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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 크게 받는 시기에 신체적.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성장이 가속화 

되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달적, 상황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감정의 혼란과 좌절에 대해서도 위기관

리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유 없이 불안하고 우울함에 빠지거나 사소한 자극에 대해 강한 적개심이나 공격성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다. 청소년의 자살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충동성에 대하여 이해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살 현황 과 실

태를 통하여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의 위험요인인 스트레스, 우울을 낮추고 보호요인으로 자아존중감 

향상을 목적으로 생명존중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며 생명존중교육의 접근방법과 현황으로 

효과성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살예방 효과를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청소년 자살예방, 생명존중교육,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우울

Abstract  This study Research is physical in times of great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 in adolescence. In terms of 

spirit, growth is accelerated, developmental and situational stress is experienced in the process of finding identity, and 

crisis management ability is also insufficient for emotional confusion and frustration. Therefore, it has the 

characteristic of falling into anxiety and depression for no reason or showing strong hostility or aggression against 

minor stimuli. By understanding the impulsiveness, which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suicide in adolescents, the 

seriousness of suicide is recognized through the current status and reality of suicide in adolescents, and stress, which 

is a risk factor for suicide.It is meaningful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youth suicide prevention by practicing the 

value of life respect through life respect education programs to reduce depression and improve self-esteem as a 

protective factor.

Key Words  Youth suicide prevention, life-respect education, self-esteem, stress,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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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는 속하게 발 과 변화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는 정보가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

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겪는 혼란은 심리 으로 성인보

다 취약한 면이 많아 쉽게 상처를 받고, 자발 으로 해

결되지 못한 심리  특성은 충동 으로 행동하며,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살이란 극단 인 방법을 쉽게 선

택하고 있다는 에서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

히, 매스미디어에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내리는 유명 연

인, 재벌의 자녀, 정치인들의 연이은 자살은 사회 으

로 인간 생명에 한 경시풍조를 반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풍조는 청소년의 환경을 더욱 태롭게 하는 동

시에 가족, 학교,  사회에 심각한 향을 미칠 수 있다

[1] 청소년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세계 인 문제

이며, 청소년기는 인구 당 자살율에 있어서 다른 연령층

에 비해 15-24세 청소년 집단에서 격히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연령층 내에 있어서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자살율도 증가하고 있다[2] 한 학

교에서 오는 학업에 한 스트 스, 부모의 기 치에 

한 불안, 친구 계에서 오는 우울, 상처, 사회 상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문제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

는 것이 실이다. 자살은 당사자에게만 향을 주지 않

는다. 주변의 가족, 특히 부모는 자녀의 자살 는 자살

시도에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며 심지어 한 가족이 붕괴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자녀자살에 한 자책감

은 많은 심  고통이 뒤따르게 되고, 그것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본인뿐 아니라 주변사람에게 남기게 된다. 

자살한 본인이 가지고 있었을 고통을 가족  주변사람

들이 도와주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은 차

후에 남아있게 될 사람들에게는 무 큰 고통이 된다[3]. 

이러한 부정  효과가 큰 청소년의 자살에 이르게 

되는 원인을 악하고 이에 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실제 으로 청소년들이 효과 으로 자신의 문

제에 근하기 한 심신 치유  로그램은 상 으

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청소년의 자살의 원인  특

징 알아보고 생명존  로그램을 통해 심리  고통에 

한 자기조 과 치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자살 방 책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청소년 자살의 특성

Glaser(1981)[4]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자에게 

임상 으로 진단될 수 있는 우울증이 여된 경우는 

10%미만이며, 충동성, 남을 조종하려는 의도, 자신에게 

부당하게 했다고 지각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 한 

보복 등이 자살의 요한 결정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보이는 자살 행 는 우울증과 같

은 정신질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계에

서 느끼는 분노, 좌 , 충동성 등 심리  갈등이나 정서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질풍노도의 시기로 비유되는 청소년기는 인지 으로 

미성숙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보다도 정

서  충동성이 심화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계로 청소

년들이 보인 자살시도 부분이 사  계획된 것이 아니

었다는 연구결과(Brent,1987)[5]와 폭발 이고 공격 인 

행 를 보이는 경향이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 행 를 보

일 험이 크다는 Williams 등(1977)[6]의 연구들은 이

런 추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

이 보이는 자살 시도는 실 도피 인 충동 인 문제해

결 방식을 반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기는 자기 자각이 증하는 시기인데 비해 청

소년들은 성인들보다 좌  경험이나 감정, 자존심을 

하는 생각과 같은 고통스런 자기 자각을 견디는 자아 

강도가 약해서, 이러한 부정 인 심리상태에서 즉각 으

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강렬해 질 것을 추측한다[7].

