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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장환일 1976;
삼섭 1984;

현대의학의 목표가 전인적인 건강관리를 지향
하고 있는 이때에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

조두영 1980 ; 이재승 1983;

최

한진회 1985a), 임상실습에 대한 학

생의 견해 조사(한진희

1985b;

변원탄 1985),

교육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권

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환자의 조

영재 1979;

기발견과 치료, 효과적인

사회적응

및 예방에

조두영 1986;

김광일과 박용천 1984: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의사들의

정신질환에

해 그 내용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채인영과

김창윤 등 1988) 등의 연구를 통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가 요망됨은 주지의 사

정신의학 교육의 목표는 임상실습을 통해 올

실이다. 의사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사회

바른 의사ᅳ환자 관계를 이루고 환자와 원만한

문화적 배경등 여러 요인들의 영향올 받는 것은

면담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일차 진료에서

사실이나, 의과대학 재학시에 받은 정신의학 교

봉착되는 정신의학 문제를 올바르게

육의 영향이 매우 크고 또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데

최근 의과대학 교육에서

정신의학교육워크샵 보고서 1983), 이런 능력을

정신의학의

강조되고 있다(김광일 1974;

중요성이

Nielson과 Eaton

1981 ； 채인영과 조두영 1986).

파악하고

있으며(제일차

정확하고 타당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실습평가 방
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70년대 이후 의학교육이 강의 위주에서 실습

의과대학 정신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습 교육

과 현장교육 위주로 변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
맞추어 정신과 임상 실습 교육의 역할이 강조되

의 평가방법은 주로 출석 • 필기 및 구두시험 •
보고서 . 증례보고 및 토론에 의존하고 있는 실

어 왔다(고광욱 1972).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정이며

정신과 임상 실습 교육의

수 있는 처치능력의 평가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

현황 보고(한홍무와

*본 논문의 요지는 1989년도 대한신 경정신의 학회 추
계학술대회 에서 발표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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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치료자로서

임상적 상황에

대처할

가 필요하다 하겠다(한홍무와 장환일 1976 ： 19
85a, b).
자살사고나 자살기도는 정신과 영역에서 가장
위급한 상황이며 실제 정신과 임상에서 정신질
환자의 많은 수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수행하며
자살시도를 주소로 타과로부터 자문의뢰를 받는

많다. Schneiderman(1975) 이

경우가

치료자의

관심과 지지가 부족하면 자살 잠재력이 커진다
고 지적하였둣이 이에 대처하는 일반의사나 정

검사지를 배부하여 수거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
였다.
자료분석 및 통계는 IBM PC를 사용하여

전

신과의사의 면담태도가 환자의 심리상태에 결정

산처리하였고 통계방법은 SPSS PLUS를 이용하

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여 두 표본 t-검정, 변량분석(AN0VA) 과 요인분

러한 환자에 대응할 수 있는 면담기술의 습득이

석, Pearson상관을 사용하였다.

의과대학 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된다.

연구 결과

따라서 저자들은 첫째 자살을 중재하는 면담
기술의•습득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지의 개

1. 학년별 문항의 차이

발, 둘째

있어 정신의학 강의를

각 문항을 학년별로 변량분석한 결과 1, 2. 9,

받기 전후 그리고 임상실습 후의 자살 중재 기

12, 15, 16, 19, 25번 문항에서 통계적 의의가 있

술의 상대적인 변화를 측정, 셋째 정신의학 분

었다(표 1). 이들 8개 문항에 대해 t-검정을 실

야중 자살에 대한 의학적 교육의 효과 및 문제

시한 결과 1번 문항에서는 1학년군과 4학년군(p

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

<0.05) 및 3학년군과 4학년군(p<0.001), 2번 문

의과대학생에

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행하기에 앞서 예비적 연

항에서는 1학년군과 4학년군(p<0.05), 9번 문항

구를 시도하였다.

