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자 유족의 심리적 

외상 관련 조사연구 

- 자살자 유족을 중심으로 -　

2008. ３.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연구　책임자 　　이훈진（서울대학교）

공동　연구원 박세란（서울대학교）

보조　연구원 　　 최정인（서울대학교） 　　　　
　　　　　　　　　　　　　　　 박주현（서울대학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망자 유족의 심리적 

외상 관련 조사연구 

- 자살자 유족을 중심으로 -　

2007년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8. ３.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연구　책임자 　　이훈진（서울대학교）

공동　연구원 박세란（서울대학교）
보조　연구원 　　 최정인（서울대학교） 　　　　

　　　　　　　　　　　　　　　　박주현（서울대학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목 차

Ⅰ. 조사 목적 및 문제제기‥‥‥‥‥‥‥‥‥‥‥‥‥‥‥‥‥‥‥‥‥‥‥1

1. 연구목적‥‥‥‥‥‥‥‥‥‥‥‥‥‥‥‥‥‥‥‥‥‥‥‥‥‥‥·1

2. 연구의 범위‥‥‥‥‥‥‥‥‥‥‥‥‥‥‥‥‥‥‥‥‥‥‥‥‥‥2

Ⅱ. 사망자 유족의 심리적 반응‥‥‥‥‥‥‥‥‥‥‥‥‥‥‥‥‥‥‥‥‥4

1. 사별의 일반적인 애도과정‥‥‥‥‥‥‥‥‥‥‥‥‥‥‥‥‥‥‥7

2. 자살자 유족들의 애도과정에서의 특징‥‥‥‥‥‥‥‥‥‥‥‥‥·11

3. 사고사, 타살로 인한 죽음에 대한 반응‥‥‥‥‥‥‥‥‥‥‥‥‥ 12

4. 군 사망자 유족이 보일 수 있는 특수한 심리적 반응‥‥‥‥‥‥16

Ⅲ. 유족들의 애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적응이상 및 적응이상을 보일 수

있는 고위험군‥‥‥‥‥‥‥‥‥‥‥‥‥‥‥‥‥‥‥‥‥‥‥‥‥‥·16

1. 적응이상‥‥‥‥‥‥‥‥‥‥‥‥‥‥‥‥‥‥‥‥‥‥‥‥‥‥‥ 16

(1)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16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17

(3) 주요우울장애‥‥‥‥‥‥‥‥‥‥‥‥‥‥‥‥‥‥‥‥‥‥·18

(4) 불안장애‥‥‥‥‥‥‥‥‥‥‥‥‥‥‥‥‥‥‥‥‥‥‥‥·19

(5) 적응장애‥‥‥‥‥‥‥‥‥‥‥‥‥‥‥‥‥‥‥‥‥‥‥‥·21

2. 적응 이상을 보일 수 있는 고위험군‥‥‥‥‥‥‥‥‥‥‥‥‥‥·22

Ⅳ. 유족 사후개입의 필요성 및 사후개입의 효과‥‥‥‥‥‥‥‥‥‥‥‥·24

1. 외상 경험에 대한 사후개입의 필요성‥‥‥‥‥‥‥‥‥‥‥‥‥‥24

2. 자살자 유족에 대한 사후개입의 필요성‥‥‥‥‥‥‥‥‥‥‥‥‥25

3. 군 사망자 유족에 대한 사후개입의 필요성‥‥‥‥‥‥‥‥‥‥‥·26

4. 애도 상담(Grief Counseling)의 효과‥‥‥‥‥‥‥‥‥‥‥‥‥‥·27

5. 애도 상담시의 제언‥‥‥‥‥‥‥‥‥‥‥‥‥‥‥‥‥‥‥‥‥‥28

Ⅴ. 사후 개입과 관련된 치료 이론 및 모델‥‥‥‥‥‥‥‥‥‥‥‥‥‥‥30

1.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에 대한 치료 이론‥‥‥‥‥‥‥‥··30

(1) Averill과 Wisocki(1981)의 행동치료‥‥‥‥‥‥‥‥‥‥‥·· 30



(2) Ramsay의 ‘순수한’ 행동치료‥‥‥‥‥‥‥‥‥‥‥‥‥‥‥31

(3) Mawson, Marks, Ramm과 Stern(1981)의 인지행동치료 ‘유도된

애도과정(Guided Mourning)’‥‥‥‥‥‥‥‥‥‥‥‥‥‥‥· 32

(4) Kavanagh(1990)의 인지행동치료 ‘통제된 노출(Controlled

Exposure)’‥‥‥‥‥‥‥‥‥‥‥‥‥‥‥‥‥‥‥‥‥‥‥·· 32

(5) Neimyer(2001)의 인지행동치료 ‘의미 만들기(Meaning Making)’

