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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살의 2/3 이상이 25-64세 연령군에서 발생하는 것을 간주하
면, 이들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 그리고 광범위한 기본적인 관계의
크기를 고려할 때 자살 1건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
이다4).
자살은 다른 질환이나 사고로 발생하는 사망과는 매우 다르며, 유
가족이 느끼는 상실감도 다르다. 특히 자살로 인한 유가족이 받는
고통 중 또 하나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경험이다. 이러한 편견을 때
때로 임상적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상실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전공
박사학위논문 홍현숙

를 야기시킨다5).
자살로 형제자매를 잃은 소아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 특히 나이가
어린 유가족일수록 외상후스트레스 및 애도반응, 우울, 그리고 불안

머리말

에 더 고통받으며6), 친구의 자살을 경험한 소아청소년에서 외상적
애도 반응이 우울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예측인자로 발견되어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21년간 연평균 6%씩 증가하여 3.4배가 늘었으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7). 소아청소년에

며, 2005년 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하였고, 2005년 기준 OECD 국가

서 친구의 자살에 노출된 집단에 대한 장기적 영향을 평가한 결과,

중 자살사망율 1위, 자살증가율 1위를 차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태

이들의 자살행위에 대한 위험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우울 및 PTSD

이다1).

발생 위험이 높았다8).

학교 또는 직장에서 발생한 자살 1건은 수 백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가족의 자살사건을 경험한 가족에서 자살시도가 증가된다는 결과

주어 가족 및 동료들의 장기적인 정신적 충격, 사회전체의 경제적 생산

가 제시되고 있으며9), 자살로 인한 배우자 사별은 다른 종류의 사망

성 손실을 야기하며2), 자살로 인해 가족, 친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

에 비해 자살위험이 높았다10). 최근, 국가 의료이용자료를 이용한

람들이 느끼는 심각한 영향은 무려 6명에서 28명의 개인에게 영향을

연구에서 가족의 자살력과 가족구성의 변화 등이 자살 위험도를 높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 이러한 추정으로 자살로 영향을 받는

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정신과적 질환에 이환된 배우자가 있

유가족이 매년 새롭게 200,000명에서 800,000명이 발생하는 상황이

는 경우와 배우자의 자살, 자녀 사별 등은 자살의 상대위험도를 증

>>주
1) 사망원인통계, 통계청;2005
2) European Ministerial Conference on Mental Health. WHO, 2005
3) Knieper. A. The survivor's grief and recovery. Suicide Life Threat Behav
1999;29:353-364

가시킨다11)12)13)14). 또한 가족의 자살사건을 경험한 가족에서 자살시
도가 증가된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며15), 자살로 인한 배우자

>>주
4) Jacqueline GC. Do suicide survivors suffer social stigma;
a review of the literature. Perspect Psychiatr Care
2005;41(1):14-21
5) Jacqueline GC. Do suicide survivors suffer social stigma;
a review of the literature. Perspect Psychiatr Care
2005;41(1):14-21
6) Dyregrov K, Dyregrov A. Siblings after suicide-"the
forgotten bereaved". Suicide Life Threat Behav.
2005;35(6):714-24
7) Melhem NM. Day N. Shear MK, Day R, Reynolds CF.
Brent D. Traumatic grief among adolescents exposed to
a peer's suicide. Am J Psychiatry 2004;161(8):1411-1416
8) Brent DA, Moritz G, Bridge J, Perper J, Canobbio R.
Long-term impact of exposure to suicide : a three-year
controlled follow-up.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6;35(5):646-653
9) Brent DA, Bridge J, Johnson BA, Connolly J. Suicidal
behavior runs in families. A controlled family study of
adolescent suicide victims. Arch Gen Psychiatry
1996;53(12):1145-1152
10) Agerbo E. Midlife suicde risk, partner's psychiatric
illness, spouse and child bereavement by suicide or
other modes of death: a gender specific study.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05;59:407-412
11) Agerbo E. Midlife suicide risk, partner's psychiatric
illness, spouse and child bereavement by suicide or
other modes of death: a gender specific study.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05;59:407-412
12) Qin P, Agerbo E, Mortensen PB. Suicide risk in relation
to family history of completed suicide and psychiatric
disorders: a nested case-control study based on
longitudinal registers. Lancet 2002;360(9340):1126-1130
13) Agerbo E, Nordentoft M, Mortensen PB. Familial,
psychiatric, and socioeconomic risk factors for suicide
in young people: nested case-control study. BMJ
2002;325(7355):74
14) Qin P, Agerbo E, Mortensen PB. Suicide risk in relation
to socioeconomic, demographic, psychiatric, and familial
factors: a national register-based study of all suicides in
Denmark,1981-1997.Am J Psychiatry 2003;160(4):765-772
15) Brent DA, Bridge J, Johnson BA, Connolly J. Suicidal
behavior runs in families. A controlled family study of
adolescent suicide victims. Arch Gen Psychiatry
1996;53(12):114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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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은 다른 종류의 사망에 비해 자살위험이 높았다16). 덴마크의 의료이용자료 등 국가등록자료를 활용한 연구

나. 연구설계

에서도 자살의 가족력과 정신과적 질환은 유의하게 자살위험을 증가시키며 특히, 자살의 가족력은 정신과적 질
환 유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자살위험을 증가시켜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확실한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17).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은 국가사망원인 중 4위, 2005년 OECD 국가 중 자살사망율 1위를 차지하는 등 국가적
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자살이라는 외상적 사망이 가지는 잠재적 영향은 매우 폭발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이 가지고 있는 자료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전향적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살이 유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정신과적 질환발생 및 의료이용량 등의 질병부담 측면에서 분
석하여 자살의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살예방대책 수립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가. 데이터 구성 및 용어정의
본 연구는 가족의 자살사고를 경험한 유가족에 있어서 가족의 갑작스런 사망사건이 유가족의 정신과적 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등록자료인 1)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파일
자료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청구자료를 활용하여, 가족의 의료이용 및 가족수에 대한 데이터를
재구성하였다.
자료구축기간은 자살사망일 기준으로 자살사고 발생 전·후 1년 동안의 진료비 심사청구자료를 기초로 하여,
가족의 자살사고 경험으로 인한 유가족의 정신건강에 대한 단기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의 자살사고를 경험한 자살사고 경험군을 문헌에 근거하여 자살자 유가족으로 명명하고, 비교대상 집단을 자살
사고 비경험군으로 지칭하였다.