에서는

1학년군과

4학년군(p<0.05),12번 문항

에서는

1학년군과

4학년군(p<.0.05),15번 문항

에서는

3학년군과

4학년군(p<0.001),16번 문항

에서는

1학년군과

4학년군(p<0.05) 및 3학년군

연구 방법 및 대상
개발된 25

과 4학년군(p<0.05), 19번 문항에서는 3학년군

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설문지인 자살

과 4학년군(p<0.01), 25번 문항에서는 1학년군

야신마군모라와

중재

Mclnnes(1981) 에

반웅검사 (Suicide

Inventory:

의해

Intervention

Response

이하 SIRI로 칭)를 국역하여

만든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본래의 SIRI는 전화상담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응급실로
찾아 온 환자를 면담하는

것으로 번안하였다.

각 문항마다 환자가 진술하는 위기상황이 제시
되고 면담자가 취할 수 있는 두가지 반응을 예
로 들고 있다. 이중 더 적절한 대답이라고 생각
되는 반응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수는
옳은 대답의 수를 합산하여 구했다(부록 참고).
정신의학 임상강의 및 임상실습의 변인에 따

과 4학년군(p<0.001)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2. 학년별 총점수의 차이
학년별 총점수를 변량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2). 학년별 총점수를
t-검정한 결과 1학년군과 4학년군(p<0.01) 및 3
학년군과 4학년군(p<0.01) 간에 통계적으로 의
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3. 요인 분석
의과대학생 206명에게 행한 검사자료를 가지

른 의과대학생의 자살 중재 기술의 상대적 변화

고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고유근이 1.3이상인

를 조사하기 위해 정신의학 교육을 받지 않은

요인만을 선택한 결과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한림의대 1학년 학생 68명, 정신의학 임상강의

이는 총분산의 35.6%를 설명할 수 있었다. Va-

만을 받은 3학년 학생 68명과 정신의학 임상강

rimax

의와 4주간의 임상실습을 마친 4학년 학생 70명

ding) 가 0.3이상인 문항만 선택한 결과 요인 1에

등 총 20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속하는 문항은 6개문항(2, 6, 8, 13, 15, 22번 문

자살 중재 반응 검사지를 상기 학생들에게 배

Rotation을

시켜

요인부하(Factor

Loa-

항) 이었고, 요인 2에서는 7개 문항(5, 10, 12, 16,

부하여 이를 수거하여 사용하였고 검사一재 검사

18, 19, 20번 문항) 이었고, 요인 3에서는 5개 문

신뢰도는 상기 1학년 학생들에게 2주 간격으로

항(1，4, 14，23, 24번 문항) 이었고, 요인 4에서는

Item
1

2

9

12

15

16

19

25

Grade

N

Mean

S.D.

1st

68

.6324

.4857

3rd

68

.5000

.5037

4th

70

.8000

.4029

1st

68

.5441

.5018

3rd

68

•7353

.4445

4th

70

•7143

.4550

1st

68

•3824

.4896

3rd

67

.4925

.5037

4th

69

.5942

•4946

1st

67

.3582

.4831

3rd

67

.5821

•4969

4th

70

•5714

.4984

1st

68

.8253

.3841

3rd

68

.5441

.5018

4th

70

.8429

•3666

1st

68

.1912

•3962

3rd

68

.1471

•3568

4th

70

•3429

.4781

1st

68

.9706

.1702

3rd

68

•7500

.4362

4th

70

•9286

•2594

1st

68

.0294

.1702

3rd

58

•1324

•3414

4th

70

•2143

•4133

Table 2. Difference in total scores between
school grades
Grade N

Mean

S.D.

D.F.

F ratio

F pob

6.2400

p<0.05

F ratio

F pob

2,203

7.2010

p<0.001

2,203

3.4292

p<0.05

2,201

3.1254

p<0.05

2,201

4.4253

p<0.05

2,203

10.7730

p<0.001

2,203

4.2598

p<0.05

2,203

9.8164

p<0.001

2,203

5.5743

p<0.05

요인 3은 환자들이 갖고 있는 자살상념에 대하
=

여 면담자가 구체적 0 로 직면하는 문항들로 구

-

성되어 있다. 요인 4는 환자의 불안정한 감정을

1st 67 12.8806 2.6941
3rd 65 12.6000 2.8051 2,197

D.F.

면담자가 수용하면서 면담'을 폐 속 、
-이끌어 나가

4th 68 14.2941 3.3771

고 있는 내용이다. 요인 5는 면담중에 보이는
.

