 자살예방종합계획에서 명시된
집중관리 대상자 지역과 구별 집중관리 행정동에

<그림 1> 연구의 모형

서 명시하는 대상자의 특성의 주요 핵심단어를 정
리하면 <표 2>와 같다.

Ⅳ.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서울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프로
그램의 정책도입 여부가 개인의 자살시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
형을 도출하였다.
우선 자살의 개인적 요인을 사회·경제적 차원과
병리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정책 개입을 통한 이러
한 원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자살예방정
책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개인과 환경이 상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
이 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적 요인은 개인
의 단순한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넘어 사회
와 교류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정도를 통해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Tayloer and Repetti,
1997). 사회적 요인으로 1인 가구는 경제활동이나 건
강문제로 빈곤에 처할 위험이 크고, 고립되기 쉬워
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반정호, 2014; 이명진
외, 2014). 또한 경제활동(직업활동)은 개인의 사
회적인 교류를 약화시키고 박탈감을 일으켜 기존

작용하면서 개인적 차원의 특성과 함께 다양한 사

의 많은 연구가 이 둘의 관계를 밝혀왔다(Merton,

회구조적 요인을 함께 포함하였다.

1938; 노용환, 2006; Neumayer, 2004).

이러한 논의는 박영미·김병규(2017)의 자살에

하지만 실업과 자살에 대하여 하나의 일관된 방

관한 사회학적 모형, 심리학적 모형, 유전·생물학

향성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정 소득수준 이

적 모형, 스트레스-취약형 모형으로 구분한 것과

상인 경우 다른 비경제적 요인이 자살에 영향을 미

비슷한 맥락이다. 또한, 김정유 외(2016)는 자살생

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유경원·노용환, 2007;

서울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의 효과성 분석

Helliwell, 2006; Noh, 2009). 경제적 요인으로

었다(이상영, 2012; 박아름·전종설, 2014; 박은옥,

는 재정적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 자살 고위험군

2014).

인 노인 대상 연구는 주로 노인의 재정적 상태가
자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
다(김승용, 2004; 김왕배, 2010). 또한, 20세 이상

2. 자료 수집과 연구 방법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기초수급자 대상
가정의 자살 위험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김재우,
2018).

1) 분석자료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

두 번째 병리적 요인으로는 신체적 요인과 정신

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중 2009년, 2013년,

적 요인을 포함하였다. 신체적 활동의 제한은 개인

2017년의 3개 연도 자료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의 고립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함께 불러올 수 있다

는 2008년부터 매년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있

(박선희 외, 2017). 정신적 요인은 스트레스와 극

으며,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017년 조사

도의 우울감을 살펴보았다. 스트레스는 질병스트

기준 18개 영역, 201개 항목으로 구성된 개인의

레스(distress)와 정상스트레스(eustress)로 나눌

건강 현황을 조사한다.

수 있으며, 질병스트레스가 극심하면 심리적 장애

각 조사항목은 중요도나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임정선, 2013; 이아람,

주기별로 조사되며, 분석에 사용된 2009년, 2013

2017). 또한 자살의 전조 증상으로 우울감은 많은

년, 2017년은 자살 관련 동일한 문항이 조사되었

선행연구에서 자살의 주요한 원인변수로 살펴보고

다. 표본은 조사 보건소별 평균 900명을 수집하며,

있다(이만 외, 2015; 김광환 외, 2015; 이아람,

분석 대상이 되는 서울시의 조사 표본은 연도별로

2017; 한창수, 2019).

23,000명 수준이다.2) 이 연구는 자살의 실질적 위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는 연령과 성별 같은 신

험군으로 한정하기 위해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

체적 요건과 교육수준 같은 변인을 포함하였다. 예

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의 문항에 긍정적

를 들어, 허지원 외(2007)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으로 답한 응답자를 자살 위험군으로 판단해 분석

에 따라 개인의 자살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응답 수는

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
를 살펴보는 많은 연구에서 밝혔던 주요 요인으로
흡연과 음주를 고려하였다. 김영주(2009)는 동일

2009년 2,124건, 2013년 2,198건, 2017년 1,601
건으로 총 5,923건의 응답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
을 수행하였다.

한 독거노인이라도 신체 질환의 정도에 따라 자살
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음주
와 흡연, 자살시도는 기존 선행연구가 주요 변수로
고려하는 요소이며,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

2) 변수측정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살 시도는 단일문항으

2) 각 연도의 원시자료 이용지침서를 기준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조사표본은 2009년 23,183명, 2013년 23,139명, 2017년 22,995명이다(질병
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2012; 20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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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최근 1년간 실제로 자살시도를 해본 경험에 대

응답한 경우를 1로 하는 상징적인 빈곤 수준과, 실

한 질문이다. 변수는 응답자가 자살시도를 했던 경

제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

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측정하였다.