‥‥‥‥‥‥‥‥‥‥‥‥‥‥‥‥‥‥‥‥‥‥‥‥‥‥‥‥··34

(6) Horowitz(1986a)의 단기 역동적 치료‥‥‥‥‥‥‥‥‥‥‥·36

(7) 게슈탈트 치료‥‥‥‥‥‥‥‥‥‥‥‥‥‥‥‥‥‥‥‥‥··37

2. 위기개입 프로그램‥‥‥‥‥‥‥‥‥‥‥‥‥‥‥‥‥‥‥‥‥‥·38

(1) 위기의 정의 및 위기의 단계‥‥‥‥‥‥‥‥‥‥‥‥‥‥‥·38

(2) 위기개입의 필요성‥‥‥‥‥‥‥‥‥‥‥‥‥‥‥‥‥‥‥·· 39

(3) 기본적 위기개입 모델: 평형모델, 인지모델, 심리사회적 전환 모

델‥‥‥‥‥‥‥‥‥‥‥‥‥‥‥‥‥‥‥‥‥‥‥‥‥‥‥··40

3. 실제적인 위기개입 모델‥‥‥‥‥‥‥‥‥‥‥‥‥‥‥‥‥‥‥‥41

(1) Gilliland(1982)의 6단계 모델‥‥‥‥‥‥‥‥‥‥‥‥‥‥‥·41

(2) Roberts의 7단계 위기개입 모델‥‥‥‥‥‥‥‥‥‥‥‥‥··44

Ⅵ. 각국의 자살자 유족 사후개입 현황 및 자살자 유족 지지모임‥‥‥‥‥48

1. 국제연대활동(IASP)‥‥‥‥‥‥‥‥‥‥‥‥‥‥‥‥‥‥‥‥‥··49

2. 미국‥‥‥‥‥‥‥‥‥‥‥‥‥‥‥‥‥‥‥‥‥‥‥‥‥‥‥‥‥51

(1) The LOSS Program‥‥‥‥‥‥‥‥‥‥‥‥‥‥‥‥‥‥‥51

(2) American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AFSP)‥‥‥‥54

(3) 그 밖의 자살자 유족 유관단체 및 기관‥‥‥‥‥‥‥‥‥‥·56

3. 유럽‥‥‥‥‥‥‥‥‥‥‥‥‥‥‥‥‥‥‥‥‥‥‥‥‥‥‥‥‥57

(1) 벨기에의 자살자 유족 지지모임 활성화 방안‥‥‥‥‥‥‥··60

(2) 이탈리아의 자살자 유족에 대한 연구개발 프로젝트‥‥‥‥··62

(3) Befrienders International‥‥‥‥‥‥‥‥‥‥‥‥‥‥‥‥‥64

(4) 그 밖의 유럽 국가들‥‥‥‥‥‥‥‥‥‥‥‥‥‥‥‥‥‥··65

4. 국내의 경우‥‥‥‥‥‥‥‥‥‥‥‥‥‥‥‥‥‥‥‥‥‥‥‥‥·65



Ⅶ. 재난에 대한 각국의 위기개입 : 심리적 자원을 중심으로‥‥‥‥‥‥‥ 67

1. 미국‥‥‥‥‥‥‥‥‥‥‥‥‥‥‥‥‥‥‥‥‥‥‥‥‥‥‥‥‥67

(1) 국가 재난 의료 체계‥‥‥‥‥‥‥‥‥‥‥‥‥‥‥‥‥·····67

(2)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NOVA)의

National Crisis Response Project‥‥‥‥‥‥‥‥‥‥‥‥‥·68

(3) 사례‥‥‥‥‥‥‥‥‥‥‥‥‥‥‥‥‥‥‥‥‥‥‥‥‥‥·69

2. 유럽‥‥‥‥‥‥‥‥‥‥‥‥‥‥‥‥‥‥‥‥‥‥‥‥‥‥‥‥‥71

(1) 유럽 연합의 정책‥‥‥‥‥‥‥‥‥‥‥‥‥‥‥‥‥‥‥‥·71

(2) 오스트리아‥‥‥‥‥‥‥‥‥‥‥‥‥‥‥‥‥‥‥‥‥‥‥·72

(3) 스웨덴‥‥‥‥‥‥‥‥‥‥‥‥‥‥‥‥‥‥‥‥‥‥‥‥‥·74

(4) 영국‥‥‥‥‥‥‥‥‥‥‥‥‥‥‥‥‥‥‥‥‥‥‥‥‥‥·75

(5) 사례 : 쓰나미와 독일의 위기개입‥‥‥‥‥‥‥‥‥‥‥‥‥76

Ⅷ. 각국의 군 사망자 유족 모임 및 사후개입 현황‥‥‥‥‥‥‥‥‥‥‥·81

1. 미국‥‥‥‥‥‥‥‥‥‥‥‥‥‥‥‥‥‥‥‥‥‥‥‥‥‥‥‥‥81

(1) United Stat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81

(2) Tragedy Assistance Program for Survivors(TAPS)‥‥‥‥82

(3) Army Long Term Family Case Managment(ALTFCM)‥‥·83

(4) Marine Crops Community Services(MCCS)‥‥‥‥‥‥‥‥ 84

2. 영국‥‥‥‥‥‥‥‥‥‥‥‥‥‥‥‥‥‥‥‥‥‥‥‥‥‥‥‥‥85

3. 국내 군 사망자 유족 지지모임‥‥‥‥‥‥‥‥‥‥‥‥‥‥‥‥‥85

(1) 군사상자 유족 연대‥‥‥‥‥‥‥‥‥‥‥‥‥‥‥‥‥‥‥·85

(2)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 협의회‥‥‥·85

(3) 군경 의문사진상규명 유족 협의회‥‥‥‥‥‥‥‥‥‥‥‥··86

Ⅸ. 군 사망자 유족 위기개입 및 사후개입에 대한 제언‥‥‥‥‥‥‥‥‥·87

Ⅹ. 참고문헌‥‥‥‥‥‥‥‥‥‥‥‥‥‥‥‥‥‥‥‥‥‥‥‥‥‥‥‥‥94

Ⅺ. 부록‥‥‥‥‥‥‥‥‥‥‥‥‥‥‥‥‥‥‥‥‥‥‥‥‥‥‥‥‥‥·103



- 1 -

Ⅰ. 조사 목적 및 문제제기

  

1. 연구의 필요성

   자살, 재난으로 인한 사상 및 사고사, 의문사를 포함한 갑작스러운 외상적 사

건 이후 겪게 되는 심리적 고통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가까운 주변사

람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고사, 의문사, 자살로 인해 가까운 사

람을 잃은 유족의 외상과 상실 경험은 다른 외상 경험이나 예견된 사별에서 겪

는 정서적 고통보다 더욱 복잡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자살로 인한 상실을 경험한 경우, 자살은 자살자 본인이 스스로 선

택하고 스스로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자살의 이유, 자신과의 

관련성 등 답을 알 수 없는 의문들이 남겨지며, 자살의 징후를 알아차리거나 막

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된다(American Foundation of 

Suicide Prevention, 2007). 또한 자살자의 가족들은 다른 사람이 가족을 비난

할 것이 두려워 자살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수치심, 공포, 거부감, 분노 등

을 다른 상실이나 외상 경험보다 더욱 강하게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Scocco, Frasson, Costacurta, Dona, & Pavan, 2004). 이 때문에, 회복과 

애도의 과정도 복잡하고 더디게 일어나게 된다(Gilewski, Farberow, 

Gallagher, & Thompson, 1991). 또한 재난으로 인한 사고사의 경우도 자연사

한 사람에 비해 복잡하고 더욱 고통스러운 감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애

도과정을 겪는 유족의 경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복합 애도장애

(complicated grief disorder)와 같은 장애로 발전하거나 심리적인 적응에서 어

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미연에 예방하고 심

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후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자살자 유족에 대한 심리적 개입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연구되기 시작했

다. Shneinder(1981)가 자살 사후개입(Suicide Postvention)이라는 용어를 처

음 사용한 이래로, American Association Suicidology(1998)에 의해 “위기 

개입의 제공, 완결된 자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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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the provision of crisis intervention, support and assistance for 

thouse affected by a completed suicide)라고 정의되었다. 자살에 의해 영향 

받는 사람들이라 함은 학우, 친구, 교사와 가족 구성원, 혹은 자살자 유족 등을 

일컫는다(Knieper, 1999). 사후 개입의 목적은 애도 과정을 겪는 자살자 유족

들을 지원하고, 우울이나 불안장애, 혹은 자살행동과 같은 자살자 유족들이 겪을 

수 있는 부정적 결과의 위험을 평가하고 개입하는 것이다(Gould & Kramer, 

2001). 이러한 개입은 자살 발생 직후 자살자 유족을 접촉하여 애도를 함께 하

며 급성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위기개입을 통해 유족들

의 만성적인 외상후 스트레스나 다른 우울장애, 불안장애, 자살위험으로부터 보

호할 수 있다고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지나친 유족의 경우 분노를 

다스리기 위한 개입을 하기도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자기비난과 우울에 빠지

기 쉽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보다 장기적인 개입에서는 희생자의 삶

의 의미를 찾도록 돕는 활동 및 유족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이러한 심리적 개입의 일부이다(Clark, 2001).      