다. 연구대상
2003년 자살자 10,932명 중 무작위로 선택한 4,574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등록된 가입자임을 확인하고, 사망당시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강 보험증 번호를 기준으로
동일한 보험증 번호를 사용하는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를 자살자 가족으로 파악, 가족의 자살
사고를 경험한 유가족 10,212명과 자살자와 성, 연령,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짝짓기 한 대조군
9,148명의 가족 22,952명을 자살사고 비경험군으로 하였다.

>>주
16) Agerbo E. Midlife suicide risk, partner's psychiatric illness, spouse and child bereavement by suicide or other modes of death:
a gender specific study.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05;59:407-412
17) Qin P, Agerbo E, Mortensen PB. Suicide risk in relation to family history of completed suicide and psychiatric disorders: a
nested case-control study based on longitudinal registers. Lancet 2002;360(9340):1126-1130

7

결과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유가족에서 자살 노출 전에 비하

족의 우울증 등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살 유가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수행되

여 약 1.5배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후 1년 동안의 단기 영향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져, 자살자와의 가족관계에 따른 장기적

가. 자살자 유가족의 정신과적 질환 분포의 변화
가족의 자살이라는 갑작스런 사망이 유가족의 정신건

고찰 및 결론

영향에 대한 결과와 정신질환의 가족력과 자살과의 연관성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가족 외 자살자가 관계를 가
져 온 동료, 친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자살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자살사고 후 1년 동안
자살로 인한 가족의 사별관련 연구는 최근에 활발히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성원의 자살을 경험한 유가족에서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의

(F3X), 신경증적, 스트레스와 연관된 신체형 장애(F4X)

조사되고 있는 주제로서, 사별에 대한 심리적·정신의학

발생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 자살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가족의

가 자살자 가족에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자살

적 영향을 평가하고 관련 정신과적 질환 발생에 대한

자살사망의 영향을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시도한 선도 연구로서, 가족의 자살사망이라는 이벤트 발생

노출이 자살사고 비경험군의 정신과적 질환 발생율에

정신병리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전·후 1년간 자료라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의 정신건강 영향을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비해 유가족에 있어 정신과적 질환 발생율이 유의하게

서 수행된 친구나 가족의 자살로 인한 사별의 장기추적

특히, 우리나라 자살자의 평균연령이 50.2세, 유가족의 평균연령이 36.1세임을 감안한다면, 부모의 자살을 경험하는

조사연구에서 자살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족 코호트

자녀, 배우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며, 자살예방대책에 있어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질환의 민

(bereaved cohort)에서 우울, 불안 및 PTSD와 같은

감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살의 가족력은 유가족의 정신과적 질환발생과 2차

정신과적 질환이 증가되어 자살과 같은 사별이 유가족

적 자살을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으로 반드시 자살에 노출된 유가족과 친구, 직장동료, 그리고 정신과적 질환에 대해 조

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에 개입하는 서비스 네트워크와 사회적 지지환경이 마련되어야 자살의 파급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료비 심사청구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기분장애

증가하였다.
나. 자살자 유가족의 의료이용변화
유가족 및 자살사고 비경험군의 전·후 1년 동안의 정
신과적 질환에 대한 진료비 심사청구자료를 분석한 결

18)19)20)21)22)23)24)25).

과, 유가족에 있어서 진료비 청구건수가 노출 전에 비해

분장애가 자살에 노출되기 전에 비하여 노출 후 1년 동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기분장애(F3X), 신경

안 약 2.8배가 증가하여 사별의 정신건강 영향을 지지

증적, 스트레스와 연관된 신체형 장애(F4X)에 대한 진

하고 있다. 덴마크의 국가등록자료를 토대로 16년간 조

본 연구에서도 우울증을 포함하는 기

료비청구건수는 유가족에서 자살사고 비경험군의 정신

사한 Qin

과적 질환 발생율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제하고도 자살의 가족력과 정신과적 질환은 대조군에

들26)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수준을 통

비해 자살위험이 2.58배, 1.3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다. 자살자 유가족의 의료비용부담 변화

며, Dyregrov 와 Dyregrov27)은 노르웨이 소아청소년

가족 구성원의 자살사건 노출 전·후 1년간 전체 의료

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전향적으로 대조군과 비교·연구

비는, 유가족의 경우 요양급여가 자살사건 노출 전의 평

한 결과, 중증 우울증(severe depression)이 가족의

균 92,489원에 비해 노출 후 166,352원으로 크게 증가

자살을 경험한 소아청소년에서 7배 높다고 보고하여,

하였으며 자살사고 비경험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유가족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

자살 유가족에 있어 가족의 자살사건 노출 후 기분장애

요한 것으로 보인다.