환자의

저항(참묵 .' 분 노 • 머뭇거림 등)에

당황

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해 나가는 내용으로 되어
3개 문항(3, 11, 25번 문항) 이었고, 요인 5에서는
4개 문항(7, 9, 17, 21번 문항) 이었다(표 3).
요인 1은 주로 환자들의 호소에 대해 면담자
가 공감을 가지고 관심을 나타내는 내용이다.

있다. 5개 요인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4. 학년별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의 총점수의
차이

요인 2는 환자들이 소외감이나 적대감을 나타낼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의 총점수를 학년에 따

때 환자와 면담자 사이에 신뢰감을 형성하면서

라 변량분석으로 비교한 결과 요인 1과 요인 2

치료에 대한 희망과 도움을 제공하는 문항들로

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표 5). 각 요인에

주로 치료관계의 설정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대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요인 1에서 3학년군

Table 3. Results of factor analysis
Item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5

0.08

-0.15

-0.36*

0.07

0.29

1
2

0.41*

0.01

-0.07

0.06

3

0.29

-0.04

-0.01

-0.61*

4

-0.17

0.07

0.59*

—0.05

0.19

5

-0.12

0.43*

0.20

0.08

-0.15
-0.17

6

0.66*

7

-0.06

8

0.59*

9

0.33

10

-0.04

11
12
13
14
15

-0.14

0.19

0.05

-0.24

0.07

0.06

0.07

-0.07

-0.27

-0.21

0.06
-0.18

0.63*
-0.11

0.15

0.16

0.62*

一0.11

0.11

0.03

0.26

-0.29

0.04

0.59*

-0.03

-0.08

-0.04

0.03*

0.00

-0.20

-0.12

0.06

0.27

0.21

0.08

0.01

0.38*

0.62*

0.44*

0.40*
-0.08
0.01

0.36

-0.10

-0.27

0.25

16

-0.08

0.35

0.15

-0.28

0.22

. 17

-0.06

-0.24

0.07

0.06

0.63*

18

0.34

0.35*

0.01

0.23

-0.03

19

0.29

0.36*

-0.29

-0.21

0.23

20

-0.17

0.39*

0.36

-0.02

0.10

21

-0.18

0.02

0.21

-0.03

0.45*

-0.09

-0.29

22

0.47*

0.12

-0.01

23

ᅳ0.10

一0.13

0.48*

0.29

-0.02

24

-0.02

-0.14

0.42*

-0.14

0.10

25

0.26

-0.13

0.17

0.49*

9.4

8.1

6.6

6.0

-0.01

P.C.(%)
of Variable

♦♦♦Total

5.5
35.6

*>0.3 or < - 0.3

Table 4. Items and contents of extracted factors
Factor

Item

Concent

과 4학년군(p<0.05), 요인 2에서는 1학년군과 4
학년군(p<0.01) 및 3학년군과 4학년군(p<0.05)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

2, 6，8, 13，15，22

2

5, 10，12, 16, 18，19，20 치료관계의 설정

5.

3

1，4’ 14，23, 24

자살상념의 직면

검사문항의 신뢰도를 보기위해 의과대학 1학

4

3，11’ 25

감정변화의 수용

년 학생 68명에게 2주 간격으로 시행한 각 요인

5

7, 9，17，21

저항을 다룸

에 속하는 문항의 총점수의 검사一재 검사 신뢰

호소에 대한 관심

검사一재 검사 신뢰도

도는 0.26에서 0.47사이였다(표 6). 전체 점수의

Table 5. Difference between school grades in total scores of items which are included to factor 1 or 2
Factor
1

2

Grade

N

Mean

S.S.

1st

68

3.7206

1.4126

3rd

68

3.3824

1.6118

4th

70

4.0286

1.5694

1st

67

3.8060

1.2582

3rd

67

3.8806

1.2735

4th

70

4.4429

1.4708

Table 6. Test-retest of total scores of each factor
Factor

f ! ᅳ F~2ᅳ "

Cor. Coeff

0.47

0.39

ᅳ F4ᅳ F 5
0.28

0.39

0.26

D.F.

F ratio

F pob

2.203

3.0610

p<0.05

2.201

4.6563

p<0.05

는 경우와 자기방어적이거나 의사표시를 회피하
는 환자에게 면담자가 섣불리 안심시키려 하지
않고 환자의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 문항으로
서 4학년군이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15, 19번

검사ᅳ재검사 신뢰도는 0.58이었다.

