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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난 20년간 청소년에서 관

심사가 됐다1). 한국의 자살률은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1위를 차지했다2).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자살 사망률은 100,000명당 24.3명, 일평균 34명이

었다3). 2016년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 청소년 임상적 특성의 남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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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gender differences in suicide attempts in adolescents.

Methods: We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adolescents (≤ 18 years) who had visited a university hospital emergency
department (ED) for suicide attempts from January 2018 through December 2019.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dolescents,
details of the attempt, and outcomes wer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were age, gender, the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previous attempts, and psychiatric history. The details were initial Glasgow Coma Scale, attempt-arrival time, living
alone, method, place, and motivation of the attempt, and concurrent use of alcohol. The outcomes included psychiatric con-
sultation, ED length of stay, and ED outcomes.

Results: A total of 86 adolescents were included. Their age ranged from 13 to 18 years, and girls accounted for 65.1%. The
girls had more frequent psychiatric history than boys (66.1% vs. 30.0%; P = 0.001) without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revi-
ous attempts (55.4% vs. 46.7%; P = 0.442). The most common methods of the attempt in the girls and boys were poisoning
and sharp objects (53.3% [16 of the 30 boys] vs. 60.7% [34 of the 56 girls]; P = 0.002), respectively. No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other details of the attempt and in the rate of psychiatric consultation. The girls had a longer ED length of stay
(247.0 minutes vs. 186.5; P = 0.033), a lower rate of 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 and higher rates of hospitalization
(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 53.6% vs. 76.7%; non-psychiatric, 23.2% vs. 3.3%; psychiatric, 12.5% vs. 0%; P =
0.003).

Conclusion: Girls may make suicide attempts, usually by poisoning, and undergo relevant hospitalization, more often than
boys. In contrast, boys usually use sharp objects, with a higher rate of 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 and lower rates of the
attempt and hosp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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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자살시도자가 응급환자의 0.5%를 차지했다4). 이는

비교적 낮은 비율이지만 자살시도는 정신건강의학적 응급

상황이고5), 2014-2018년 전국 150여 개 지역 및 권역 응

급의료센터에서 자해∙자살시도로 인한 진료가 2014년

25,573건에서 2018년 33,451건으로 늘었다4). 특히, 10

환자의 응급실 방문은 2014년 2,393건에서 2018년

4,141건으로 늘었다3). 이러한 배경에서 자살시도자(시도

자)에 한 응급의학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자살은 10 사인 중 1위이다3). 청소년은 성인보

다 충동적이고 자아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절망을 자살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예측하고 예방하기 어렵다5,6).

그러나, 한국에서 응급실 기반 청소년 자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18세 이하 시도자의 일반적 특성, 자

살시도의 세부 사항, 예후의 남녀 차이를 분석하고자 시행

했다.

상과 방법

1. 연구 상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에 한국 경기도의 단일 기

관 응급실을 방문한 18세 이하 시도자를 연구 상으로 했

다. 해당 병원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권역 및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함께 운 하는데, 18세 이하 환자는 연평

균 25,000명 방문하며 이 중 시도자는 360명이다.

응급실 퇴원 시 국제질병분류 10판에 따른 자해∙자살

진단 코드(R45.8, Z91.5, X70.0-84.9)가 기록됐거나

“자살”또는“자해”가 의무기록에 기재된 환자를 상으

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했다. 제외 기준은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본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고 시행했다(IRB no. 2020-01-025).

2. 자료 수집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으로 나이, 한국형 응급환자 분

류도구(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에

따른 중증도, 자살시도 및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예: 우울

증 및 공황장애)의 과거력을 확인했다. 시도의 세부사항

중 시간 를 낮(06-18시)과 밤(18-이튿날 06시), 주중과

주말 또는 공휴일로 구분했다.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분),

초기 의식수준( 래스고혼수척도), 독거 여부, 자살시도의

방법, 장소, 동기, 방문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예후

변수로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응급실 체류시간(분), 응급

진료 결과(자의퇴원[상기 협진 거부 후 퇴원], 비[非]정신

건강의학과 및 안정병동 입원, 사망)를 조사했다. 이 중 정

신건강의학과 협진을 가장 중요한 예후 변수로 생각했다.