신민섭 등(1990)[8]이 718명의 고등학생을 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는 청소년 집단에서는 망보다는 우울 

요인이 자살 생각과 강하게 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정서 . 심리  특성

으로 인하여 그들이 보이는 자살행 에서 미래에 한 

비  인지보다는 우울한 기분이나 충동성 등 정서

인 요인이 더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부모로부터 심한 꾸 이나 ,성 하, 심리  

거 , 외모에 한 고민, 이성친구와의 헤어짐, 왕따, 입

시 실패 등 부분 분명한 동기가 있다. 둘째, 충동성이 

강하게 작용하며, 청소년의 경우는 충동성이 매우 큰 결

정 요인이 되며, 청소년의 자살의 경우는 측하기 어렵

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청소년의 경우 피 암시성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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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동반자살이나 모방 자살이 많이 일어나며, 친구나 

TV 등 매스컴의 향을 쉽게 받는다. 넷째, 치사도가 높

은 자살 수단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목매달기, 고충 아 트에서 

뛰어내리는 등 청소년 자신도 죽을 의도가 심각하게 없

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방법이 치명 이다. 다섯째, 자살

을 문제해결의 방편으로 삼아 쉽게 충동 으로 자살 행

동에 옮긴다. 도피와 같은 심리  기제를 용하여 실

의 고민을 벗어나 사후 세계에서 해결하려는 단 미숙

과 오류가 강하게 작용한다. 여섯째, 자살 행 는 도움을 

청하는 기능이 있는데, 다른 연령군에서도 그 지만 청

소년들은 특히 남에게 괴로움과 고민을 말로 알리고 도

움을 청하지 못하고 행동에 옮기는 경향이 있다[9].  

2.2 청소년 자살의 심리적 원인

2.2.1 자아존중감

자아존 감은 자신의 특성에 해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로서,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

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

스에 해서도 하게 처하는 반면, 자아존 감

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기 노력의 결과에 해 부정 으

로 기 하거나 자신의 미래의 모습에 부정 으로 생각

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시기에 자아존 감 형성에 결

함이 생겨 왜곡된 자아상을 지니거나, 자아존 감을 형

성시키지 못하면 부 응 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자기 거부 인 행동을 보이고 싶어 심지어 자살행동에

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 다. 즉 자아존 감이 낮은 청소

년은 미래에 한 부정 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살생각의 강한 측인자가 된다(이경진, 2003)[10]. 이

런 심리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은 기에 취약하다. 자

아존 감은 사람의 행동 특성에 향을 주어 다른 사람에 

한 태도나 자기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회

인 응과 계가 깊다. 이러한 이유로 자아존 감은 개

인의 심리  요인에 요한 부분이며 부 응 행동의 하나

인 자살원인 등에 향을 주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11].

2.2.2 스트레스 (학업문제)

스트 스는 마음의 안정이나 남과 어울려 사는 것에 

큰 불편을 주는 육체 , 정신  긴장  그러한 긴장을 

유발하는 것들을 말한다.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 괴로움, 

정신 인 압박, 정서  불안 등이 스트 스를 나타낸다. 

 

 

[그림 1] 청소년(중.고생] 스트레스 인지율

2019년 평상시 스트 스를 많이 느끼는 학생의 자살

생각률은 25.8%로 스트 스를 게 느끼는 학생(4.7%)

보다 21.1%p 높다. 스트 스를 많이 느끼는 남학생의  

자살생각률은 21.6%, 여학생은 28.8%이고, 남녀 모두 

학생(남자22.7%, 여자 34.4%)이 고등학생(남자 0.6%, 여

자 24.1%)보다 높았다[12].