문항에서는 3학년군과 4학년군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면담에 대해 양가감정을 보이는

고

찰

환자에게 면담자가 전문적 태도를 취하지 않으
면서 자살이라는 위기를 면담을 통해 벗어날 수

한홍무등(1976) 은 정신과 임상실습을 통해 면

도 있다는 희망을 제시해주는 문항으로서 4학년

대인관계, 정신과 응급진

군이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1, 16번 문항에서

료 등의 기본지식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고 Joh

는 1학년군과 4학년군 및 3학년군과 4학년군 간

nson 둥 (1975) 은 자살 예측 능력이 학생들이 익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살의사를 직접 밝

혀야 할 중요한 교육과제의 하나라고 하였으며

히거나 심한 고독감과 절망감을 보이는 환자에

변원탄(1985) 은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배워 일

게 면담자가 자살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묻

차적 치료자로서의 역할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

고 있는 문항으로서 4학년군이 높은 평균점수를

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보였다.

담기술, 환자ᅳ의사의

일차적 치료자로서 주어진 위기상황에서 위기
중재를 올바르게

행하려면

면담자에게

따라서 4학년군이 1학년군에 비해 면담기술과

죽음에

환자一의사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더 나으며,

대한 불안을 일으키는 환자를 수용하고 이해하

1학년군과 3학년군에 비해서는 환자가 갖고 있

는 입장에서 반응할 수 있어야 하고(Neimeyer

는 자살의사를 예측하거나 직면하는 등의 자살

와 Dingemans 1980) 기술적인 면에서 자살 의

중재 능력이 더 나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의 은밀한 암시를 직면하고 자해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절한 지도를 할 능력과 함게

차이는 4학년군이 정신과 임상교육을 통해 정 신
병리에 대한 이해와 치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환자의 말에 공감을 가지고 경청하는 것과 같은

을 터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을 통해 환

일반적 면담치료 기술을 배워 익혀야 한다(Nei

자와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경험을 가져 보았기

meyer와 Maclnnes 1981).

때문에 환자와 더 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기

본 연구에서는 정신과 임상교육과 임상실습이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본 연구의 3학년군

이런 능력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과 4학년군의 차이에서 보듯이 자살 중재 기술

해 각 문항을 학년별로 변량분석한 결과 8개 문

의 습득은 임상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자살에

항에서 통계적 의의가 있었다. 이들 8개 문항에

관한 지식의 습득만으로써는 어려우며 임상실습

대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2, 9, 12, 25번 문항

을 통한 환자와의 직접적인 경험이 매우 중요한

에서는 1학년군과 4학년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자살

있었으며 면담자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화를 내

상념과 관계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추

상적인 지식과 SIRI에 의해 평가되는 자살 중재

실습의 기간도 2주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의

기술과는 상관이 없다는 Inman등 (1984) 의 견해

SIRI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이러한 교육과정의

와 의과대학생, 정신과 의사와 비전문가들 모두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에서 자살 중재 역할을 훈련시켰더니 자살 중재

SIRI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으

기술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Neime-

로서 Guggenheim(1979) 은 교육의 수준이나 형

yer와 Oppenheimer(1983) 의 연구결과와도 일치

태가 아니라 면담자의 인격특성이 가장 중요한

한다.

것이라고 하였다. Maltsbereger둥 (1974) 은 면담

Neimeyer와 Diamond(1983) 는 서로 다른 훈련

자가 자신의 임상적 자신감과 동정심의 정도에

수준과 자살 중재 기술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대한 불안을 가지면 치료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의학적 면담교육을 받지 않은 의과대학

쉽다고 하였다. Choron(1969) 은 면담자의 죽음

생 1학년, 의학적 면담교육을 받은 3학년과 입

에 대한 불안이 치료효과에 나쁜 결과를 가져온

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6주간의 임상실습까지 받

다고

은 3학년으로 구성된 141명에게 SIRI를 실시하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자살 중재 기술과 관련이

1학년(m.=22.14) 보다 3학년(m.=23.02)

없다고 한 바 있다. 또 Forestier( 1983) 는 이지적

였더니

Neimeyer와 Neimeyer(1984) 는

하였으나

이 높았고 임상실습을 받은 3학년(m =24.04) 은

이고 적극적인 성격영향을 가진 사람이 잇이점

거의 최고점수를 얻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수가 높게

나온다고 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본 연구에서는 학년별로 총점수를 변량분석해

SIRI점수에 어떤 방법으로 영향을 주는가에 대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t- 검

한 문제는 차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

정을 실시한 결과 1학년군과 4학년군 및 3학년

각된다.