   사후 개입과 관련하여서도 자살자의 가족이 겪는 정서적 반응에 대해서는 해

외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으나, 가족 전체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미미한 실정이다. 자살자 유족 지지 집단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효과연

구는 매우 작은, 대표성이 없는 표집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학

교장면에서의 자살 및 자살한 사람의 학교친구에 대한 개입으로 한정되어 있다

(Gould & Kramer, 2001). 따라서 아직 자살자 유족에 대한“공식화된 치료”

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American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2007). 또한 IASP를 구성하는 국가에서는 27%만이 관련된 프로

그램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거의 자원봉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Clark, 

2001). 국내에서도 가까운 사람을 잃은 유족과 친구, 친지들을 위한 심리적 정

서적 지원체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자살예방협회(2005) 등에서 상담 

자원봉사가 시작되는 단계에 있으나, 전문가와 전문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인해 

아직은 그 실효성이 매우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국가적 개입이나 지

역사회의 개입도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자살 사후개입에서는 인종, 국가, 하위집단, 자살이 발생한 맥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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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인 맥락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문

화권에서는 자살이 적합하다고 보고할 수 있고, 다른 문화에서는 강한 반감을 나

타낼 수 있다(Ramsay, Tanney, Tierney & Lang, 1996).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확신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ock, 2002). 사후개입은 이러한 사회문

화적인 맥락과 개인적인 차이에 상당히 예민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자살자 

가족 및 그들이 속한 문화권을 둘러싼 신념 체계에 상응하는 치료법이 개발되어

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 주제인 군 자살자 유족에 대한 개입은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더욱 복잡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군대 내에서의 책임에 대해 가족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군대 내에서의 자살

에 영향을 준 요인들에 대해 밝히고자 하는 동기로 인해 수치심, 죄책감과 더불

어 강한 분노감과 적대감, 피해의식을 경험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

라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군대 내에서의 자살자 유족의 특수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로서 지각하고 분노하는 사람에 대해 분

노를 완화시키고 보다 다양하게 가족의 죽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개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사망자 유족의 심리적 반응과 적응이상 및 적응이상을 보

일 수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 조사하고, 사후개입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논의

해보고자 한다. 특히 군 사망자 유족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나, 군 사망자 유족에 

대한 연구결과는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하고 특히 국내 군 사망자 유족의 심리적 

반응 및 적응이상에 대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자살자 유족 및 사

고사나 재난사 유족에 대한 자료와 군 사망자 유족의 글을 참고함으로써 심리적 

특성에 대해 예측해보도록 한다. 

  또한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위기 개입 및 치유 프로그램을 비

롯한 사후개입의 내용 및 효과를 조사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론적인 수준의 치유

모델과 위기개입 모델이 포함될 것이고, 실제 해외 및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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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개입의 현황 및 유족지지모임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또한 가족의 자살, 

사고 사상사, 재난사, 의문사 등을 포함하며 공통된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

함과 동시에 각각에 대한 차별적 심리적 개입의 가능성도 고려할 것이다. 군의문

사나 군 자살자, 군 사고사에 대한 개입과 같이 특수한 장면에서의 유족에 대한 

개입은 단순한 위기개입 모델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와는 다른, 특수

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한국 군대라는 독특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

와 완전히 일치하는 해외 연구나 프로그램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영역을 염두에 두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  

1. 위기개입 모델과 위기개입 프로그램

2. 일반적인 외상치유 프로그램 및 애도치유 프로그램

3. 자살자 유족에 대한 국가별 사후개입과 지지모임  

4. 재난사, 사고사, 테러로 인한 사망 유족에 대한 국가별 사후개입과 지지모임. 

5. 군 사망자 유족들에 대한 국가별 사후개입과 치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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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망자 유족의 심리적 반응

1. 사별의 일반적인 애도과정

   애도 과정(grief process)은 사별 후 내면의 혼란과 새로운 상황에 대한 개

인의 적응을 가리킨다. 사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여

기에도 특정한 패턴이 있으며 이 패턴은 서로 중첩되면서도 구별되는 단계들로 

구성된다. 애도과정을 분류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Bowlby(1961)와 

Parkes(1986)가 제안한 모델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의 이론에서 핵심적 

요소는 사별한 이들은 잃은 이를 되찾고자 하는 강한 충동을 지닌다는 것이다. 

  Bowlby(1961, 1985)의 모델은 네 단계로, 무감각 단계, 몹시 그리워하고 찾

아 헤매는 단계, 혼란과 절망의 단계, 행동의 재조직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의 

모델에서 애도 과정은 때로는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일련의 임상

적 패턴들이 서로 섞여서 나타기도 하고 서로를 대체하기도 한다. 이 복잡한 패

턴은 다음과 같은 연속적인 단계들로 구성된다(Rees, 1997에서 재인용).

a) 1단계 무감각(numbness) : 애도는 대개 죽음이라는 현실이 충분히 인식되

지 않는 무감각한 느낌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정상적으로는 몇 시간에서 한 주 

정도까지 지속되는데, 때로는 한 달 넘게 계속되기도 한다. 때때로 죽음을 믿지 

못하기도 하는데, 무감각한 느낌은 비교적 일시적인 현상인데 반해, 죽음에 대한 

부인은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 

  무감각한 느낌은 내적 공허함의 특징을 띤다. 모든 것이 실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며, 마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심리적 외상이 

급작스럽고 격심하다면 사람들은 무감각해져서 가만히 앉아 자신의 슬픔과 혼란

을 돌보는 것 말고는 아무런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시기

에는 사별이라는 급작스런 문제에 대처하는 것에 매우 혼란스러워한다. 갑작스럽

게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리는 공황 발작이 발생할 수 있고, 당면한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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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 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분주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으며, 

심리적 혼란감과 절망감을 부인(denial)하여 드물게는 고양된 기분까지도 나타

날 수도 있다. 이렇듯 무감각한 시간을 보내다가 극도의 심리적 고통과 분노가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정서적 폭발은 치료적일 수 있는데 이것이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무감각한 느낌이 잦아들면, 애도의 고통이 커진다. 애도는 이제 극심한 불안과 

심리적 고통으로 경험된다. 지배적인 기분은 죽은 이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이다. 

이러한 감정은 삽화적으로 발생하는데, 사별로부터 몇 시간 혹은 몇 일 이내에 

시작되어 대개 5일에서 2주 이내에 최고조에 달한다. 그 후 빈도가 줄어들고 덜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되지만, 여전히 작은 단서에도 촉발되어 죽은 이를 떠올리

게 된다.

b) 2단계 몹시 그리워하고 찾아 헤맴(yearning & searching) : 이 시기에는 

상실한 대상, 즉 사별한 사람을 되찾고자 하는 욕망이 지배하고, 이에 따라 죽은 

이의 흔적이나 죽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헤맨다. 이 단계는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애타는 그리움(yearning)은 떠나간 이에 대한 

수동적인 갈망인 동시에, 떠나간 이를 찾고자 하는 욕망의 정서적 요소이기도 하

다. Bowlby(1961)는 2단계에서 울부짖음과 성난 항의를 중요하게 강조한데 반

해, Parkes(1986)는 찾고자 하는 욕망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사별한 성인은 

죽은 이를 찾아 헤매봐야 소용없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강한 충동을 

경험하는 것을 멈추지 못한다고 그는 말한다. 또한 울부짖음과 성난 항의는 사별

의 중요한 특징이지만, 이것들은 사별한 이들이 울고 화내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기에 상대적으로 불특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분노와 눈물이 명확하게 

죽은 이와 관련되었을 때에만 그것들이 애도과정에 특정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

다.