및 신경증적, 스트레스와 연관된 신체형 장애로 지출한

이처럼 본 연구에서도 가족의 자살사망을 경험한 유가

>>주
18) Brent DA, Moritz G, Bridge J, Perper J, Canobbio R. The impact of adolescent suicide on siblings and parents :
a longitudinal follow-up. Suicide Life Threat Behav 1996;26(3):253-259
19) Brent DA, Perper JA, Moritz G, Allman C, Schweers J, Roth C, Balach L, Canobbio R, Liotus L: Psychiatric sequelae to the loss of
an adolescent peer to suicide.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3; 32:509-517
20) Brent DA, Perper J, Moritz G, Allman C, Liotus L, Schweers J, Roth C, Balach L, Canobbio R: Bereavement or depression?
the impact of the loss of a friend to suicide.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3; 32:1189-1197
21) Brent DA, Perper JA, Moritz G, Liotus L, Schweers J, Roth C, Balach L, Allman C: Psychiatric impact of the loss of an adolescent
sibling to suicide. J Affect Disord 1993; 28:249-256
22) Brent DA, Peters MJ, Weller E: Resolved: several weeks of depressive symptoms after exposure to a friend's suicide is "major
depressive disorder."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4; 33:582-587
23) Brent DA, Perper JA, Moritz G, Liotus L, Schweers J, Canobbio R: Major depression or uncomplicated bereavement? a follow-up
of youth exposed to suicide.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4; 33:231-239
24) Brent DA, Perper JA, Moritz G, Liotus L, Richardson D, Canobbio R, Schweers J, Roth C: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peers
of adolescent suicide victims: predisposing factors and phenomenology.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5; 34:209-215
25) Brent DA, Moritz G, Bridge J, Perper J, Canobbio R: Long-term impact of exposure to suicide: a three-year controlled followup.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6; 35:646-653
26) Qin P, Agerbo E, Mortensen PB. Suicide risk in relation to family history of completed suicide and psychiatric disorders: a nested
case-control study based on longitudinal registers. Lancet 2002;360(9340):1126-1130
27) Dyregrov K, Dyregrov A. Siblings after suicide - "the forgotten bereaved". Suicide Life Threat Behav. 2005;35(6):714-24

9

글_김신영(이음병원 정신과 의학박사)

3~4년 전만 해도 트라우마, 외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낯설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다양한 사건사고들, 특히 그 중에서도 성폭력 사건 등을 전달하면서 이제는 트라우마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가 많이 알려진다는 것은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이
자신의 상태를 좀 더 잘 알고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심
이 커진다는 것에 대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의학에서 트라우마, 즉 심리외상은 전쟁, 사고, 자연재
앙, 폭력 등 생명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말합니다. 그
냥 듣고 생각해봐도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힘들겠
지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그런데, 왜 이런 경험들은 충격이
큰 것일까요?
외상 사건은 일반적인 사람의 적응 능력을 압도하기 때문입
니다. 트라우마는 대개 저항을 할 수도 없고 도망을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꼼짝 못하고 생명과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죽음의 공포를 직면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
람은 강렬한 두려움, 무력감, 통제상실, 붕괴의 위협을 경험
하게 됩니다. 이런 외상적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동
안 자신이 살면서 익숙한 대처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압도되고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외상 사
건 이후 사람들은 신경계의 극도의 활성화를 유발하는 쇼크
상태를 경험하고, 이로 인하여 위험에 대한 도주/투쟁

(flight/fight) 반응, 반사적인 반응(reflexive reactions), 그리
고 과도한 감정적 각성(emotional arousal)을 경험하게 됩
니다.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위기에서 자신도 모르게 발
휘되는 생존 본능인 것입니다.
트라우마 이후 사람들은 지각, 사고, 행동의 모든 시스템이
달라지고, 외상 이후로 과거와 현재 사이의 지속성이 끊기게
됩니다. 외상 사건 이후 긴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자신의 주
변 환경을 위험하고 위협적으로 느끼고 반응하게 됩니다. 즉,
외상적 경험을 한 사람들은 사건 이후로 자기(self)와 세상
(world)에 대한 인식이 변하여, 지각하고 생각하고 관련짓는
개인의 방식에 심각한 변화가 생깁니다. 실제로는 외상 사건
에서 벗어나 있지만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에게는 시도때도
없이 공포스러운 외상적인 기억이 삶에 침입(intrusion)하여,
현재는 과거의 외상 경험처럼 늘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의식

적으로는 자신이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뇌의 좀 더
본능적인 영역에서는 항상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감정적으로
각성되고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이로 인해 외상 사건과 관련
된 자극은 본능적이고 반사적인 도주/투쟁 반응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과민한 상태(hypersensitivity)로 살아가게 됩니
다. 그리고 공포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의 요소를 피하
기 위한 무감각과 무기력 등도 나타납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 일시적인
적응장애, 수면장애에서부터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성격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질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트라우마의 피해자들이 갑작스러운 외상적 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수 시간에서 수 일간에 걸쳐 일어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acute stress reaction)은 한 편으로는‘비
정상적인 일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정상적인 적응 반응’
이라
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멍한 상태를 보
이는 환자는 감정반응의 둔화, 비현실감, 이인증(자아상실감),
해리성 기억상실 등과 같은 해리증상을 경험하는 특징이 있
습니다. 외상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재경험하는 증상도 나타나
며, 각성 상태가 높아져 불면증, 짜증, 신경질, 과도한 불안,
놀람 반응 등을 보이기도 하고, 외상을 떠올릴 수 있는 자극
을 회피하는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보이던
환자들 중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증상이 약화되
고 사라지지만 약 12-24%의 환자들은 증상이 수일에서 수
주간 지속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acute
stress disorder)의 진단을 내리고 좀 더 주의 깊은 관찰과
치료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 받은
사람들 중 약 60-80%의 환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중요한 3가지 증상은 1) 꿈이나 반
복되는 생각에서 외상적 사건을 재경험하는 것, 2) 회피와 감

정적 무감각, 3) 자율신경계의 과잉각성 상태입니다.
외상 사건을 경험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마치 현재에서도 그 외상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깨어 있는 동안 어떤 이미
지나 잔상의 형태로 나타나는 플새시백(flashback)이나 잠을
자는 동안 악몽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재경험은 원래
의 외상 기억과 비슷한 자극을 받을 때마다 반복해서 일어나
게 됩니다. 이러한 재경험 증상은 외상 경험시의 고통을 재
경험 때마다 느끼게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재경험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을 회피하려고 하고, 감정조차 느끼지 않으려
하며 심지어는 그 고통스러운 외상 사건 자체를 자신도 모르
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충격적인
사건이 언제 또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늘 위험을 경계하
는 긴장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하
게 반응하고 자극에 비해 심하게 놀라곤 합니다. 늘 초조하
고 불안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짜증을 잘 내게 되고 긴장되
어 잠도 잘 자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게 되
면 보통의 일상적인 삶이 어려워집니다. 재경험 증상으로 인
해 직장, 가정들의 현실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고, 긴장되거
나 무기력한 상태가 반복되어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갖기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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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토겐 트레이닝(Autogenes Training)은
독일의 슐츠박사(Johannes H. Schultz 1884-1970)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마음에 쉼을 주는 스트레스 이완방법입니다.