군과 4학년군 사이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실습을 통해

Neimeyer와

Hartley( 1986) 는 자살 중재에 필

요한 기본적 기술을 알아보기 위하여 5개의 자

자살 중재 기술이 향상된다는 견해에서는 Nei

살 및 위기중재 봉사단체에서 457명의 비전문적

meyer와 Diamond(1983) 의 연구결과와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SIRI를 실시한 후 요인분

유사한

소견을 보였다고 할 수 있으나 1학년군의 SIRI

석을 통해 Elaboration of the Complaint, Explo

점수는 12.88, 3학년군은 12.60, 4학년군은 14.29

ration of Suicidality, Involvement, Reflection of

에 그쳤다는 점에서 상기연구와 비교해 매우 낮

Negative Feeling 둥 4개의 요인을 주줄한 바 있

은 점수라고 생각된다.

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호소에 대한

조두영 (1980) 은 미국 Cornell의과대학의

정신

관심, 치료관계의 설정, 자살상념의 직면, 감정변

의학 교육과정에서 1학년때 행 동 과 학 • 신체질환

화의 수용, 저항을 다룸 등 5개의 요인을 추출

의 감정적 측면 • 임상면접을, 2학년때 임상정신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와 Neimeyer 등의 연구와

의학 총론을 배우고 3학년때 6주의 병실실습을

의 차이는 우선 SIRI 내용을 응급실로 찾아 온

인 간 과 학 • 행동과

환자들을 면담하는 것으로 번안하였고 요인 추

학 • 환자심리에 크게 중점을 두는 반면 국내 모

출과정중 Neimeyer 등은 요인부하값을 0.2이상

대학에서는 정신의학 그 자체에 더 큰 비중을

인 문항만을 선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연구대상이

분석시 고유근이

거치며, 그 교육 내용면에서

된

1.3이상인 요인만을 선택하였

한림의대 1학년 학생들은 의에과 2학년 2학기때

고 요인부하값을 0.3이상으로 높였기

행동과학을 배우고 1학년때는 정신과 강의를 받

생각된다. 고유근을 1.3이상으로 정하였던 이유

때문으로

지 않았으며 3학년 학생들은 2학년 1학기부터 3

는 1.3이상일때 요인이 가장 잘 취합되었기 때

학년 2학기까지 정신과 임상강의만 받았으며 4

문이며 요인부하값을 0.3이상으로 삼은 이유는

학년

학생들은 4주간의

임상실습까지

받았다.

Cornell의과대학에 비해 한림의대가 환자심리의
이해와 임상면접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며 임상

각 요인과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을 선정하기 위
함이었다.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의 총점을 학년에 따라

변량분석으로 비교한 결과 요인 1과 요인 2에서

기 때문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각 요인에서 시행한 t-

Counseling Skills Evaluation (CSE) 과 같은 검사

검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차후에

검정결과 요인 1에서는 3학년과 4학년군 및 3학

지를 이용하여 서로 비교 연구함으로써 본 설문

년군과 4학년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지의 타당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

있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임상강의와 실습을

된다. 또한 이 연구는 한림의대 의과대학생만을

통해 환자가 나타내는 호소에 대한 관심을 보이

표본으로 하여 우리나라 의과대학을 대표할 수

고 환자와 면담자 사이에 치료관계의 설정을 유

있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의과

도하는 기술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으나 자살상

대학의 정신의학 임상강의 및 임상실습의 변인

념의 직면, 감정변화의 수용, 저항을 다룸 등과

에 따른 의과대학생의 자살 중재 기술의 상대적

같은 자살 중재의

기본적 기술은 별로 향상이

변화를 규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앞으로

없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써 현
한림의대 정신과 실습교육이 병동실습 위주이고