  찾아 헤맴(searching)은 본질상, 상실 혹은 사랑하는 이의 부재를 내포하

며, 결과적으로 애도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찾아 헤매는 과정에서 사별한 사

람들은 끊임없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주변을 살피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은 죽은 

이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죽은 이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고, 죽은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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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암시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의 일면들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죽은 이에 

대한 지각적 환경(perceptual 'set')을 발전시킨다. 이것은 애도의 기능이‘살아

남은 자가 죽은 자로부터 기억과 희망을 떼는 과정’이라는 Freud의 주장과 상

반될 수 있는데, 누군가를 찾아 헤매면서 그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Parkes(1970)는 이러한 역설에 대해 애타게 그리워하고 찾아 헤매는 

강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줄어들게 되며, 사별한 이들은 죽은 이에 대한 희망

이나 기억을 떼어내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거쳐야만 죽은 이

에 대해 길들여진 ‘애착’을 떼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Bowlby(1961)는 분노가 애도의 중요한 일면이라는 Freud의 의견에 동의한

다. 또한 애도과정에서 분노는 유족이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주 일

어난다고 말한다. 분노는 오르내리는 감정으로 일정하게 지속되지 않는다. 분노

의 존재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며, 외부적으로 분노가 표현되지 않는다면, 내

재화되어 사별한 이들이 죄책감과 자기비난을 경험할 수 있다. 죄책감이나 자기

비난이 심해지게 되면 우울증의 상태에 이를 수 있으며, 삶에 대해 무의미하게 

느끼고 냉담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c) 3단계 혼란과 절망(disorganization & despair): 사별한 이는 사별의 영원한 

속성을 이제 받아들이고, 죽은 이를 되찾고자 하는 시도를 그만둔다. 이 단계는 

불확실성, 목적상실, 무감정의 기간이다. 이제 사별한 이들은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패턴의 삶에 적응해야 함을 알게 된다. 사람들은 이 

시기동안 종종 우울해하지만 반드시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사

람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의 기분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Bowlby(1961)는 이것이 질병의 표시가 아니라 주관적인 혼란 상태의 표시이며 

적응적인 기능을 지닌 것으로 봐야한다고 보았다. 죽은 이와의 상호작용의 결과

로서 발달된 행동패턴을 이제 적절하게 그만두게 되는데, 만약 이것이 계속 된다

면 부적응적이 된다. 결과적으로 내면의 혼란은 새로운 삶의 스타일에 도달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사전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사별한 

이는 자신의 이전 성격의 일부가 파괴되었음을 받아들여야 새로운 환경에 따라 

자신을 재조직할 수 있다. 모든 이들이 이러한 혼란을 견뎌내도록 준비되거나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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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Bowlby(1961)는 이 경우 애도과정의 ‘실

패’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별한 이가 계속해서 죽은 이에게 향한 채, 마치 죽은 이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를 되찾을 수 있는 것처럼 산다면, 이러한 실패는 특히 분명해진다. 그러나 죽

은 이의 존재가 계속되는 느낌은 건강한 애도에서 흔하며 정상적인 특징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고, Bowlby(1985) 또한 이를 인정하였다. 또한 그는 죽은 

이에게 애착된 느낌이 지속되는 것이 사별한 이가 정체감을 유지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재조직하도록 돕는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발견들은 

Freud의 유명한 선언, 즉, ‘애도의 기능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남은 자의 기억

과 희망을 떼는 것이다.’를 반박한다(Bowlby, 1985).

d) 4단계 : 재조직화(reorganization) :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동 패턴의 변화

가 발생하는데,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태도와 온당하게 유지될 수 

있는 태도를 구별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즉, 사별이 아무리 힘든 경험이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분노반응을 유지하는 것은 적합한 태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기도 한다. 이상적으로는 상실에 대한 완전한 수용과 성격의 재통합이 

일어났을 때 회복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으나, 모든 경우가 그러하진 않다. 상실

의 불완전한 수용을 애도 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표지로 해석해

서는 안 된다. 어떤 상실, 특히 젊거나 십대의 자식이 갑자기 죽었을 때 부모가 

경험하는 상실은 완전한 회복을 달성하기에 너무 벅차다. 이러한 경우, 애도의 

고통은 죽음 후 수년 동안 경험될 것이다. 사별한 부모가 새로운 삶의 양식에 성

공적으로 적응한 후에까지도 애도과정이 계속되기도 한다. 

2. 자살자 유족들의 애도과정에서의 특징

  자살은 단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살로 인해 자살자 주변

의 가까운 많은 이들이 괴로움을 겪게 된다. 자살 시도가 성공했을 때 그 가족들

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위기와 마주하게 되는데, 죽은 이에 대한 애도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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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자연사와는 관련되지 않은 일련의 사건들을 해결해야 

하고 자연사와는 다른 주변의 반응을 접하기 때문이다. 즉, 자연사와는 주변 환

경의 맥락이 다른 것이다. 첫째로는, 경찰의 질문, 심문, 장례식 연기, 신문기사

화, 친구와 이웃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들 등이 있을 수 있다. 둘째로는, 자살은 

여전히 사회적 오명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지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

르며, 절친한 친구들조차 되도록 그 가족을 피하려 한다(Rees, 1997; 

American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2007).  

   심리적 반응도 자연사로 인한 죽음보다 자살로 인한 죽음을 겪는 유족에게서 

더 복잡한 양상을 띠며, 심리적인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고통감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사별 후 첫 두 달 동안 자살로 인해 사별한 

성인의 심리적 고통은 다르게 사별한 이들의 패턴과 동일하나, 그 이후로는 느리

게 회복되고 더 심한 수준의 우울, 불안, 분노, 자살사고 및 충동을 경험하며, 일

반적인 사별에서 나타나는 충격과 불신도 자살의 경우 더 오래 지속된다(Rees, 

1997). 

  자살자 유족들이 자연사로 사별한 유족들에 비해 특히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

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자살의 이유가 미해결로 남는다는 것이다. 자살로 인해 

사별한 이는 ‘도대체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하는 질문을 던지며 자살 

결정의 이유를 찾아보는 탐색의 과정을 가지게 된다. 긴 시간 동안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마음을 지배하지만 정보를 줄 이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기 때문

에 그 해답을 찾지 못한다.  

   두 번째로, 이유에 대한 해답이 없고 급작스러운 죽음이기에 다른 사별보다 

오래 지속되는 충격과 불신의 감정을 경험한다. 무감각한 느낌, 감정이 텅 빈 느

낌이 일어나고, 때로는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리 없어.’하고 말하며 죽음이

라는 현실을 수용하기 힘들어한다. 방향감각을 상실한 느낌이 있을 수 있다. 현

실 세계는 온통 잘 돌아가고 있지만 자신 만은 그것의 일부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들면서 분리되고 외로운 구경꾼이 된다. 또한 많은 유족들은 자살사고를 경험한

다. 현재의 혼란과 악몽으로부터 도망쳐 죽은 이와 합류하기를 원한다.

  세 번째로, 급작스런 죽음의 충격으로 인해 여러 가지 실제 신체적, 정서적 증

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컨대, 가슴이 답답함, 위에 구멍 난 느낌, 숨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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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집중력 부족, 기력이 소진된 느낌, 무기력 상태, 신체적 고통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감정들은 일종의 ‘쿠션-완충작용’으로 작용하여, 스스로가 처해

있는 이 끔찍한 상황에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네 번째로, 죄책감이 지배적인 감정으로 나타난다. 유족은 죽음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감을 느끼며 죽음을 어쩌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들

은 다양한 다른 이유들로 죄책감을 느끼는데 자신이 그 죽음에 어떤 식으로든 

일조했다는 생각, 죽은 이의 감정들을 잘 보살펴주지 못했다는 생각, 자신이 부

모, 아내, 자녀로서 실패했다는 생각,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명백한 도움을 구하는 

외침을 간과했다는 생각들로 괴로워한다. 죽음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감을 

느끼며 죽음을 어쩌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만약...만 했더라면('if 

onlys')’, 혹은 ‘....했다면 어땠을까?('what ifs')’가 자꾸 떠오른다.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우리가 정말 그것에 일조했나?’,‘그 신호를 알았

어야 했는데.’,‘우리 탓이야!’ 등의 생각과 감정들이 회복 과정을 막는다. 