글_오승연(csp교육담당/1101kh@naver.com)

그녀를 처음 본 것은 올해 4월 그녀가 자살예방연구회의 멤버로 활동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그녀는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고, 호탕한 웃음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일에 열정을 다한다. 그리고 왜 그런 진 모르지만
무지 편안하다. 그녀의 화려한 이력을 들으면 그 편안함의 원동력이 더욱
궁금해진다. 인터뷰를 위해 찾아 간 그녀의 집이자 연구소는 주인처럼
휴식 같은 편안함과 아늑함이 묻어 있었다.

아우토겐 트레이닝 테라피스트,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과 빌레펠트대학에서
철학, 인류학, 심리학, 과학사/의학사 수학,
빌레펠트 대학 철학과 강사

선생님을 보면, 정말‘열정적인 사람’
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 지치지 않는 열정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김빠질 텐데, 사람마다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나 봐요. 그럼, 선생님에게 풍기는 그 편안함
도 타고난 걸까요? 예전에 저도 긴장하면서 살았어요. 독일에 있으면서 성악 레슨을 받았는데 정
말 하고 싶은 것을 한 경험이었죠. 근데, 혼자 할 때랑 교수님 앞에서 레슨 받을 때가 너무 다른 거
에요. 누구 앞에 나가서 잘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성대가 닫히지 않아서 결국 음성치
료를 받게 됐는데, 그게 치료의 시작이고요, 치료의 80%가 이완이었어요. 2년 반쯤 걸렸는데, 이게 뭐하는 건가 싶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치료를 했죠. 양말 벗고서 테니스 공을 굴리거나, 얇은 스카프를 가지고 혼자 방을 계속 돌거나, 누워서 숨
을 쉬는 걸 그냥 봐요. 그게 치료에요. 아무것도 설명을 안 해줘요. 이완을 하다보면 트라우마 플레시백 현상들이 일어나요.
갑자기 트라우마 순간이 번득 기억나요. 제게는 대게 엄마였죠. 엄마는 물이 되게 더럽다고 생각하셨어요.‘거긴 물이 철벅
철벅한데 거길 다니니?!’라고 하면서‘비켜라, 비켜라’심하게 그러셨던 거죠. 저한테는 트라우마였어요. 저는 구두 안에서
도 평소에 발가락을 항상 오므린 자세로 다녔어요. 수수께끼가 풀렸죠. 긴장을 딱 하고 있으니까 서로 연결된 온몸이 다 긴

장하고 있었던 거죠. 아우토겐을 하고 난 이후의 제 삶은 정말 변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남자친구가 생기고 아이를 갖고, 결혼
을 했던 때가 그 시기에요. 아우토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 동생이 죽었어요. 2001년... 내년이면 10년 돼요. 제가
아우토겐을 하면서 삶이 변했던 그 시기죠. 자매가 다른 길을 갔어요. 제 동생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30대 초반에 네이처
(Nature)에 제 1저자로 두 번 당당하게 기제를 했죠. 그 당시 국내에서는 거의 없었을거에요. 그런데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 졌
었어요. 그러고 나서 일 년 후에 제 동생은 죽었어요. 그게 계기가 됐죠.. 너무 소진이 돼있으면 사고인지 자살인지 경계가 애매
해요, 그런 사람의 정신세계를 들어가보면 자기가 자살을 하는 건지, 다 놔버리는 건지 모르는 거죠. 제 인생에 일어났던 가장
이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 이해할 수 없게 죽었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 가설일 수 밖에 없는 거에요, 동생의 영혼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겠어!’이런 계획을 세우고
최면을 공부 하는데 이완이 깊게 이루어진 거죠. 애기 둘 낳고 나서 온 몸이 욱신욱신 힘들었는데 처음으로 다시 날아갈 듯 한
가뿐 한 느낌과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거에요. 그 느낌이 일주일을 갔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완이 이렇게 중
요한 거구나. 이완이 이렇게 중요한 거면 굳이 최면 같은 지적인 것을 파고 들어가고 뭔가를 바꾸는 것이 뭐가 중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완자체만, 거기까지만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우토겐 트레이
닝을 하시면서 삶에 지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
면? 우리 교육은 사실 눈 감으면 코 베어 갈 세상이라는 메시지를 주죠, 맞긴 맞는 말이에요,
아무 때나 긴장을 풀고 이완을 하면 안되는 게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렇게
긴장을 하고 방어적으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이곳은 확실히 안전한 곳이라는 피
난처가 필요해요. 그게 사실은 집이 되어줘야 하는데 엄마들이 불안해서 그렇게 못해주죠. 세
상이 굉장히 험악한 곳이지만 마치 세상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듯이 누군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해요. 그래야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번 아웃이라는 건 아우토겐 배우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된 거에요.‘내 동생이 번 아웃이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 그전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치료하고 분석하는 것에 현혹돼 있었는데, 그냥 건드리지 말고, 괜히 들추고 아프니
뭐니 애착관계가 잘못됐느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그냥 쉬게만 해줬어도..’
라는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말한다. 지금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고, 쓰러지면 안 되고, 만약 넘어졌더
라도 어서 일어나서 파이팅을 하라고. 하지만 그녀는 말한다. 쉬라고, 잠시 깊이 쉬어보라고,
그래도 된다고. 그녀의 말에 마음이 편안해진다. 위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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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의료봉사!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07년, 한의원을 방문한 수원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전부터 보건소에서
외국인 진료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영어나 한문 등의 학습 자원봉사를 하려고 생각했는
데 주변에서 의학에 관한 것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했다.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재밌고,
보람되고, 유익한 것들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학을 접목하게 되었고, 당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의학전문자원봉사자가 만들어진 시초이다.

의토리 자원봉사단의 구성은?
청소년들이 유익한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모집을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협조해주었다. 그 외 한의사와 주부도 있는데 이번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와 하는 가족봉사프로그램에는 중학생과 부모가 참여한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봉사자, 기관이 함께 하는 봉사형태라 활동 전에 꼭 교육을 한다. 지금까지 신부
님, 간호사, 정신과 의사, 한의사 등 의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친 교육을 진행했다.