문항의 개발과 일반 의과대학생을 대표할 수 있

외래실습과 응급실 실습이 부족한 탓으로 생각
되어진다. 병동실습을 통해 환자와 만나 대화를

발되면 의과대학생, 일반의사, 정신과 전공의와
전문의, 생명의 전화등 비전문적인 상담자들에

나누고 정신과 환자와 친숙해지고 공감과 수용

게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는 학생들에게 시행하여 표준적인 설문지가 개

하는 태도를 배움으로써 호소에 대한 관심을 보
이고 치료관계의 설정을 세우는 기술은 어느정
도 향상되나, 외래실습과 응급실

결

론

실습을 통해

일차적으로 직접 환자와 만나 면담을 통해 진단

Neimeyer와 Maclnnes의 Suicide Intervention

을 내리고 치료계획을 세우는 일차치료자로서의

Response Inventory를 국역하여 만든 25개의 문

경험이 부족한 탓으로 보다 자신감과 숙련된 기

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의과대학생 206명에게

술을 요하는 나머지 3개 기술은 별로 향상이 없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정신과 임상실습에

1) 학년별로 각 문항의 점수를 변량분석한 결

서 외래실습과 응급실 실습(한홍무와 장환일 19

과 8개 문항(1,2,9,12,15,16,19,25번 문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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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2, 9, 12, 25번 문항

1983;

한진희 1985a,b) 및 일차치료자(Werkman등 19

에서는 1학년군과 4학년군, 15, 19번 문항에서는

73;

3학년군과 4학년군, 1, 16번 문항에서는 1학년군

Oldham등 1983;

변원탄 1985) 로서의

경

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Neimeyer와 Maclnnes(1981) 는 114명의 위기

과 ' 4학년군 및 3학년군과 4학년군 사이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봉사자와 13명의 알콜환자에 대한 봉사를 위한

2) 학년별 총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훈련생에게 위기중재 교육을 실시하기 전과 3개

한 차이가 있었고, 1학년군과 4학년군 및 3학년

월간의 교육을 실시한 후에 각각 SIRI를 실시하

군과 4학년군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여 검사ᅳ재검사 신뢰도 및 타당도를 측정하였

3) 요인분석의

결과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

더니 매우 높은 신뢰도(R = .864) 와 타당도를 보

다. 각 요인은 호소에 대한 관심, 치료관계의 설

였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점수

정, 자살상념의

의 검사 신뢰도가 0.58로서 상기연구와 비교해

다룸 등이었다.

직면, 감정변화의 수용, 저항을

낮은 편이었고, 특히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

4) 학년별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의 총점수는

들의 총점수의 검사一재.검사 신뢰도는 매우 낮

요인 1과 요인 2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

았다. 이는 각 요인별 검사문항이 적으며 검사

를 보였다. 요인 1에서는 3학년군과 4학년군, 요

문항의 내용이 일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기

인 2에서는 1학년군과 4학년군 및 3학년군과 4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설문지의 타당도는 국내

학년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에 유사한 자살 중재 기술에 관한 검사지가 없

5)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의 검사_ 재 검사 신

뢰도는 0.26에서 0.47사이였고 전체 점수의 검사
-재 검 사 신뢰도는 0.5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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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Psychiatric Education on the Suicide Intervention Technique
Preliminary Study using SIRI—
一

Kee An Bae, M.D., Moo Jin Kim, M.D., Jae Ho Suk, M.D.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Having applied the suicidal intervention response inventory questionnaire established by
Neimeyer and Maclnnes on 206 medical students to find out the effects of psychiatric edu
cation on the suicide inter vention technique, the authors reached following results;
1) Aftercomparing the scores of the each item between school grades, we found statisti
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eight items.(l, 2, 9, 12，15, 19, 25 items)
2) After comparing the total scores between school grades, we found statistically signifi
cant differences.
3) We extracted 5 factors after analysis with the responses of the 206 medical students ;
The factors were ‘attention to complaint，, ‘establishment of therapeutic relationship’ ，Co
nfrontation of suicidality’ , ‘acceptance of emotional change’ , and ‘ dealing with resisitance’ .
4) After comparing the total scores of each factor between school grades, we found stati
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especially in the factor 1 and factor 2.
5) The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total scores of each factor had a range of 0.26 to 0.
47, and that of the total scores was 0.58.