3. 통계 방법

연구 상자의 남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연속형 변수

는 평균 및 표준편차 또는 중앙값 및 사분위수 범위로 요

약했으며, 정규분포 여부에 따라 independent t-test

또는 Wilcoxon rank-sum test를 이용했다. 범주형 변

수는 빈도 및 백분율로 요약하고, chi-square test 또는

Fisher exact test를 이용했다. 상기 분석에 SAS sta-

tistical software (SAS system for Windows, ver-

sion 9.4; SAS Institute, Cary, NC)를 사용했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연구기간에 18세 이하 시도자가 총 86명 방문했다. 이

중 여자가 65.1%를 차지했다. 연구 상자 나이의 중앙값

은 17세(사분위수 범위, 15-18세) 고(Table 1), 나이는

13-18세에 분포했으며 남자는 15세, 여자는 18세가 각각

가장 흔했다(Fig. 1). 중증도에서 KTAS 3단계가 가장 흔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과거력은 여자에서 더 흔했다.

자살시도 과거력도 여자에서 흔한 경향을 보 지만, 그 차

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2. 자살시도의 세부사항

초기 래스고혼수척도의 중앙값은 15점(범위, 3-15)이

고, 남녀 각 4명이 13점 이하 다(Table 2).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의 중앙값은 104.5분이었다. 시간 별로 주중

및 밤이 가장 흔했다. 독거 비율은 15.1% 고, 시도 장소

로 본인의 방이 가장 흔했다. 동기는 학교 및 가족 문제가

흔했고, 음주 비율은 17.4% 다. 상기 변수의 유의한 남

녀 차이는 없었다. 방법 면에서 남자는 자해(16명)가, 여

자는 중독(34명)이 각각 가장 흔했고,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 다(Fig. 2).

3. 예후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은 남녀에서 각각 56.7% 및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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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험했다(P = 0.390; Table 3). 응급실 체류시간의 중

앙값은 여자에서 유의하게 길었다. 응급진료 결과 중, 자

의퇴원 빈도는 남자가 더 높았다. 비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은 여자에서 더 흔했고(23.2% vs. 3.3%), 이 중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모두 중독으로 자살시도한 여자(4명) 다. 안

정병동 입원 환자도 모두 여자 다(12.5%). 사망자 중 남

자(2명)는 추락, 여자(1명)는 목맴으로 시도했다. 여자의

입원(안정병동 포함)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지만, 남자는

입원이 드문 것에 비해 사망 빈도가 높았다.

고 찰

본 연구는 단일 기관 응급실을 방문한 청소년 시도자에

서 남녀 차이를 보인 특성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과거력,

자살시도 방법, 응급실 체류시간, 자의퇴원 및 입원 빈도

임을 보여준다. 이 결과의 임상적 의의는 남녀 차이를 자

살 예방을 위한 환자 접근 방식에 반 할 수 있다는 점이

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자살시도가 사망을 초래하는 것

은 남자에서 흔하지만 관련한 사고 및 시도 자체는 여자에

서 더 흔했고7-18),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한다.