수원시자살예방센터와의 첫 인연은,
글_이하나(csp상담담당/yibbihana@hanmail.net)

한의원에서 봉사프로그램을 한다니 조금 낯선 풍경이다. 올 10월 본 센터의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시 인연을 맺게 된 의토리한의원 얘기이다.‘다시’
라고 한 것은
2007년 청소년자원봉사프로그램인 ‘아름다운사람지킴이’
의 농사 프로젝트 때 함께 농장을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4년 후, 의토리한의원의 정국영 원장은 직접 약재와
를 재배하고 환자를 돌보며, 여전히 신개념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가족
지난
가꾼
채소

‘의토리 자원봉사단’(이하‘의토리’)이 하는 활동은?
먼저, 의토리란‘의학 자원봉사자(의로운 사람)의 토대를 만드는
사람들의 마을’
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의토리의 주된 활동은
의학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 노숙인·외국인
노동자 등의 건강지킴이 의료봉사, 장애우·독거노인·치매노인
등을 위한 한방 의료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의토리
원예치유 농장을 운영하여 수확물을 노숙자 및 결식아동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자연치료를 하고 싶어서 치유농장을 만들었다. 당시 수원시정신보건센터, 수원시자살예방센터,
노숙인자활센터, 알코올상담센터, 특수학급과 함께 농장을 만들어 약초를 심었다. 당시 자살예방
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와서 토마토도 심고, 함께 어울려 공동체작업을 했었다. 지금은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 재배된 수확물은 노숙인이나 결식아동 등 이웃들에게 전달한다.

이번 가족봉사프로그램의 역할은?
의료봉사단이 구성되면 원하는 대상으로 매치가 되는데 이번엔 어르신들의 우울증을 다루게
되었다. 대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면 치매나 당뇨, 비만 등의 치유적인 봉사가 이루어
지는데 이번엔 비약물요법의 봉사형태이다. 혼자 하는 봉사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봉사활동기간
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식사도 하고, 활동 중 있었던 문제점이나 해결방안 등을 함께
고민한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수원시자살예방센터와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기대가
크다.^^

부모-자녀가 함께 하는 자원봉사는 그 자체가 뜻 깊다. 혼자 하는 봉사가 아닌 여럿이 함께
하는 봉사,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정국영원장님과 의토리 가족봉사단과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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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이고은(csp교육담당/bewise02@nate.com)
글_정원식(‘아름다운사람지킴이’지도교사)

수원시자살예방센터의‘아름다운사람지킴이’
지도교사로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난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던 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 내게 자원봉사는 최고의 기회였다. 하지만 처음인 만큼 긴장도 많이 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아름다운 사람 지킴이와 지도교사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나를 좀 더 나은 단계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사실 나는 자살이나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그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라고만 생각했지‘왜?’
란 질문을
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배우며 찾을 수 있었고, 지킴이들 또한 교육이 거듭될수록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가는 인상을 주었다. 지킴이들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며 청소년기의 자살 예방 교육이 얼마
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청소년 시기가 특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아가 확립되는 시기라는 점이다.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장차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자아가 확립되어가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올바른 자살예방교육과
인성교육을 한다면,‘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수원시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일련의 교육들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 꼽힌다. OECD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31.2명으로
OECD 평균인 11.3명의 3배 가까운 수치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배운 지킴이들이 세상에 나가 이를
널리 알린다면, 이보다 세상을 행복하고 따뜻하게 하는 바이러스는 없을 것이다.
인류는 수많은 시간 동안 수없는 진화를 통해 발전했으며 그 긴 시간동안

우리 집에 왜 왔니♩왜 왔니♪ 왜 왔니♬
아름다운사람지킴이를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아름다운사람지킴이 14기들이 똘똘 뭉쳐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Why?!
수원시자살예방센터 개소 10주년을 기념하여 센터의 살아 있는 마스코트 아름다운사람지킴이 14기가
12월 16일 홈커밍데이(HOME-COMING DAY)행사를 한다.
2001년 1기를 시작으로 2011년 13기까지의 프로그램 수료자들과 지도교사 선생님들을 초청하여
한바탕 즐거운 모임을 갖는다.
이를 위해 지킴이 14기는 200여명 가까이 되는 선배들에게 보낼 초청장과 지도교사 선생님을 위한
스페셜 카드까지 정성을 담아 직접 제작하였다. 홈커밍데이에 초대된 중학생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지킴이들은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친분을 쌓고, 경험담을 나누며 아름다운사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 외에도 비밀리에 진행되는 기대 가득한 시간들이 깨알같이 알차게 준비돼 있다는거~!
아름다운사람지킴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그들의 THE BEAUTIFUL DAY가 몹시 기다려진다.
커밍수운~!

가치관도 조금씩 변해 현재에 이르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생명은 소중하다’
는 것이다.
생명에는 계급도 없고, 부자도 가난함도 없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은 단 하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금 일깨워주는 수원시자살예방센터의‘아름다운사람지킴이’
프로그램이 오래오래 꾸준히 지속되고 발전해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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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백민정(csp교육담당/mj831@hanmail.net)

열 살 꼬마였던 당신에게 누군가‘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꿈이 뭐야?’라고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은지? 기억을 더듬어 가보자면 대체적으로 단순한 직업의 구분기준에 따라
선생님, 의사, 변호사, 대통령, 연예인 등등 이 나올지도.
사람의 열 살은 어리고 순진하고 본격적인 학업에 대한 부담이 아직은 조금 덜한 때가 아닐까 싶다.
태어난 지 십 년, 만들어진 지 십 년. 그리고 그를 알아온 지 10년. 십년의 세월에 대해
올해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바로 그 중심에 수원시자살예방센터의
10주년이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자살예방센터가열살이되었다.
열 살을 맞이한 수원시자살예방센터는 그간의 성장과정을 돌아보고 한걸음 진보하기 위한 준비시간을 가졌다.
『수원시자살예방센터 개소10주년 기념 생명사랑문화제』
가 그것으로 그동안 본 센터를 아껴주고, 함께해준 고마운 사람들과
자살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이틀간의 축제를 벌였다.