  다섯 번째는 분노반응과 타인을 비난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유족들은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분노가 다른 이들에게 향해, 그들을 책망하게 

할 수 있다. 특히 가까운 가족 내에서 타인을 비난하려는 경향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대화가 끊기게 된다. 의료 전문가, 경찰, 교회, 친구, 직장, 사회적 환경, 이 

모든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 비난은 종종 애도를 다루는 한 방법으로 단시 일

시적인 안도만을 주며 가족과 친구들 간의 관계 손상을 초래하는데, 바로 이 때 

지지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분노는 애도의 정상적인 일부로 특히 자살 후에는 

더욱 그러하므로 인정되고 표현되는 것이 좋다. 분노는 현실적인 반응이며, 죽은 

이를 사랑하지만, 자살자가 취한 행동은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고 억압하

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살자에 대한 분노가 인정되지 못할 수 있는데, 이것이 

죄책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노에서 죄책감으로, 책망으로, 분노로 이어

지는 감정의 급작스러운 기복이 통제력을 상실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미쳐가

는 기분”이 들게 할 수 있다. 

  여섯 번째로는, 거절받은 느낌이 강하게 들게 된다. 사랑하는 이가 떠나가기를 

택했기 때문에, 남겨진 이가 죽은 이에게 삶의 이유가 될 만하지 않았다거나 도



- 10 -

움을 줄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는 해석과 거절감은 압도적인 감정일 수 있다. 유

족들은 자신이 하찮은 존재였다는 기분을 느끼며, 나아가서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기분, 더 나아가서는 유족들 자신이 사랑 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해석을 발생시킨

다. 이러한 거절감은 불안정감이나 실패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일곱 번째로, 자살로 인한 사별 후, 살아남은 자는 상처받기 쉬운 듯한 느낌을 

받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의심하고, 모든 것, 모든 이를 신뢰하지 못한

다. 이것은 자존감과 자신감의 상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작은 거절에

도 대한 민감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우울은 자살로 인한 사별 후 

피할 수 없는 기분이다. 지속적인 감정의 기복은 신체적 고통과 수면 부족에 영

향을 미친다. 

  여덟 번째로, 자살자 유족은 자연사 유족에 비해 수치심과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데, 자살에 붙여지는 오명이 사회에 여전히 존재함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

부터 평가받거나 무언가 잘못된 가족이라고 간주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살자가 겁쟁이이거나 이기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대개 사회는 자살을 다루

는 것을 어려워하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한다. 이것은 고립을 초

래할 수 있는데 유족은 사랑하는 이에 관해 얘기할 기회조차 없이 혼자라고 느

끼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살은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살에 대해 얘기함으로써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거나 혹은 서로를 비난할 수 있다. 가족원들은 죽은 이와의 과거 관계에 따

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다. 각자 자신만의 방식과 시기에 따라 애도

할 것이므로 서로간의 차이를 논의하고,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렇듯 일반적인 자살자 유족의 애도과정의 특징이 있기는 하나, 대개는 심리

적 과정과 고통의 정도가 사람마다 독특하다. 처음의 충격이 지나가고 나면, 어

떤 이는 수년간 절망에 빠져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이는 힘들게 구는 이가 더 이

상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는 데에 안도할 수도 있다. 안도감을 인정하는 것은 어

려울 수 있지만, 가족과 친구들은 우울, 절망, 성공하지 못한 자살 시도를 경험

해왔을 수 있다. 이 때 최후의 성공적인 시도 후에 안도감이 있을 수 있으며, 죽

은 이는 더 이상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아도 된다는 위안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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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살자 유족이 겪는 환경적, 심리적 문제는 일반적인 사별

에 비해 복잡하고 독특하며, 극심한 고통감과 심리적 부적응을 낳을 수 있는 가

능성이 크다. 많은 이들이 정서적 지지든지, 정보 및 설명이든지, 경제적 조언이

나 도움이든지, 사회복지사, 임상 및 상담심리학자, 정신과의사, 목사로부터의 좀 

더 집중적인 상담이든지 간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 

  

3. 사고사, 타살에 의한 죽음에 대한 반응

  아주 어린 아동을 제외한 아이나 젊은 성인의 죽음은 대개 자연사가 아닌 사

고, 자살, 타살로 인한 것이다. 가장 흔한 경우는 교통사고인데 이 때 희생자의 

부모는 예상과는 반대로, 아주 어린 아동을 잃은 젊은 부모보다 상실에 대해 회

복력과 적응력이 떨어진다. 청소년기나 성인 자식의 급작스런 죽음은 부모에게  

매우 파괴적인 경험이며, 그들의 이후의 삶 동안 지배적인 집착거리로 남게 된

다.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든, 사고사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압도적이다. 그

들은 경찰관과 같은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에 의해 즉각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끔찍한 뉴스를 확인하는 순간 신체에 힘이 풀리고, 죽음을 믿지 않으며, 

내적으로 무감각해진다. 가족은 무엇을 생각하고, 믿고, 행해야 하는지 모르며 

우선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된다(Rees, 1997).

  대개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시체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구받는데,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 부모가 죽은 사람을 보고 작별인사 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겠

지만, 사고 당시에 이것은 힘든 작업이다. 특히 죽음이 외국에서 발생하였거나 

타살에 의한 것일 때, 또한 군대 내의 사고사일 때, 시체가 장례를 위해 돌아오

기까지 길게 지연될 수 있으며, 그 동안 가족들은 많은 다른 스트레스에 시달린

다. 주변 사람들은 유족을 어떻게 지지해야 할지 모를 것이고, 미디어는 죽음에 

대해 알고는 침투해오고, 특정한 법적 절차가 뒤따를 것이며 검시관의 부검과 검

시가 행해져야 한다.   

  만약 타살이 죽음의 원인이었다면, 처벌받게 된 범인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긴 스트레스와 타살 재판의 불확실성, 즉, 판결에 대한 항소로 인해 연장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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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과정이 뒤따를 수 있다. 이 전체 절차가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지속될 것

이다. 성공적인 유죄 판결 후에 따라오는 안도감은 매우 크겠지만, 그 후에도 심

리적, 신체적 장애에 시달릴 수 있다. 유죄판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더욱 분노

감과 억울함이 누적될 수 있다. 