병원을 방문한 시도자 상 연구에 따르면, 여자가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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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Variable Total (N = 86) Boy (N = 30) Girl (N = 56) P value

Age, y 17 (15-18) 16 (15-17) 17 (15-18) 0.373*
KTAS 0.796�

1 4 (4.7)0 2 (6.7)0 2 (3.6)0
2 32 (37.2)0 12 (40.0)0 20 (35.7)0
3 40 (46.5)0 14 (46.7)0 26 (46.4)0
4 9 (10.5) 2 (6.7)0 7 (12.5)
5 1 (1.2)0 0 (0)00- 1 (1.8)0

Previous attempt 45 (52.3)0 14 (46. 7)- 31 (55.4)0 0.442�

Psychiatric history 46 (53.5)0 9 (30.0) 37 (66.1)0 0.001�

Values are expressed as medians (interquartile ranges) or numbers (%).
* Wilcoxon rank-sum test.
� Chi-square test.
KTAS: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Fig. 1. Age distribution of the adolescents with suicide attempt (black shaded bar, boys; gray shaded bar, girls). Their age ranged
from 13 to 18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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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thods of the suicide attempts. In the boys (black shaded bar), sharp objects (16 adolescents [53.3%]) were most frequently
used, followed by poisoning (8 [26.7%]), hanging (3 [10.0%]), jump from height (2 [6.7%]), and asphyxia by gas (1 [3.3%]). In the
girls (gray shaded bar), poisoning (34 [60.7%]) was most frequently used, followed by sharp objects (11 [19.6%]), jump from height
(8 [14.3%]), and hanging (3 [5.4%]). This difference was significant (P = 0.002).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details of suicide attempt

Variable Total (N = 86) Boy (N = 30) Girl (N = 56) P value

Glasgow Coma Scale ≤ 13 8 (9.3)00- 4 (13.3)0- 4 (7.1)00- 0.442*
Attempt-arrival time, min 104.5 (38.0-213.0) 106.5 (36.0-203.0) 102.0 (38.5-334.5) 0.677�

Time of attempt
Weekend or holiday 16 (18.6)00- 6 (20.0)0- 10 (17.9)00- 0.808�

Night 56 (65.1)00- 22 (73.3)00- 34 (60.7)00- 0.242�

Living alone 13 (15.1)00- 5 (16.7)0- 8 (14.3)0- 0.761*
Place of attempt 0.215*

Own room 47 (54.7)00- 17 (56.7)00- 30 (53.6)00-
Kitchen 1 (1.2)00- 0 (0)0000 1 (1.8)00-
Other room 7 (8.1)00- 5 (16.7)0- 2 (3.6)00-
Garden 1 (1.2)00- 0 (0)0000 1 (1.8)00-
Restroom 5 (5.8)00- 1 (3.3)00- 4 (7.1)00-
Living room 5 (5.8)00- 0 (0)0000 5 (8.9)00-
Others 20 (23.3)00- 7 (23.3)0- 13 (23.2)00-

Motivation of attempt 0.137*
Familial trouble 35 (40.7)00- 10 (33.3)00- 25 (44.6)00-
Issues at school 30 (34.9)00- 13 (43.3)00- 17 (30.4)00-
Medical illness 2 (2.3)00- 2 (6.7)00- 0 (0)0000
Mental illness 19 (22.1)00- 5 (16.7)0- 14 (25.0)00-

Concurrent use of alcohol 15 (17.4)00- 5 (16.7)0- 10 (17.9)00- 0.890�

Values are expressed as medians (interquartile ranges) or numbers (%).
* Fisher’s exact test.
� Wilcoxon rank-sum test.
� Chi-square test.