2019년 학업성 에 따른 청소년 자살생각률은 상 

11.4%,  12.6%, 하 19.8%로 학업성 이 낮을수록 자살

생각률이 높았으나 고등학생은 남녀 모두 학업성 이 ‘ ’

인 경우보다 ‘상’인 학생의 자살생각률이 더 높았다. 학업 

성 이 낮은 남학생의 자살생각률은 12.5%, 여학생은 

28.6%이고 남녀 모두 학생(남자 13.9%, 여자 35.1%)이 

고등학생(남자 11.7%, 여자 23.9%)보다 높았다[13].

스트 스성 반응의 공통 인 증상과 징후는 4가지 

범주로 나타난다. 

신체 (피로, 구역질, 경련, 구토, 기증, 호흡곤란 

등), 인지 (혼란, 악몽, 불확실함, 과다각성, 의심, 공격

이미지들, 비난, 문제해결능력감소, 주의력산만, 결정

능력감소, 집 력결핍, 인식의 약화 등), 정서 (두려움, 

죄책감, 비통, 부인, 불안, 동요, 우울증, 걱정, 정서  통

제력상실, 치 않은 정서  반응 등), 행동 (후퇴, 반

사회 행동, 음주, 평상 인 의사소통 변화, 휴식할 수 

없음, 식욕상실, 식욕증가, 주변 환경에 한 과민반응, 

사회활동의 변화 등)이다[14]. 속한 변화와 치열한 경

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스트 스를 피할 수 

없다. 스트 스는 마음뿐 아니라 몸에도 커다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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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 인간의 몸은 신경계, 내분비계 그리고 면

역계 등의 조  기구를 이용해 균형을 유지한다. 그런데 

반응으로는 부정 인 정서 경험 (분노, 불안. 애착, 공포

감 등)을 할 수 있고, 오랫동안 마음에 쌓인 스트 스는 

이런 조  기구의 기능에 이상을 일으켜 여러 가지 생리

 변화를 불러온다. 부정  감정, 즉 마음의 괴로움이 

신체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다[15]. 부분의 청소

년들은 학업, 인 계, 외모 등 다양한 스트 스 상황에 

놓여있으며,. 학업 스트 스는 공부에 한 부담감으로 

느끼는 스트 스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인 고학력 지

향의 사회 분 기와 그에 따른 학업 활동 스트 스의 

, 정서 불안과 학업활동에 한 동기 결여가 학업문제

를 야기한다. 한 부모의 지나친 심과 보호는 심리  

부 응을 일으키고 부모에 한 의존성이나 탈선, 비행

과 같은 부정  향을 끼친다. 한국의 아동·청소년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행복도를 국제 으로 비

교하면 경제 력개발기구(OECD)와 유럽 주요국 가운

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스트 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33.8%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나 자주 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원인

으로 학업 문제(37.2%)가 가장 큰 비 을 차지했다. 학

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는 응답 비율도 등학생 때는 

85.2% 지만, 학생(77.2%), 고등학생(69.3%)으로 올

라갈수록 낮아졌다. 아동·청소년이 정규 수업 시간 이외

에도 평일 하루 3시간 이상 공부한다는 비율은 이미 

등학생에서부터 41.4%에 달한다. 학생은 46.1%, 고등

학생은 48.6% 다. 반면 평일 하루 3시간 이상 여가를 

보낸다는 비 은 고등학생에서 27.3%에 불과했다. 학

생은 36.6%, 등학생은 45.3% 다.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 만족도 평균 수는 6.6 (2018년 기 )으로, OECD

와 유럽 주요국과 비교해 최하 권에 속했다. 스페인의 

경우 8.1 으로 가장 각각 8.0 으로 높은 수를 보

다. 그리스가 7.9 , 핀란드가 7.8 이었다. 이외에도 에

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룩셈 루크, 스웨덴, 스 스, 노르

웨이가 모두 7.7 을 받았다. 한국을 제외한 27개국의 평

균은 7.6 이었다. 한국만큼 수가 낮은 국가는 터키(6.6

)뿐이었다. 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삶의 질 황

은 여 히 '지 '보다는 '미래'를 해 행복을 유 하는 특

성 보인다"며 "아동·청소년들이 재를 즐길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16]. 이처럼 스트 스는 청소년

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개인에게 요한 향을 주게 되

므로 스트 스 가운데에서도 학업문제는 자살사가 높았다.