음악도 즐기고 공부도 같이 합시다 - 문화와 학술이 만나다.
9월30일금요일.
그밤은요란했고, 뜨거웠다. 9월29일목요일.

밤의 열기는 다음 날인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수원시자살
로 이어졌다. 수원청소년
생명사랑문화제의 첫 날은 어스름한 저녁에 문을 열었다. 예방사업, 10년의 발자취를 이어가다’
자살예방프로젝트 앨범인‘이어달리기’
를 함께 작업한 인디 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열린 본 심포지엄은 수원시자살
밴드‘입술을 깨물다’
와 음악 좀 듣는다는 사람들은 다 아는 예방센터 10년의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더욱 잘하기 위해
밴드‘국카스텐’
이 함께한 자살예방콘서트 Hope Relay. 장 각계각층의 연자들을 모시고 토론의 장을 펼쳤다.
안구민회관 한누리아트홀에서 진행된 콘서트에는 밤을 기대 수원시립교향악단과 마임이스트‘김봉석’(마네트 대표)의
하는, 밤을 잊은 시민들이 난생처음 접하는 자살예방콘서트 몸짓으로 서두를 연 본 심포지엄은 수원시자살예방센터의
에 대한 낯설음을 버리고 모여들었다. 공연 5시간 전부터 행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과 계획들에 대한 발표
사장에 도착해 기다린 열성팬, 야간자율학습을 땡땡이치고 에 이어 목사로서, 교수로서, 행정가로서, 시민단체장으로서,
달려온 고등학생, 음악에 대한 이해와는 전혀 무관하게 엄마 그리고 시민으로서 바라본 수원시자살예방사업에 대한 고찰
가 간다니까 따라나선 어린이, 이거 내가 들어도 괜찮을까? 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국내최초의 자살예방센터로써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걸음 한 중년의 부부까지...
‘입술을 깨물다’
의 자살예방프로젝트 앨범 수록곡‘이어달리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서왔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기’
,‘한번만 더’
,‘졸업’
이 공연장에 울려 퍼지자 낯선 노래 더불어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법안이 통과됨
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환호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에 따라 보다 분명하고 효과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역할을 수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와는 그리 먼 일이 아니라 행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는 것. 이제 조금씩 우리사회도 공감하기 시작한 것일까.‘국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꾸며진 이번
카스텐’역시 단도직입적으로“죽지 말고, 악착같이 살자”
라
고 외치며 폭발적인 무대를 이끌어갔다. 누군가는 이 시간에 행사에는 다양한 기념품도 준비되었다. 그 가운데‘오색국수’
도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며 세상과의 안녕을 고한다는 것 도 있었는데 포장에 있는 스티커가 눈길을 끌었다.
을 모두가 기억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호소하는 사회자 ‘수원시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장수합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자살예방이다.
의 멘트처럼, 그 밤은 뜨거웠고, 요란했으며, 조금은 슬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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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안톤은 아들의 피해 사실을 모릅니다. 오히려 동네 건달 정비사에게 안톤
또한 작은 폭력과 함께 깊은 모욕을 당합니다. 끝까지 이성을 잃지 않고 비폭력
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안톤을 비웃는 것은 정비사만이 아닙니다. 아들 친구 크리
스티앙 또한 안톤의 해결방식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어리지만 냉혹한 크리스
티앙의 결연한 얼굴에서 우리는 더 구체적인 해답을 찾을 지도 모릅니다. 마음속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이기 위해 호수물에 뛰어 드는 안톤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저는 체념을 읽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폭력의 철저한 독립성과 무연관성
을 외치는 인간의 모순된 감정을 읽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내와의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결국 아프리카 난민촌을 찾아온 살인범을 인도적으로 치료하다가
분노를 폭발시키는 안톤의 모습이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영화는 걷잡을
수 없는 폭력의 인과관계를 연결시키며, 엘리어스의 희생을 바탕으로 용서와 화해
가 이루어지는 착한 드라마로 귀결되는 듯이 보입니다.
몇 가지 해결되지 않는 영화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아프리카
난민촌에 가해지는 폭력과 덴마크 작은 학교에서 행해지는 폭력을 물리적인 측면
에서 균등하게 다루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저개발 아프리카 대륙의

몇 달 만에 글을 씁니다. 마음이 그다지 편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상살이에 대한 나름의 예측이 빗나가기 시작했고,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미 달라져 있는 것을 제가 애써 외면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와 함께 체념
이 양가감정으로 남게 되었지요. 용서라는 추상적 단어는 그리 쉽게 마음속에 자리잡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즈음에, 슬그머니 세상에
대한 연민이 들풀처럼 고개를 듭니다. 결국 인간의 미움과 복수와 폭력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드릴 이야기는
개인과 사회에 가해지는 폭력이 아무리 가혹해도 인간은 희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구도적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인 어 베러 월드(In the
better world, 2010)’
입니다. 덴마크 내에서 개봉될 때, 원제목이 '복수
‘인 것을 보면, 수잔 비에르 감독이 그리고자 했던 영상세계는 아마
도 폭력과 복수에 대한 인간의 용서와 화해였을 겁니다. 잠시 영화를 들여다 봅니다.
아프리카 난민촌에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슈바이처를 닮은 의사 안톤이 있습니다. 숭고한 사명의식으로 가득한 그의 얼굴에서 19세기
구한말 광혜원의 알렌이나 세브란스병원의 에비슨이 연상됩니다. 카메라는 다시 한적한 덴마크의 초등학교를 비춥니다. 엘리어스라는
남자애가 매일 동료들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갓 전학 온 크리스티앙이라는 소년이 이를 지켜 주려다 똑같이 집단폭력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야무진 크리스티앙의 얼굴에 겉잡을 수 없는 분노가 지나가면서, 그는 자기 얼굴만큼 커다란 칼을 가해자들에게 들이댑
니다. 반항할 수조차 없게 무자비한 폭력으로 자신과 엘리어스에게 가해진 폭력을 되돌려 주는 크리스티앙의 모습 위로 다시 아프리카의
슈바이처 안톤이 겹쳐집니다. 사실 크리스티앙이 아닌 힘없는 피해자 엘리어스가 안톤의 아들입니다. 이들 부자는 가끔 만나고 교감