우를 1로 하는 실질적인 빈곤 수준의 변수를 사용
하였다.
응답자의 병리적 상태 중 신체적 상태로 응답자

(2) 독립변수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는 서울시의 정책변수와

의 신체활동제한 여부를 변수화하였다. 이 변수는

개인 차원의 변수로 구분될 수 있다. 서울시의 정

응답자의 운동능력, 자기관리능력, 일상활동, 통증·

책변수는 서울시의 각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지

불편의 네 가지 상황에서 신체활동에 다소 지장이

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의 시행여부를 변수화한
것이다.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은 2012년 성
북구·노원구·은평구·강서구·관악구의 5개 구에 시
범적으로 실시된 후 다음 해인 2013년 전체 25개
구로 확대 시행되었다.
이 변수는 각 지역구가 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하
고 있는 연도를 1, 그렇지 않은 연도를 0으로 측정
하였다. 또한 정책의 시차를 고려하여 2013년 자료
는 2012년 시범사업이 실시된 5개 구를 1, 2013
년에 새롭게 사업을 도입하게 된 20개 구는 0으로
측정하였다.
개인 차원의 변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병리
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은 응답
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단절되어 있거나 경제적으
로 제약을 받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가구와 사
회생활, 경제력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병리적 요
인은 개인이 자살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신체적·정
신적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 응답자의 사회적 교류 측면에서 가
정 내 고립과 직업활동 내 고립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를 설정하였다. 우선 가정에서 교류가 발생하
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1인 가구를 1로 하는 변
수를 사용한다. 또한, 직업적 사회활동이 발생하지

있거나 매우 심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1, 어떠한
지장도 없는 경우를 0으로 측정하고 있다. 정신적
상태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두 변수를 사용하였
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평소에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경우를 1로 하였으며, 우울감
은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
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측정하고 있
다.

(3) 통제변수
응답자의 자살시도 관련 통제변수는 연령, 교육
수준, 성별, 음주, 흡연으로 설정하고 있다. 연령
변수는 다수의 자치구가 자살위험군 구분의 기준
으로 사용한 만 65세 이상을 1, 응답 최소 연령인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을 0으로 하였다. 교육
수준은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상
대적 저학력자를 1로 측정한 변수를 사용한다. 성
별은 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한다. 음주와 흡연은
병리적 상태와 유사하게 자살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음주는 주 2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를 1, 흡연은 매일 피우는
경우를 1로 하였다.

않는 주부와 무직자, 그리고 학생을 각각 변수화하
였다. 경제적 요인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다고

3) 분석방법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는 연도별로 추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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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패널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사자와 주부, 무직, 학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분석자료는 패널자료가 아닌 합동 횡단면 자료

그중 자살시도 경험은 학생(7.1%)이 가장 많았다

(pooled cross-sectional data)이다. 또한 종속

경제적 변수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자살시도 경

변수는 자살시도와 관련한 경험 여부를 묻는 명목

험자 비율이 6.3%(1,153명 중 73명)로 기초생활

형 항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수급자가 아닌 그룹 중 자살시도 경험자의 비율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3.8%)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소득수준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명목형 척도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그룹은 4,765명 중

일 때 주로 사용된다(고길곤, 2017). 종속변수가

3.6%가 자살시도 경험이 있었고, 소득수준이 100

명목형 척도일 경우, 특히 0과 1 두 가지 값만 가

만 원 미만인 저소득자 그룹은 6.3%가 자살시도

지는 이항변수(binary variable)일 경우에는 변수

경험이 있었다.

가 선형성을 가지지 않아 선형 회귀모형의 가정에

신체적 활동의 제약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은

위배되며,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

각각 4.2%와 4.0%가 자살시도를 경험해 큰 차이

합하다(이희연·노승철, 2012: 356).

를 보이지 않았다. 정신적인 상태변수인 스트레스
가 높은 그룹에서의 자살 시도자 비율(5.0%)은 스
트레스가 낮은 그룹 내 자살 시도자 비율(2.7%)보
다 높았고, 극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그룹에서의 자

Ⅴ. 분석 결과

살시도자 비율(7.1%)도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의
자살시도자 비율(1.9%)보다 크게 조사됐다.
이러한 그룹 간 차이가 유효한지 χ2 테스트를

1. 기초통계

수행하였다. 그 결과 1인 가구, 직업 활동, 기초생활
수급, 소득수준, 스트레스, 우울감과 관련한 그룹별
차이가 유효하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연령, 교육

이 분석의 대상은 실질적인 자살 위험군으로,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책의 영향과
함께 확인한다. <표 3>은 분석대상의 일반 현황이
다. 관측 시점 자살예방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자치
구에서는 167명, 자살예방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수준, 음주, 흡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변수를 동시에 통제하였을 때 자살위
험군의 자살시도경험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다음 절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자치구에서는 79명이 자살시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미시행 자치구 응답자의 자살경험 비율이
더 높았다.