 2.2.3 우울

우울은 심각한 기분을 느끼기에 충분할 만한 어떤 확

실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불행한 기분이라고 

본다. 즉, 우울은 단순히 슬  기분을 비롯하여 무력감, 

죄책감, 상실감, 망감 등과 같은 고통스러운 정서  상

태를 의미하며, 스트 스 사건에 하여 가벼운 정서  

반응에서부터 정신치료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병리 인 

반응 부를 이르기까지 연속 이라고 본다.

[그림 2] 청소년(중.고생] 우울감 경험률

우울감 경험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

을 단할 정도로 슬 거나 망감을 느낀 이 있는 학

생이며, 2019년 우울감 경험이 있는 학생의 자살생각률

은 33.9%로 우울감 경험이 없는 학생(5.0%)보다 28.9%p 

높다. 우울감 경험이 있는 남학생의 자살생각률은  

29.2%, 여학생의 자살생각률은 37.2%이고, 남녀 모두 

학생(남자 31.4%, 여자 41.7%)이 고등학생(남자 27.4%, 

여자 33.2%)보다 높았다[17].

우울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정서 인 특성을 보인

다.‘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매사에 심과 흥미

가 없다’ 와 같이 활력이 없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며 

‘자책을 잘 한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와 같이 자기 

비난  그리고 자살에 한 생각과 증상이 나타난다[18].

청소년 우울은 미래에 한 확신부족, 자기비하 등의 

인지  도식이 습 인 부정  사고를 갖게 하여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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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래하고 우울증은 자신에 한 부정 인 느낌을 

갖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청소년 우울의 특징은 증

상을 직  호소하기보다는 신체  증상으로 표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불변증, 피로, 복통, 짜증 등으로 나타나

기도 한다. 그리고 충동 으로 자기조 이 어려워 괴

인 행동표 으로도 나타나며 자살, 문제행동, 약물남

용, 불안장애  사회  기능 수행에 향을 미친다. 청

소년 우울은 성인기의 우울에도 연 이 있다고 하 다.  

청소년 우울의 발생에 요한 원인으로 사회-환경  요

인 가운데 부정  사건이 우울증 발생에 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에게 가장 하고 요한 환경은 가족이

다. 특히, 부모와의 계에서 오는 경험은 정서 , 행동

 발달에 요한 향을 미친다. 부모와의 부정  상호

작용을 지속 으로 경험하게 되면 정서  박탈을 느끼

고 우울증에 향을 미치게 된다.

Beck(1976)[19]은 우울의 원인을 생애 기 자녀가 부

모가 갖는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과 타인에 한 표상을 

만들게 된다고 하 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환경, 그리고 

미래에 한 부정  인지 도식을 발달시키게 하는 이유

로 부모의 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우울한 사람들은 어

린 시  부모의 양육이 애정과 지지가 었고 부모의 권

와 통제, 비난이 과도하게 높은 양육방식이라고 하

다. 부모의 심리  통제로 인해 자녀는 버림받을지 모른

다는 불안감이나 나약함, 는 의존심과 열등감 죄의식 

 무가치함이 생겨나게 된다. 우울증 요인으로는 상실, 

부모의 이혼,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과 질병, 불안정한 정

서 등이 있으며, 우울증은 청소년기에 먼  발생되는 증

상 의 하나이다. 이는 청소년기가 성장과 발달단계에

서 환기로서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서, 신체

 변화뿐 아니라 정서 으로 불안하고, 인지 으로 미

성숙하며, 충동성의 조 도 미숙한 시기에 우울 감정은 

청소년에게 보편 인 증상이지만 매우 복합 인 상으

로 진행을 측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문제행동을 일으

킬 수 있으므로 정신사회  험 원인을 확인하여 우울

을 방하는 것이 요하다[20].

3. 청소년자살 황  실태

3.1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 현황 추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나타난 2020년에도 한국의 자살

률이 경제 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장 높았으

며 9-24세 청소년은 증가세가 이어졌다.