시도를 더 많이 했고(남녀 비, 1:1.5-2.2), 우울증이 가장

흔하게 연관됐다10). Wichstrom11)은 가장 강력한 시도 예

측인자가 관련 과거력이라고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도 시

도 과거력이 52.3%로, 이 경험이 재시도로 이어질 가능성

이 높음을 뒷받침한다. 서인도제도 응급실에서 시행한 성

인 연구에서, 자살시도 방법 면에서 남자는 자해 또는 목

맴이, 여자는 중독이 각각 더 흔했다16). 본 저자는 시도 방

법 및 예후의 남녀 차이는 성별에 따른 성향 차이에 기인

한 것으로 추론한다. 남녀는 각각 충동적 또는 적극적 성

향 및 계획적 또는 소극적 성향을 보인다. 남자는 충동적

또는 침습적으로 자살을 시도하여(예: 자상), 낮은 시도 빈

도와 비교해 사망률이 높다. 남자에서 자의퇴원이 흔한 것

도 이 성향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여자는 높은

계획 및 자살시도 빈도로 입원율이 높지만, 덜 침습적으로

시도하므로(예: 중독) 사망률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

주거형태로 독거가 15.1%, 자살시도 장소로 본인 방이

54.7%를 차지한 것은 부분의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살

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한 청소년 상 중독 연구에서 남

녀 불문하고 18-24시에 자살을 가장 많이 시도한 것으로

보고했다18). 본 연구에서 시도 시간 중 01-06시가 가장

흔했고(data not shown), 주로 주중에 시도했다. 이는

한국 청소년이 학업 및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수면시간이

줄면서, 밤 또는 새벽에 자살 사고 및 시도가 이루어진 것

으로 추론한다. 2017년 한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48,218명 상 연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이 다

른 나라 청소년보다 늦게 잠들고 적게 자는 경향이 있다19).

또한, 청소년에서 23시 이전 수면과 비교해 01시 30분 이

후 수면이 자살 사고와 더 강하게 연관될 수 있다(남,

1.29배; 여, 1.32배)19).

Lee 등20)에 따르면, 자해∙자살 목적의 중독으로 응급

실을 방문한 환자 중 45%가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을 경험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보다 높은 비율(62.8%)의 환자가

상기 진료를 경험했지만, 53명(61.6%)은 이를 거부하고

자의로 퇴원했다. 협진을 거부하는 이유가 관련 진단이 향

후 진학, 취업, 결혼 등에 불이익을 줄 것으로 판단하기 때

문이라는 보고가 있다21). 한 연구에 따르면, 자살시도에 실

패한 환자 중 20%가 재시도하고, 재시도는 더 완벽하게

준비한 후 이뤄지므로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22). 따

라서, 응급실을 방문한 청소년 시도자가 상기 선입견으로

협진을 거부하지 않도록 환자 및 보호자를 설득해야 한다.

또한, 자의퇴원 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를

권유하여 재시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진단명 누락으

로 제외된 환자로 인해 실제 시도자 빈도는 본 연구 결과

보다 높을 수 있다. 둘째, 단일 기관 연구이므로 연구 상

자의 지역적 특성이 결과에 향을 미쳤을 수 있다. 셋째,

연구 상자 수가 비교적 적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제

한이 있다. 특히, 남자 환자 수가 적어 일부 변수의 남녀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을 수 있다. 추후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병원을 포함하여 충분한 수의

시도자를 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시도자의 남녀 차이는 성별에 따른

성향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한다. 따라서, 자살 예방

을 위한 환자 접근 방식은 성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남

자의 충동적 또는 침습적 자살시도 및 정신건강의학과 협

진 거부에 해 더 세심하게 접근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질

환 과거력이 있는 여자가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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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utcomes

Variable Total (N = 86) Boys (N = 30) Girls (N = 56) P value

Psychiatric consultation 54 (62.8)000- 17 (56.7)00- 37 (66.1)000- 0.390*
EDLOS, min 221.5 (104.0-391.0) 186.5 (87.0-289.0) 247.0 (135.0-512.0) 0.033�

ED outcome 0.003�

DAMA 53 (61.6)000- 23 (76.7)00- 30 (53.6)000-
Non-psychiatric hospitalization 14 (16.3)000- 1 (3.3)00- 13 (23.2)000-
Hospitalization to closed wards 7 (8.1)000- 0 (0)0000 7 (12.5)00-
Death 3 (3.5)000- 2 (6.7)00- 1 (1.8)000-

Values are expressed as medians (interquartile ranges) or numbers (%).
* Chi-square test.
� Wilcoxon rank-sum test.
� Fisher exact test.
EDLOS: emergency department length of stay, ED: emergency department, DAMA: 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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