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자살과 관련된 요인의 현황을 보면, 1인 가구
중 자살시도 경험이 55명(5.9%), 1인 가구가 아닌
자살시도 경험자가 191명(3.8%)으로 1인 가구에
서 자살시도의 비율이 더 높았다. 직업활동은 직업

앞서 확인한 사회·경제적 요인, 병리적 요인, 그
외의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분석 결과는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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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의 일반적 현황
변수

범주

제도
(자살예방사업 시행 시점)

미시행
시행

3,631(95.6)
2,046(96.2)

167(4.3)
79(3.7)

1.58

1인 가구

No
Yes

4,809(96.1)
868(94.0)

191(3.8)
55(5.9)

8.95***

직업활동

직업종사자
주부
무직
학생

2,794(96.2)
1,598(96.6)
1,089(94.2)
196(92.8)

108(3.7)
56(3.3)
67(5.7)
15(7.1)

16.27***

기초생활수급

No
Yes

5,266(96.1)
411(91.7)

209(3.8)
37(8.2)

20.52***

소득수준
(월 기준)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4,592(96.3)
1,085(93.6)

173(3.6)
73(6.3)

16.72***

신체활동 제한

No
Yes

2,750(95.9)
2,927(95.7)

115(4.0)
131(4.2)

0.27

스트레스

No
Yes

2,152(97.2)
3,525(94.9)

60(2.7)
186(5.0)

18.41***

우울감

No
Yes

3,356(98.0)
2,321(92.8)

66(1.9)
180(7.1)

100.74***

연령

만 65세 미만
만 65세 이상

4,203(95.4)
1,474(97.0)

201(4.5)
45(2.9)

7.27***

성별

여성
남성

3,815(96.0)
1,862(95.4)

158(3.9)
88(4.5)

0.94

교육수준

전문대학 이상
고졸 이하

1,998(96.5)
3,679(95.4)

71(3.4)
175(4.5)

4.16**

음주

주 1회 이내
주 2회 이상

4,531(96.3)
1,146(93.7)

170(3.6)
76(6.2)

16.50***

흡연

비흡연 or가끔 흡연
매일 흡연

4,665(96.6)
1,012(92.3)

162(3.3)
84(7.6)

41.64***

사회·경제 변수

신체적
병리적 변수
정신적

통제변수

χ2

경험유(%)

사회적

경제적

자살시도
경험무(%)

* p < 0.1 ** p < 0.05 *** < 0.01
주) 괄호 안의 비율은 영향요인에 해당하는 응답군 중 자살시도 경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영향요인 전체 응답자 중 자살시도경험 응답 비율을
%로 작성함.

Hosmer and Lemeshow test를 시행하였다. 이

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검증의 귀무가설이 채택되면 주어진 모형이 적합

승산비(Odds Ratio)를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

하게 설정됐다는 것을 의미하며(Lemeshow and

로 자살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가 그렇

Hosmer, 1982), 이 모형에서는 가설을 기각할 수

지 않은 자치구보다 자살시도가 0.3배 낮게 발생

없으므로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할 수 있다. 사회적 변수 중에서는 직업활동 상태

분석 결과, 각 자치구가 자살예방사업을 시행하

를 나타내는 무직과 학생 더미변수가 각각 유의미

는 경우 시행하지 않은 경우보다 자살시도가 더 적

한 값을 보였으며, 무직이거나 학생이면 직업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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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분석 결과

자보다 상대적으로 자살시도가 더 높은 확률로 관
변수

Odds R.

측되었음을 알 수 있다(무직은 1.8배, 학생은 2.4

제도 (자살예방사업 시행 = 1)

0.303(0.186)*

배). 병리적 변수 중에서는 정신적 병리상태를 나

1인 가구

0.997(0.234)

주부
무직
학생

0.857(0.199)
1.812(0.430)**
2.430(0.931)**

기초생활수급

1.247(0.382)

경제적

소득수준
(월100만 원 미만 = 1)

1.070(0.264)

신체적

신체활동 제한

1.128(0.204)

스트레스

1.134(0.214)

우울감

2.797(0.504)***

사회적
사회·
경제
변수

병리
상태
변수

통제
변수

정신적

타내는 우울감 변수가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자
살시도를 한 사람이 극도의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
는 사람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경우보다
2.7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 통제변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를 가져왔다. 연령은 만 65세 이상의 노령자보
다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청년과 중장년층
의 자살시도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