  

4. 군 사망자 유족이 보일 수 있는 특수한 심리적 반응

    군 자살자를 비롯한 군 사망자 유족의 심리적 반응은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

서 더욱 복잡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사회 내의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갑작스럽게 젊은 자녀 및 형제를 잃은 슬픔과 분노, 죽음과 자살에 대한 사회문

화적인 가치관 등이 관여된 복잡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이라 추측된다. 이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부재한 현 시점에서는, 한국인의 특수한 정서에 대한 논의를 바탕

으로, 자살 사병의 유족들이 직접 남긴 수기나 인권 운동가 및 군내의 범죄 수사

관 등에 의해 관찰된 유족들의 모습을 통해 사별한 유족이나 일반 자살자, 사고

사의 유족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과 반응들을 추론해낼 수 있을 것이다.1)

   먼저 고려할 것은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군대 내에서의 책임에 대해 가족들

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자살자 유족들이 자살의 원인을 자

살자의 내부적 요인에서 찾으며 자살자에게 분노감을 느끼거나 가족들이 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군 자살자 유족을 비롯한 군 사망자 유

족의 경우 군이라는 특수 환경 하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군대 내에서의 자살을 

비롯한 죽음에 영향을 준 요인들에 대해 밝히고자 하는 동기를 강하게 가질 수 

있으며, 자살의 원인을 군내부 환경에 귀인함으로써 강한 분노감과 피해의식을 

경험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타살사건 피해자 유족의 경우와 마찬

1) 유가족의 단독 수기로는 대표적으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숨진 김훈 중

위의 아버지 김척 장군이 월간지 ‘월간중앙 99년 8월호’에 게재한 수기를 참고하였다:

유가족의 심리를 간접적으로나마 탐구하고자 군 의문사 및 자살자 유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인권 운동가 고상만의 저서 ‘니가 뭔데(2003, 청어)’를 참고하였고, 전국 민족 민주 유족 협

의회에서 출간한 ‘80년대 의문사 자료집 - 누가 이들을 죽게 했는가 (진원, 1997)’를 참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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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의문사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애도의 과정을 진행하

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분노감과 불안감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으며,  미

해결 과제로 인해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된다.    

   두 번째로 고려할 점은, 한국 사회 내에서의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인

식과 귀인 편향이다. 일반적으로 군대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이라는 인식이 

있고, 따라서 군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발표를 100% 신뢰하

지 않으려 하는 경향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대라는 위계적 

조직 내에서는 발생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의 규명이 중시되기 때문에 군 내부

에서는 자살과 같은 사건을 개인 내적인 문제로 귀인하려 하는 반면, 군을 신뢰

하고 가족 구성원을 위탁하였던 유가족들은 자살 사건 등을 조직의 구조적인 문

제(ex. 군내 폭력, 고압적인 분위기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귀인을 나타낼 소

지가 있다. 이러한 군 내부의 문제로의 귀인을 증폭시키는 원인 중 하나는, 군대 

내의 많은 자살 사건들에서 정확한 원인이 제시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군대 내에

서 자살로 처리되는 많은 사건의 경우‘내성적 성격 혹은 우울에 의한 군복무 

염증 자살’이라는 결론이 내려지는데, 이는 갑작스런 죽음에 당면한 유가족들에

게 큰 의구심과 반발 및 분노를 일으키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사망한 사

병이 평소에 가족들에게 자살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거나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

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그의 자살 이후 남겨진 가족들은 그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군 당국의 책임과 진상 규명에 호소하게 된다. 

   세 번째로, 앞서 언급하였듯, 청소년기, 성인 초기의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아주 어린 아동을 잃은 부모에 비해 애도과정에서의 회복이 더 느리다고 할 수 

있다. 군복무 중인 자녀나 형제의 사망 소식은 유가족들에게 예상치 못한 갑작스

런 사건으로 다가오며 특별히 젊은 자녀를 영영히 떠나 보낼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압도적인 스트레스와 슬픔을 안겨주는 것으로 보

인다:

 

헌병대 수사관은 아들이 군복무 염증에 의해 스스로 총을 쏴 자살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내가 지를 아낀 만

큼 그 놈이 얼마나 이 어미를 사랑했던 놈인데, 그 놈이 군 생활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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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렇게 나를 떠날 리가 없어요.” 그 말 한마디를 한 후 어머니는 실신

했다고 한다. “가보니 처참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정신을 

차릴 수 가 없는데…”(고상만, 2003)

 

   어느 날 갑자기 군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은, 

그들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고,’,‘죽음보다 못한 

고통(1998년 공동경비구역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김훈 중위의 아버지 김척 장

군의 수기 중에서)’에 달하는 것일 수 있다. 

   네 번째로, 군 자살자를 비롯한 군 사망자의 유족은 자녀 혹은 가족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였는지 군 당국의 설명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게 

되므로, 가족의 고통을 나누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무

기력함, 그리고 어쩌면 그 죽음의 진실을 알지 못한다는 답답함과 참담함이 일어

날 수 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군대에 가는 청년들은 이제 막 사

회에 발을 디디기 시작하였거나 어려운 입시의 관문을 뚫고 대학 생활을 시작한 

전도 유망한 20대 전, 후반의 청년들이다. 따라서 부모나 유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간 젊은이의 죽음은 못다 피고 진 인생에 대한 안타까

움을 더욱 불러일으키며, 사건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것으로 여겨지는 군대에 대

한 분노와 불신, 배신감이 일어나게 된다.

    이처럼 국가적인 관리 조직인 군대에서 발생한 자살 및 사고사는 일반 사회

에서 일어나는 사건보다 더욱 안타까운 사건으로 지각되는 경향이 있으며, 유가

족의 입장에서는‘억울하고 허망하며 원통한 죽음’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유족들은 망자의‘한 맺힌 죽음’을 풀어주고자 죽음과 관련된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붙잡고 호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의문사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 진상 규명을 위해 10년이 지나도록 죽은 이의 유골을 장사 지내지 못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전국 민족 민주 유족 협의회, 1997). 

   다섯 번째로, 자살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오명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살이라는 사회적 오명을 감추기 위해 군 복무 중 자살한 가족 구

성원의 존재를 감추는 일도 발생하게 된다. 이 때에는 가족의 수치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과 죽은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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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고민을 했어요. 군에서 자살한 동생이 있다고 하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시부모님이 알게 되면 또 어떻게 하나. 제가 겁이 나는 

것은 사실 제 5개월 된 아들 때문인데요. 정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아들이 자라면서 뭐가 잘 못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커서 군에 갔다가 다

치거나 하면 시댁에서 자살한 외삼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

할까봐… 정말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더라구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누나

가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동생은 또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

할까하고 해서 괴롭고…” (고상만, 2003)

 

  ‘호상(好喪)’이라는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바람직한 죽음에 대한 비교적 

분명한 그림을 지닌 한국 사회에서‘제 명에 못사는 것,’,‘부모보다 자식이 먼

저 죽는 것,’,‘자살하는 것’은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슬픈 부담이 될 뿐 아니

라, 사회적으로도 지지를 받기보다는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군 자살자의 유족들은 세상을 떠난 사람의‘무의미한 죽음’에 어떻게든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과, 자살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가운데서 이중의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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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족들의 애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적응이상 및 

적응이상을 보일 수 있는 고위험군

  

1. 유족들의 애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적응이상

(1)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 혹은 복합 애도장애(Complicated Grief 

Disorder; Horowitz et al., 1997), 외상적 애도(Traumatic Grief), 병리적 애

도(Pathological Grief) 등 문헌과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이 증후군

은 최근 연구들에서 사별의 중요한 하위범주로 밝혀진 개념으로, 사별 후에 정상

적인 애도과정에 비해 복잡하고 독특한 증상 패턴을 보일 때 진단된다. 전형적으

로 해소가 느리고, 치료되지 않으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여러 연구자들은 

Complicated Grief가 정상적인 애도와는 물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주요우울 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MDD), 적응장애(Adjustment Disorder; AD)와 구별되는 증상, 위

험요인, 임상적 상관치들, 경과 및 결과를 지니며, DSM-Ⅴ에서 진단적 실체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Lichtenthal, Cruess, & Prigerson, 2004). 