□ 부

自 殺

仲 裁 反

應

록ᄆ

檢 査

(SUICIDE INTERVENTION RESPONSE INVENTORY)
아래 문항들은 자살을 하고 싶은 생각때문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과의 면담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각 문항은 환자가 자신에 대하여 말하였을 때 그 환자의 진술에 대하여 면담자가
취할 수 있는 두가지 반응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환자의 진술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대답이라고 생각되는 반응을 선택하여 문항의 왼쪽에
있는 (

) 에 o 표를 해 주십시오. 한 문항에 대하여 한개만 골라 선택하고 빠진 문항없이 모두

대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나 자신에게 무슨 일을 저지를 것같은 기분이 들어 밤이 늦었지만 이렇게 응급실을 찾아 왔어요…
여지껏 자살에 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o )

A. 자살을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을 실제로 괴롭히는 것이 무 엇 입 니 까 ?
B. 자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좀 더 얘기해 주 시 겠 습 니 까 ?

2. 그리고, 지금 나의 건강은 충분히 쉬는데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나를 돌보아 주는 남편이
없다면 마치 세상의 종말이 온것 같을 것입니다.
)
>)

A. 건강에 대하여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일이 잘 될것입니다.
B. 당신은 상당히 외로움을 느끼고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군요.

3. 그러나 나의 생각들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

A. 나에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전문가입니다. 또 이런 일에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수련을

)

B. 당신의 생각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쌓았습니다.

o

알게되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군요.
4. 내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때때로 나 자신을 해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손목을 그었어요.

o

)

A. 그동안 너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러셨
군요.

)

B. 그렇지만 당신은 매우 젊고, 앞날이 창창하신데, 어떻게 자살을 생각하실 수 있습
니까?

5. 도대체 당신이 뭐 예 요 ? 당신이 의사예요 ?그동안 내가 겪어온 것을
있어요 ? 아마도 당신은 지금까지 별탈없이

o

당신이 어떻게 알 수

지내온것 같군요.

)

A. 그래서 어떻게 제가 당신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의심하시는군요.

)

B. 제말을 들어 보세요. 저 역시 매우 어렵게 생활해 왔어요. 당신만이 힘들게 지내온
것은 아닙니다.

6. 4년전 내 아내가 죽은 후 내 인생은 아무런 가치도 없어졌어요. 자식들은 다 커서 결혼해 버렸고,
나는 얼마전에 퇴직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

)

A. 그러나 돌아가신 부인이 당시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계속 의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 을 까 요 ?

(

o

)

B. 부인이 돌아가셨을때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것 같군요… 그러나, 최근들어
일들이 더욱 잘 안되고, 죽어버리는게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하시게 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7. 나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해요… 그것은 마치…(말이 끊어지고, 침묵…)
( O )

A. 그렇게 괴로운 것을 말씀하시자니 대단히 힘드시지요 ?

(

B. 계속 말씀하시지요. 저는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

8. 당신이 나의 문제를 그렇게 설명해 주니 조금 안정이 되고 덜 무서워지는군요.
(

)

A. 보세요. 실제로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일은

( O )

B. 가끔 문제들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좀 더 명백해지지요. 저로서는 당신이 자

아니지 않 습 니 까 ?
살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기 때문에 저와 만날 것을 결심했다고
생각되는군요.
9. 당신은 나를 도와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일들을 더 망쳐놓았을 뿐이예요.
(

)

( O )

A. 미안합니다. 저는 단지 도와드리려 했을 뿐입니다.
B. 당신은 대단히 화가 나신것 같아요.

10. 당신이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 나 요 ? 당신도 자살하려던 적이 있 었 나 요 ?
(

o

)

A. 그 말씀을 들으니 당신은 제가 당신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염려하시는
것 같군요.

(

)

B. 예. 저도 가끔 자살을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제 문제들에 대해 언제나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찾곤 합니다.