  [그림 3] 청소년(10세~24세) 사망 원인

[그림 4] 청소년 자살 현황 추이(2016년~2020년)

3.2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선행연구 고찰

청소년 자살 방 로그램 효과성에 한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집단 상담을 실시한 연구

들에 의하면 조성은(1991)[21]은 로그램을 실시한 집

단에서 우울과 자살생각이 감소하 다고 보고했으며, 

김지 (2005)[22]은 자살 방을 한 정보 교육 로그

램보다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한 자살 방 집단 상

담이 우울감과, 자살생각, 자살에 한 인식에 정 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 고, 이순 (2014)[23]은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학생 집단을 상으로 신체활동, 합

리  생각 찾기 등의 인지  행동 요소를 주로 사용하여 

분노조  로그램을 실시하여 분노, 자살생각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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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응의 향상에 정 인 효과를 검증하 다.

생명존  로그램을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심민정

(2007)[24]은 학 단 로 생명존  로그램을 실시하여 

생명존 의식수 과 자살태도에 한 정  변화를 검

증하 고, 노혜은(2012)[25]은 마음챙김 명상을 생명존

 로그램에 통합시켜서 우울, 자살생각의 감소 효과

성을 검증하 다[26].

 

4. 생명존 로그램

생명존 은 인간 생명뿐 아니라 모든 생명에 한 외

경 존엄을 포함하며 인간 생명은 성별, 인종, 빈부 학력, 

나이, 장애, 범죄 등과 계없이 그 자체로 동등하다는 

의식을 뜻한다(이시형 외, 2004)[27]. 즉 생명존 이란 모

든 생명은 존재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음으로 존 하여 소

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청소년의 자살은 

근본 인 이유로 생명존 의식의 요성을 언 하고 생명

존  의식을 제고하기 한 체계 임 교육의 필요성이 있

다는 주장이 높아짐에 따라 생명존  로그램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개발. 보 되고 있다(이시형 외, 2004).

4.1 생명존중프로그램의 목적

첫째, 청소년들에게 자기 자신의 가치를 수용하고 인

정하며, 인간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 하다는 의식을 갖

게 한다. 그러므로 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한다.

둘째, 우울한 감정과 생활스트 스 상황에 해 

Ellis[28]의 인지치료와 자기교습 훈련을 통해 건강한 

처와 생각과 감정을 합리 으로 바꿀 수 있다.

셋째, 자살 험신호를 알고, 생명지킴이로서 주변에 

기 상황이나 자살 험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한 도움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다.

넷째, 도움 자원들을 찾아보고, 청소년들이 매우 힘

든 상황에 처하여 자살 생각이 들게 되면 언제든 가족, 

친구, 상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29].

다섯째, 삶의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존 의 가

치를 실천할 수 있게 한다.

4.2 생명존중교육의 현황

우리나라의 생명존 교육은 크게 세 가지 근 방법

으로 근되어 왔다[30].

첫째, 학교교육 과정 속에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 

. 고 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는 생명존 과 련된 

반 인 내용을 다루는 총론 성격의 방식이다. 그러나 이 

교육과정에 한 평가를 보면, 교육의 질과 양 모두에서 

매우 부족하다고 지 한다[31]. 실제 삶에서의 기상황

이나 생명의 소 함을 느낄 수 있는 연계는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자살에 한 교

육을 하게 되면 자살생각이나 충동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는 사회  편견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효과에 

해서는 제 로 측정한 것이 없지만 학교 교육과정 내 

필기시험 형태로 인지 수 을 확인하는 정도이다. 실생

활 속에 생명존  의식이 얼마나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이 제일 좋은 평가이지만  실태를 정 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단된다. 둘째, 죽

음 비교육을 통해 생명존 과 자살 방을 추구하는 방

식이다. 오진탁(2005)[32]는 죽음 비교육을 일종의 생

명존 교육이요, 자살 방교육이라고 말한다. 그는 청소

년들에게 죽음에 해 제 로 알려주고, 죽음을 비할 

수 있게 한다면 그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결코 자살하

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죽음 비교육을 학

교교육이나 평생교육 형태로 실시해 자살에 한 의식

의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면 결국은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 희(1999)[33]