폭력은 덴마크 등의 제국주의적 국가폭력의 결과물이라는 시각입니다. 적어도 국가와 개인의 폭력이 강한 유대관계를 가진다는 전제하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폭력은 난민의 지위권 교부부터 시작해, 유럽 열강들의 식민통치라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모순은 덴마크 작은 마을에 내재된 일상의 폭력에 대한 해결방식에서 안톤이 강조하는 비폭력적 대응이 동화처럼 비춰진다는
점입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지나치게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앙
의 대응이 극단적인 위험으로 간주되는 것 또한 지나치게 교훈적인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이 영화를 통해 저는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미세한 구도로 대립
시킨 것에 주목합니다. 폭력에 대항하는 힘과 굴복할 수밖에 없는 힘. 아이와 어른의 대응
방식. 선과 악의 극명한 이분법 구도. 그리고 복수와 용서. 이 세상은 너무나 약한 고리로
인간들을 느슨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혼돈 그 자체에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희망 찾아 가기’
라든가‘인간 본연의 순수성’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고리의 연장선상에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매일 가해지는 폭력에 대항하고 한편
으로 분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용서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이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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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밌는 모양의 초콜릿 2.핀란드에서 이런 무지개를 5번이나 봤다.
3.핀란드 보건복지 연구원(THL) 4.사우나를 좋아하는 핀란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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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핀란드씨’
핀란드씨가 안내한 항구의 시장과 근처의 올드마켓에는 다양한
글_권선영(csp홍보담당/letterinbye@nate.com)

식재료와 음식, 공산품들, 수수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곳을
돌아다니다가 한 가게에서 기념품을 사려고 둘러보고 있는데 주인
아줌마와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둘 다 영어가 너무 서툴렀던 것이

핀란드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지는 못했지만,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 한번쯤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화려한 관광지도 없고, 물가도 비싸다는 곳에 비행기로 8~9시간 걸려
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희박한 일이었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핀란드씨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갈만큼 압도하는 포스는 풍기지 않는다. 내게는.
최근 그를 만났다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 정보의 양이란 참 짧고 부족했다.
핀란드씨를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이루지 못할 로망으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살고 볼 일이라고, 그를 만나게 됐다.
6일간 함께 한 그는 친절하고, 평온했으며, 기본에 충실했다. 동시대에, 지구라는 같은 행성에 살면서 나와 다른
생활, 여유 있는 모습이 부럽고 인상적이었다. 두 달이 지난 지금 여기 몇 장의 사진과 함께 그를 기억하려고 한다.
훗날 많은 것이 잊혀 지겠지만, 마음속에 담겨진 좋은 인상과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비행기 바퀴가 아직 땅에 닿기 전에...‘첫인상’
그를 처음 만난 날은 하늘에 조금 구름이 끼어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바라본 상공의 구름은 미켈란젤로 같은 예술가가 만들어
놓은‘역동적인 조각상’같았다. 그 아래 드넓은 자작나무 숲과 집들, 차들이 오가고 있었다. 녹색 숲 때문인지 빨간 자동차들이
자극적이었다. 아마 구름모양이 준 느낌 때문이었을 거다. 듣던 대로 핀란드씨가 잔잔하고 조용하지만은 않은 이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다. 그때 어느 틈에 핀란드씨가 다가와 우리의 사정을 알고 도와주
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미모의 일행 한 분은 당시 핀란드씨의

‘사우나를 좋아하는 핀란드씨’

친절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굽신거리지 않고, 뭘 얻기 위한 것

동경26도 북위64도의 사우나를 나도 경험했다. 몸을 식히기 위해

도 아닌, 과하지 않고 당당한, 깊이 있는 인간애가 느껴지는 친절’

문으로 연결돼 있는 수영장에 갔는데 웃통을 벗은 혹은‘더 벗은’

이었다고. 동감이다.

남자운동선수들이‘마침’있어 눈을 어디에 둘지 몰랐다.
하루는 핀란드씨와 알코올 클리닉 센터에 갔다. 일반 가정집 거실

‘건강한 핀란드씨’

같은 입원병동 한쪽에 사우나실이 있었다. 사우나의 본고장인건

수원시자살예방센터에서 온 나를 위해 핀란드씨는 여러 정신건

알았지만, 치료로써 사용될 줄은 몰랐다. 평상복 차림의 의사선생

강기관과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었다. 정신건강협회를 비

님은 사우나가‘아주 중요한 치료 프로그램’이라며 환자들이 아주

롯하여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곳(THL), 국가의

좋아한다고 했다. 고유의 문화 가운데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섯 개 중심병원 중 하나인 헬싱키 대학병원 등 전반적인 정신보

것이 있겠구나 싶었다. 밖을 향한 시선이 안으로 돌려졌다.

건시스템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다시 생각해도 참 고마운 일이다.
동경26도 북위64도의 정신건강사업은 러시아 치하의 혹독한 시절

이 외에도 친자연주의 핀란드씨,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핀란드씨,

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미래를 위해 그 무엇보다 정신의 건강을 중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웃에 사는 핀란드씨,‘휘바휘바’자일리

요하게 여긴 것이다. 그래서일까? 참 탄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문

톨을 씹는 핀란드씨, 역사를 잘 보존하는 핀란드씨... 그의 얘기를

득, 핀란드씨의 얼굴을 떠올려 본다. 향신료 아닌 간단히 소금으로

하다 보니 수다스러워진다.

만 간을 한 듯한 담백한 표정. 말할 때의 친근한 모습과 미소.. 수입

역시나 쉽게 만나러 가진 못하겠지만. 그의 편안함과 여유로움이

의 40%를 세금으로 내지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고, 존중

그리울 것 같다.

하는 핀란드씨의 삶이 건강해 보였다.