11. 모르겠어요… 내 아내와의 모든 일들이 나를 괴롭혀요.(흐느끼면서) 그렇지만 울지 않으려고
억지로 노력해요.
(

)

( O )

A. 당신이 남자이기 때문에 울음을 참으려고 하 십 니 까 ?
B. 그렇게 괴로우신데 어떻게 눈물을 참을 수 있 겠 습 니 까 ?

12. 어떻게 더 하느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 하느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결코 생기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만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어요.
(

o

(

)

A, 당신에게 너무 나쁜 일이 일어나 그 일들의 의미를 알기가 어렵군요.

)

B. 예.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한 것입니다. 아마도 하느님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
시려는 것 같군요.

13. 왜 당신을 찾아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집은 경제적으로 괜찮아요. 제 남편은 변호사로 성공했고
저와도 많은 시간을 보내주고 있어요. 아이들도 잘하고 있어요. 그 애들은 학교성적도 좋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요. 생활이 지루할 뿐이예요.
(

)

A. 당신이 처해있는 모든 것을 고려해 볼때, 당신의 문제들이 모두 심각한 것은 아니군요.

)

B. 모든 일이 어떤 면에서 잘되어 가고 있지만 괜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당신의

당신이 처한 상황중에서 긍정적인 쪽에 보다 집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

o

생활은 대단히 우울하군요.
14. 이제 그만 얘기할렵니다. 어머님이 이리로 오신다고 하였으니까요. 내가 당신에게 했던 얘기를
어머니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요.
(
(

o

)

A. 좋습니다. 그러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들면 언제라도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B.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해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

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15.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감은 생각을 할 까 요 ? 저는 오로지 나만이 두렵고 죄많은 생각들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

)

A.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은면

( O )

B. 사실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당신뿐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도 다른 사

상당수가 완치됩니다.

람들처럼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저는 너무나 외 롭 고 .지쳐버렸어요( 울음). 이제는 그 어디에도+돌아갈 곳이 없어요.
( O

) A. 당신은 정말 혼자이고

(

) B. 이제 나아지실

너무 안됐군요… 자살하시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

겁니다. 모든 일이 다 나뿔 수만은 없어요.

17. 지금은 말하기가 곤란해요. 사람들이 많아서…
( 0

) A. 제가 귓속말로

질문만 할터이니 맞으면 고개만 끄덕이시겠습니까 ?

(

) B.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는 이야기하시겠습니까?

18. (환자가 칼을 자신의 목에 대고) 만일 당신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버릴거예요.
(
(

o

)

A. 다소 흥분하신 것 같군요.

)

B. 칼을 내려놓으시고 그 생각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는게 좋겠군요.

19. 당신은 왜 나를 꼭 도우려고 합 니 까 ?
(
(

o

)

A. 저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대해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직업입니다.

)

B. 당신이 죽는 것은 대단히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일들이
잘 안된다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염려스럽기때문입니다. 이런 위함한 시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당신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0. 정말로 아버지가 미워요 !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전혀 나에 대하여 무관심해요.
( O )

A. 가장 필요할 때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하지요.

(

B.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어쨋든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이니 어느 정도 존경하

)

셔야지요.
21.

내가 죽든지 말든지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 O )

A. 당신은 고독감을 많이 느끼고 있군요.

(

B. 왜 당신은 더이상 아무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 각하십 니 까 ?

22.

)

전에 치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내가 이제 무엇을 한다해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

)

A. 당신은 밝은 쪽을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일들을 좋게 하기 위하여 하실수 있는 일이

( O )

B. 그러시군요. 치료자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희망이 없다고

있지 않 겠 어 요 ?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나 이전에 도움이 되었던 친구, 친척, 선생님, 목사님 같은 분들은
없었나요?
23. 예전의 정신과 의사는 내가 불안 신경증이 있다고 말했어요. 당신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o

)

A. 지금 당신이 그 의사의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고싶군요. 당신은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B.

그 진단에 내가 동의해야할지 확신할 수 없어요. 확실히 알려면 심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4. 나의 상태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모두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요.
(

)

A.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당신이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당신을 걱정해 주실 분이
많을 거예요.

( O )

B. 당신이 사람을 믿지 못하시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가 힘들 것입니다.

25. (환자가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여)
(

)

A.

대단히 피곤해 보이는군요. 좀 쉬셨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계속하실까요 ?

( o )

B.

졸리우신 모양이군요. 혹시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
ᅳ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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