도 생명존 을 가르치는 소극  방법으로써 죽음에 

한 두려움과 슬픔을 일깨우며, 생명의 교육 삶의 교육은 

필연 으로 죽음의 교육일 수밖에 없다하면서 죽음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셋째, 생명존 의식의 변

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자살과 련된 내용을 심으로 

다루는 근 방식이다. 이는 주로 외부의 생명존 , 자살

방과 련된 기 들에서 교육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국내기 들의 교육과정을 보면, 주로 자살 방과 

련된 기 인 주의 자살 험요소를 조기 발견하고 

도와  수 있도록 하는 지킴이 로그램(gatekeeper 

program) 이 실행되고 있다. 학교 단 로 생명존 교육

을 강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도 교생이나 학년단

로 생명의 소 함이나 생명의 가치에 해 강의하거

나 련 동 상을 보여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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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제언

5.1 결론

청소년 자살이 차 증가하고 있는 실에서 자살 

방 책 련 교육  로그램은 생명 존  교육 그 자

체에 이 맞추어져 있다[35]. 물론 자살과 련된 직

인 교육  생명존 로그램도 필요하지만, 방  차

원에서 그리고 보다 궁극 인 차원에서 청소년 자살의 원

인과 련된 방  교육  로그램이 청소년들이 선호

하는 매체로 다양한 로그램 개발이 실히 필요하다. 

첫째, Kalaft(1994)[36]의 연구에서는 솔로몬 4집단 

연구 설계를 통해 자살 방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자살 래에 한 련 지식에서 유의미한 증가

를 보 고, 도움을 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래에 개입하

는 등 정 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한 10년간의 

추 연구를 통해서 자살 방교육을 받은 결과 자살률이 

축소되었음이 발표되는 등 생명존 교육의 효과성이 입

증되었다[37]. 

둘째, 학생들에게 생명존 교육 로그램의 필요성

과 참여에 해 확신을 주어 청소년들에게 자살 험성

을 깨닫도록 하며,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요구를 담는 

로그램과 실행이 필요하다. 한 자살 행동에 해 보

다 올바른 지식과 이해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셋째, 생명존 교육이 학교교육 차원의 형식 이고 

이론 인 틀을 벗어나  실제 청소년들의 삶에 도움이 되

고 유용한 교육이 되도록 교육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 까지의 생명존 교육은 주로 학교에서 교과

목에 일부 포함되어 이론 으로 생명의 의미나 요성, 

낙태 등의 내용을 간략히 다루는 정도에 그쳤다. 이러한 

잘못된 교육의 결과로써 응답자의 80% 정도가 생명존

교육에 별 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

자의 51.7% 교육을 받았지만 어떤 내용인지 기억 못한다

는 응답도 21.7%에 이르 다. 생명존 의 효과를 발휘하

기 해서는 인 인 교과목 주의 형식 교육보다 가

정. 학교 사회 체에서 매순간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

는 살아있는 평생교육이 되어야 한다[38]

넷째,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학교 등 공교육

기 에서 단일과목으로 채택하여 실시한다면 생명존

의식의 함양에 상당히 효과일 것이다. 그러기 해서는 

학교나 국가기 의 장 문가들이나 정책 련 활동가

들의 교류도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생명존 을 한 국

가와 사회가 공 인 지지와 노력을 보내주어야 우리사

회에서 생명존 기반 다양한 활동이 제 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39]. 

다섯째, 청소년자살 방 로그램은 일회성 교육행

사로 교생 상 특강이나 방송강의를 진행하는 수 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자살문제

에 한 생각의 환이나 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어

려움이 많았다. 내용 인 측면에서도 생명존  강조 

주의 로그램을 진행하는 경향이 컸다[40]. 

여섯째, 생명존 로그램을 통하여 개인 단 능력

과 도움요청 기술을 강화하고, 자신을 정 으로 바라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41]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간헐 이고 사 인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보다

는 정기 이고 체계 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제언은 생명존 교육 로그램은 교생이나 학년단

로 강의하거나 동 상을 보여주고 있는 실에서는 

자기존  의식을 길러 청소년의 자살 방의 효과를 이

르게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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