안녕. 잘 지내요, 핀란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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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0대 남성)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으니까 죽는 생각을 해요.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숨 쉬는 것도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저는 얼굴에 흉터가 있어요. 사고 때문에 생겼어요. 사고이후로 집에만 있고 혼자 살아요. 죽을 것 같을 땐 정신과에도 가봤
는데 의사선생님도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약만 주셨어요. 예전의 내가 죽어버렸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가지
고 있는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는 절대로 자살은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살하면 또 제 몸이 다칠 텐데..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나마 내 얼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 밖에서 빛나는 가을 햇살이 나른한 오후에 님의 글을 읽고 한동안 가슴이 먹먹해 옴을 느꼈습니다. 스물세 살 청년이 느끼는 삶의 고민들이 제게
도 전해져서 안타깝고 안쓰러웠습니다.
언젠가 님에게 큰 사고가 있었나 봅니다. 그 사고를 겪고 힘든 시간을 많이 이겨 오셨을 텐데, 흉터가 남아 지금까지 님을 힘겹게 하고 있네요.
어떤 사고였는지 잘 모르지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혼자 지내고 계시다니 일상은 어떻게 유지하시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도
됩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위축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도, 미래의 어떤 변화도, 희망도 고려할 수 없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과정이고 누구나 겪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내가 그 상황이 되면 정말 외롭고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은 모든 사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님께서 죽음보다 삶을 선택하시고 좌절이 아닌 수용으로 자신을 받아들이실 때 어쩌면 상황
은 지금과는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수도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님도
아실 것입니다. 외모가 출중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모두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란 것도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시간과 함께 자신을 좀 놓아주고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음 속 가득 찬 이야기를 덜어 놓으셔도 좋고,
어머니와 솔직하게 대화 나누며 위로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잘 넘겨 내셔서 부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삶의 이야기와
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어떤 이야기든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고 건강하세요.

자료제공_이현미(수원시 권선구보건소 정신보건담당 hyunmi65@korea.kr)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는 지리적으로 취약한 거리의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보건소『경로당 순회 어르신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한방, 만성질환예방과 구강관리를 한 번에 접할 수 있는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여 외로움 해소와 공공 의료 서비스를
더불어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건강수명 연장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한 경로당에 월 3회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기간 : 연중실시
○ 프로그램 내용
1주차 중풍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구체적인 중풍예방법 교육
2주차 만성성인병 질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만성질환 관리교육
및 식이요법
건강수치 체크 :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측정
3주차 노년기 치아관리, 틀니사용 및 보관방법, 불소겔도포

상담 내용은 복수 체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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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Love yourself 생명사랑
글·그림 공모전 시상식

하반기 자살예방교육 일정

개소 10주년 기념 백서 제작

멘토와 함께 하는 I'm your friend 송별회

본 센터는 10주년 기념 백서‘수원시자살예방사업,

수원시 생명사랑 휴먼스쿨 프로젝트의

10년의 발자취를 이어가다’
를 제작하였다. 2001년

‘멘토와 함께하는 I'm your friend'가

개소 이후의 연혁과 사업내용 뿐 아니라 초창기 상

송별회를 가졌다. 지난 4월 화성소풍

황과 사업내용 등을 엿볼 수 있는 역대 센터장과

이후 8개월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18

실무자, 공무원의 인터뷰가 담겨있다. 백서 제작을

일 멘토와 멘티가 한자리에 모여 지난

통해서 국내에서 최초로 시작된 수원시자살예방사

활동을 돌아보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

업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을 가졌다. 또한, 수원역 근처의 인도
음식점에서 가진 이번 모임은 백승희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 선생님의 특
별강연과 이색적인 외국 음식으로 화
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수원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Love Yourself 생명사랑 글·그림 공모전의 시상
식이 7월 14일 권선구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열렸다. 당선자들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
데 글 8점, 그림 8점의 시상이 진행되었으며, 당선자의 작품소개와 소감이 담긴 인터

휴먼시티 건강박람회 참가

뷰 동영상이 상영되었다. 당선작들은 7월 15일~21일까지 수원시청 1층 로비에 전시

아름다운사람지킴이 13기 활동 마무리

되었다.

지난 7월 22일 아름다운사

어르신 집단치료프로그램 실시
일시

기 관 명

6월

고색중학교, 하남초등학교, 영덕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세류중학교,
수원중학교, 경주생명의전화, 일월초등학교, 매향중학교,
영복여자중학교, 한일초등학교, 율천고등학교

람지킴이 13기의 활동발표
회가 권선구보건소에서 진
행되었다. 스톱모션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조별 영상
을 각각 독특한 형식의 소
개와 함께 발표하고, 즉석
투표를 하여 최고 작품을

7월

고색중학교, 남창초등학교, 영복여자중학교, 곡반중학교, 효탑초등학교,

가렸다. 그 외에도‘아름다

삼일공업고등학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영신중학교, 자살예방학교

운사람지킴이 수료식’과
‘우리끼리 어워드’,‘지킴

11월 5일 화성행궁 광장에서는‘WHO건강도시 수원 선포식’
과 함께‘휴먼시티 건강

9월

율현초등학교,서호중학교, 영통초등학교

박람회’
가 개최되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건강도시 선언문 낭독으로 시작된 이번 행
사는 수원 관내 정신건강관련 41개 기관이 참여하여 생애주기별로 부스 체험관을 운
영하였다. 본 센터는 청소년관에서‘노래하는 희망나무’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퀴즈’
,‘러브레터 보내기’등 다양한 부대 운영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0월

원곡고등학교, 송현중학교, 태장고등학교, 병점고등학교,
남수원초등학교, 수원공군부대, 잠원중학교, 삼성전자, 팔달구노인지회.
평택구치소, 경영정보고등학교

본 센터 어르신자살예방사업(‘사랑의 인사’)의 일환으로 수원시 3개 노인복지관

이 지도교사 스페셜무대’

(sk청솔·버드내·서호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중증 우울과 자살 시도력이 있는

등 웃음 가득한 시간을 보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단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6월 16일~7월 7일, 7월 20일

냈으며 마지막 일정이 되는

~8월 11일 기간 동안 강윤아(행복한우리동네의원), 한효정(수원시자살예방센터) 선생

1박 2일 캠프로 활동을

님의 진행으로 음악치료와 문학치료를 하였으며, 총 142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였다.

마무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