  복합 애도의 근래의 개념은 외상적 고통(traumatic distress)과 분리 고통

(separation distress)의 증상들로 구성되는데 Prigerson 등(1999)이 제안한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a) 죽음에 의한 사별을 경험해야 한다.

b) 그리워함(yearning), 갈망함(longing for), 찾아다님(searching)을 포함하

는 침투적이고, 고통스러운 일련의 핵심적 증상들이 있어야 한다.

c) 죽음에 대한 반응으로 개인은 다음 가운데 네 개 이상의 지속적이고 뚜렷한 

외상화 증상(symptoms of traumatization)을 보여야 한다.

  : 망자의 유품을 회피, 무감각, 멍하거나 망연자실하거나 충격 받은 느낌,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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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함, 목적상실, 하찮음(futility)에 대한 느낌, 망자 없는 삶을 상상하는데 

어려움을 보임, 죽음을 믿지 않음(disbelief), 삶이 공허하고 의미 없게 느

껴짐, 자신의 일부가 죽었다고 느껴짐, 죽음과 관련된 과도한 분노 혹은 비

통함, 동일시 증상 혹은 망자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해로운 행동을 보임.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에 관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말기의 질병

으로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인 연구에서 상실로부터 3-6개월 후 복합 애도

(complicated grief) 진단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18개월 후의 전반적인 기능 

감소, 수면 혼란, 낮은 자존감, 슬픈 기분이 예언되었으며(Prigerson et al., 

1995), 6-25개월 사이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 진단기준을 충족시킨 이

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신체적 증상과 해로운 건강행동을 

보였다(Prigerson et al., 1997). 또한 자살한 친구를 둔 청년들 연구

(Prigerson et al., 1999)와 사별을 경험한 노인 연구(Latham et al., 1999)에

서,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는 자살 사고 및 행동 위험과 관련을 보였다. 

  

(2)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

  PTSD는 복합적인 애도와 밀접하게 관련을 보이며 특히, 살인, 자살, 절단사

고, 재앙, 전쟁에서의 죽음, 혹은 자식의 죽음, 폭력 및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

는 상황에서의 죽음을 경험 한 후에 흔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PTSD는 정상적인 동시에 비정상적인 반응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충격적인 

스트레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필요한 요소임을 생각할 때에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복합적인 애도(complicated mourning) 반응과 관련된다

는 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Solomon, & Siegel, 2003).

  PTSD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특징을 지닌다.

(a) 외상적 사건의 반복적 기억 재생 : 이 때 종종 사건에 대한 강렬한 감각기

억들이 극심한 생리적, 심리적 고통을 동반하며 생리적 흥분이 없는 동안 

정서적으로 마비된 느낌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침투적 기억은 자동적

으로 발생하며 다양한 실제 및 상징적 자극에 의해 촉발된다.  

(b) 외상을 떠오르게 하는 자극들에 대한 회피와 침투적 회상과 공존하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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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된 느낌, 분리, 정서적 둔마 : 이것은 기쁨이나 쾌락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되며, 삶으로의 몰입에서 전반적으로 철수하게 된다.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이 특징이 PTSD의 지배적인 증상이 된다. 

(c) 지난친 경각심, 짜증, 기억력과 집중력 문제, 수면장애, 과장된 놀람반응

 만성적인 PTSD의 경우, (a)에 기술된 회피와 지나친 경각심 패턴이 지배적인 

임상적 특징이다. 지나친 경각심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자극에 쉽게 심리적 고통

을 경험하게 한다. PTSD에 대한 DSM-Ⅳ의 진단기준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3) 주요우울장애

   애도와 관련된 진단적 정신 장애로는 주요우울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이 

있다. 우울증과 같은 기분 장애는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 혹은 병리적인 

애도(pathological grief)와 가장 비슷한 장애이며,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를 겪든, 그렇지 않든 간에 사별한 이들에게 가장 흔하게 진단되는 정신장

애이다. DSM-Ⅳ의 주요우울삽화의 진단기준을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사별에서의 주요 우울장애 연구는 주로 남편을 잃은 미망인에 관하여 이루어

져 왔다. Jacobs와 Kim(1989)의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가한 미망인의 약 30%

가 6개월 시점에서 주요우울 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시켰다. 이들의 증상은 일반

적인 임상장면에서의 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들의 증상은 대부분 자연

적으로 소멸되지만,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약 17~27%가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Zisook과 Shuchter(1991)의 배우자를 잃은 이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별 후 2개월 시점에서 24%가 주요우울 삽화를 충족시켰고 

13개월 시점에서는 16%로 줄어들었다. 13개월 시점에서도 진단기준을 충족시

키는 이들은 더 어리고, 과거에 우울증 개인력의 특징을 보였다. 또한 애도과정

에서 우울증과 함께 범불안 장애와 공황 장애가 동반될 수 있다. 배우자를 잃고 

우울 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시키는 이들 가운데 약 82% 불안 장애 가운데 하

나의 진단기준(주로 범불안장애)을 충족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Jacobs et 

al., 1990). 한편, 불안 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시키는 이들 가운데에서 약 56%

가 우울증상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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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과 애도의 증상들의 유사성으로 인해 사별 후 우울장애 진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비복합 애도(uncomplicated grief)와 우울장애의 

경계가 분명치 않다. 급성적인 비복합 애도(uncomplicated grief)를 겪고 있는 

이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이 모두 슬프고 우울하며 절망을 느끼고 혼란스러워하

고 외부 세계에 무관심하고 자극받지 않으며, 외부세계가 마치 정지되어 있고 무

의미하며 하찮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대인관계에서의 변화

와 활동억제, 심리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불특정 

불안, 자신의 정신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정신적 소외, 고통의 끝을 찾아헤

맴, 행동적 변화, 신체적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다(Rando, 1993).

  Jacobs와 Lieberman(1987)은 사별에 따른 정상적인 우울과 주요 우울장애

를 구별하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임상가는 우울 증후군이 

6개월 혹은 일년 이상 지속되는지, 상실로부터 한참 후에 발생했는지, 자존감의 

전반적 혼란과 정신운동 지체 혹은 자살 신호가 나타나는지, 심각한 주관적 불편

감이나 사회적, 직업적 기능 손상을 발생시키는지, 개인적 혹은 가족적 우울증 

내력이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애도에 따른 우울과 주요우울장애

를 구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Zisook와 Shuchter(1991)는 주요 우울장애를 구별

해내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요우울장애는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과 자극으로의 노출과는 독립적으로 우울증 자체만의 특징과 증상들을 지닌다. 

증상들이 위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악화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요인들 없이도 

지속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둘째, 죽음으로부터 2개월 이후에도 지속되면

서 심해지는 증상과 징후를 특징으로 한다. 증상이 지속된다는 것은 그 경험이 

급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넘어서며 임상적 우울 장애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장애와 비복합 애도(uncomplicated grief) 과정에서의 우울 간의 구별은 

약물 처방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사별 차료에서의 약물 처방은 논란이 되고 있

는 주제인데, Shuchter와 Zisook(1986)은 우울증적 증상들이 비복합 애도

(uncomplicated grief)로 인한 것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항우울제로 다루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 애도 과정을 왜곡시키고 부적응을 촉진하는 

반면, 항우울제의 사용은 적응적인 과정을 돕는다고 말한다. 한편, Jacobs와 



- 20 -

Lieberman(1987)은 우울증이 사별을 방해하고 심각한 기능손상과 관련되며 정

신증적 혹은 내생적 증상들이 존재할 때에 한해서 항우울제가 치료과정에 필요

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Kellner, Rada와 Winslow(1986)는 심리적 고통이 과도

하여 압도적이거나 애도자가 심리치료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만 약물

을 처방할 것을 제안한다.    