연령 (만 65세 이상)

0.617(0.148)**

성별 (남성)

0.604(0.130)*

졸 이하의 저학력자가 고학력자보다 더 많은 자살

교육수준 (고졸 이하)

1.433(0.295)*

시도를 하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주 2회 이상 잦

음주 (주 2회 이상)

1.644(0.328)*

은 음주를 하는 경우, 매일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흡연 (매일 흡연)

1.897(0.398)***

1인 가구 x 정책

1.342(0.507)

주부 x 정책

1.594(0.684)

이 분석은 정책을 도입하면 각 영향요인이 자살

무직 x 정책

0.679(0.302)

위험군의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
을지 확인하기 위해 각 변수 간 상호작용항을 모형

통계적으로 자살시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x 정책

0.952(0.631)

기초생활수급 x 정책

0.818(0.395)

소득수준 x 정책

3.010(1.292)**

신체활동 제한 x 정책

0.576(0.187)*

스트레스 x 정책

1.410(0.511)

울감 및 다양한 통제변수의 영향을 정책 시행으로

우울감 x 정책

2.083(0.752)**

유의미하게 상쇄시키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 x 정책

0.541(0.242)

성별 x 정책

1.465(0.579)

교육수준 x 정책

1.000(0.357)

음주 x 정책

0.903(0.316)

흡연 x 정책

1.286(0.485)

려 자살시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났

연도더미(base: 2009년)
지역더미(base: 강동구)

포함됨

다. 신체활동제한은 그 자체로 자살시도 확률을 높

상수

0.014(0.006)***

N

5923

Hosmer & Lemeshow test χ2(4783)

4812.43 (Prob >
χ2 = 0.379)

영향
요인
x
정책

* p < 0.1 ** p < 0.05 *** < 0.01

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를 살펴보면, 자살
시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영향요인인 직업활동, 우

소득수준, 신체활동제한, 우울감에서 통계적으
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긴 하지만, 소
득수준과 우울감은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에 오히

이는 영향요인이라는 통계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
었다는 점에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였다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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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된 대상에 적절한 처방이 있었는지 재검토가 필요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는 서울시가 2013년부터 시행한 자살예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질 수 있는 정

방사업의 정책효과를 확인할 목적으로 지역사회건

책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사회기반 자

강조사를 활용하여 자살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살예방사업은 전반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있는 자살위험군의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자살예방사업 이전보다 자살예방사업 이후 자살위

인을 확인하였다. 사업이 도입되기 전과 후를 분석

험군의 자살시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지역사

에 포함하기 위해 2009년, 2013년, 2017년의 세

회 기반의 정책으로 각 자치구가 자살위험군의 위

시점에 실시된 조사를 모두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

험수준을 줄여나갔다고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이 2009

다.
분석 결과, 실질적 자살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

년 26.1명, 2013년 25.6명, 2017년 21.3명으로

는 지속적인 자살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정책개입

줄어들었고, 각 자치구도 정책도입초기인 2013년

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즉, 서울시 자치구별로 시

과 2017년을 비교할 때 종로구, 영등포구, 송파구

행되는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은 전반적으로

를 제외한 22개 자치구 모두 자살률이 감소하였

시행 전보다 시행 후에 자살시도가 감소하는 효과

다.3) 하지만 자살예방사업 시행으로 더 자살시도

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살시도에 영향을

가 높은 집단의 자살시도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

주는 각 요인에 대한 자살예방사업의 조절효과는

에서 각 지역구의 자살위험군 설정이 더 잘 이루어

확인할 수 없었다.

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자살시도가 유의미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서울시의 자살예방사업은 지역사회 기반으로

요인으로는 직업활동이 없는 무직, 학생군, 극도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지역구가 지역 구성원에 따

우울감, 만 65세 미만의 청장년층, 저학력, 여성,

라 정책 대상 인구를 설정하고 맞춤형으로 실시한

잦은 음주와 흡연 등이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다는 특징이 있다. 분석 결과에서는 개인특성에 따

집단의 자살 시도가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으

른 자살위험을 줄이는 정책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

로 감소하는 결과는 현재의 분석에서는 확인되지

았기 때문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시

않았다.

행할 필요가 있다. 운명숙·최영민(2012)은 지방자

저소득자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집단은 오히려

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탄력성(community

정책이 시행된 후 자살시도가 더 많은 것으로 도출

resilience) 대응 정책 중 하나로 지역 중심 자살예

됐다. 지역별로 주요 자살 위험군을 특정하여 집중

방정책을 실시해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발견과 개입

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하는 서울시의 정책을

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고려할 때, 대상의 설정이 잘 되지 않았거나 설정

3) 통계청 e-지방지표 기준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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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프
로그램을 집행하려면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 간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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