(4) 불안장애

  불안장애는 우울 장애 및 적응장애와 함께 가장 많이 진단되는 장애 가운데 

하나인데 왜냐하면 불안장애의 핵심증상인 불안 증상과 회피행동이 복합 애도

(complicated grief)의 주요 증상이기 때문이다. 사실, 불안은 많은 사별 연구자

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우울증보다 사별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이다. 사랑

하는 이의 일시적인 부재는 불안을 일으키지만 영구적인 부재는 고통과 애도를 

가져온다. 따라서 정말 이제 마지막이라고 상실이 인정되는 단계 이전에는 불안 

반응을 보이며 잃은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시도한다. 이 시도들의 반복된 좌절 

후에야 애도자가 희망을 버림에 따라 절망과 우울이 뒤이어진다. 이러한 애도 과

정에서 새로운 세계에서 느끼는 위협감과 책임감으로 인한 또 다른 불안을 경험

할 수 있다. 

   Jacobs 등(1990)에 따르면, 죽음 후 첫 1년 동안 유가족의 40%이상이 

PTSD 이외의 불안장애 삽화를 보고하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범불안 장

애(30%)와 공황 장애(10%)이다. 이 때 불안장애와 우울 증상은 상당히 많은 

부분 겹쳐지며 관련성을 지니는데, 불안장애를 지닌 이들 가운데 55.6%가 주요

우울장애를 보고하였다. 범불안 장애를 지닌 이들은 모두 주요우울장애 진단기준

을 충족시켰으며 공황장애를 보이는 이들의 60%가 주요우울장애였다. 이 

55.6%라는 수치는 주요우울장애 지닌 이들 가운데 불안장애를 보고한 이들이 

82%였다는 것과 대조된다. 공황 장애의 경우, 과거의 공황장애 개인력이 위험 

요인이었다. 또한, 범불안 장애의 위험요인은 불안 장애에 대한 가족력, 혹은 우

울증이나 불안장애의 개인력, 혹은 어린 연령이었다. DSM-Ⅳ의 범불안 장애와 

공황 장애의 진단기준을 부록 3과 부록 4에 제시하였다. 

  불안과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불안은 성격특



- 21 -

질 혹은 불안하고 양가적인 애착을 형성할 소인으로서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와 연관된다. 불안은 상실의 의미 혹은 애도의 고통, 관계의 양가성이나 

의존성, 죽은 이와의 관계 변화 등으로의 직면을 꺼리게 만듦으로써 복합 애도

(complicated grief)의 모든 증상과 증후군에 기여한다. 우선, 불안은 만성적인 

애도의 주된 원인이 되는데, 왜냐하면 죽은 이 없이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거부하도록 만듦으로써 죽은 이에 대한 정서적 의존성을 키우

고 애착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는 왜곡된 애도에

서도 불안이 반응의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불안은 극도로 의존적인 관계의 상실 

후에 애도자가 생존의 위협을 지각함으로써 나타난다. 그리고 불안이 애도 증후

군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 주된 결과일 수 있다. 즉, 상실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경우 상실 경험은 애도자를 겁먹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와 사랑하는 이를 보호하

는데 무기력하다고 느끼게 한다. 특히 갑작스럽고 무작위적이고 외상적이며 폭력

적인 죽음, 의존성이 매우 높은 관계에서의 죽음은 불안, 위협감, 취약성, 무기력

감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치료자는 이러한 죽음과 관련된 복합 애도

(complicated grief)는 다른 장애보다 불안 장애와 더 자주 관련된다는 것을 명

심해야 한다(Rees, 1997).

    

(5) 적응 장애

  적응장애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과 함께 애도 과정에서 흔하게 진단되는 장애 

가운데 하나로 주된 특징은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한 3개월 이내에 나타나는 부

적응적인 반응이다. 적응 장애와 사별에 관한 연구는 드물지만 적응 장애로 진단

된 이들은 자살사고를 보이며 직업적, 사회적 기능에서 심각한 손상과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를 사소한 장애로 보아서는 안 되며 각 사례

마다 개인의 지배적인 호소문제에 따른 사례개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응 장애에서는 불안한 기분, 우울한 기분, 품행과 정서의 혼란, 혼란스러운 

정서적 상태, 신체적 증상 호소, 철수, 학업 및 직업 수행 저하 등이 나타난다. 

이 장애는 삶에서 가능한 모든 정서적, 행동적, 대인관계적 역기능을 반영하며 

이러한 장애의 진단은 복합 애도과정(complicated mourning)이 진행되고 있음

을 의미한다. 적응장애에 대한 DSM-Ⅳ의 진단기준을 부록 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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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응이상을 보일 수 있는 고위험군

  여러 연구 결과들은 사별 후 애도 과정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

며 개인의 특성과 죽음의 환경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 등을 포함한 심리장애 및 신체적 장애를 발전시

킬 고위험집단을 선별하고 그들에 대한 개입을 준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를 발전시킬 소인이 있는 사람들을 크

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죽음과 구체적으로 관련된 특정 요

인들이다. 예컨대 자살, 테러, 타살, 전쟁, 사고사와 같은 급작스럽고, 예상치 못

한 죽음, 지나치게 긴 투병으로 인한 죽음, 자식의 죽음, 막을 수 있었다고 애도

자가 생각하는 죽음 등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 범주에는 죽음의 선행 변인들과 

결과적 변인들이 해당된다. 예컨대 선행변인들에는 죽은 이와 매우 다툼이 많거

나 양가적, 혹은 의존적인 생전 관계, 애도자의 이전 정신과적 내력(우울증, 약

물 남용, PTSD, 정신증 장애), 애도자의 낮은 자존감 혹은 대처에 대한 낮은 자

기 효능감 등이 있다.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친족 관계인데, 가까운 친족관계

일수록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내를 

잃은 남성(늙고 고립된 남성), 자식을 잃은 어머니 등이 그러하다. 또한 결과적 

변인에는 사회적 지지 부족하다고 느끼는 애도자의 지각이 있을 수 있다. 죽음 

후 초기에 높은 심리적 고통을 보이는 이들(예,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분노, 

반추 증상을 보이거나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 진단기준을 충족시키는 이

들) 또한 개입으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는 경향이 있다.   

   사별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살이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사별한 사람들은 특

별하다. 더 느린 회복을 보이고(Farberow, Gallagher-Thompson, Gilewski, 

& Thompson, 1992) 죄책감, 분노, 거절, 두려움, 수치심들을 더 많이 느끼며

(Scocco, Frasson, Costacurta, Dona & Pavan, 2004) 복합 애도

(complicated grief) 혹은 다른 심리사회적 문제의 고위험군이 된다는 연구결과

도 있다(Mitchell, Kim, Prigerson, & Mortimer Stphens, 2004 ; Prigerson 

등, 1997). 전문가와 친척을 포함한 모든 유족들이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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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히 가족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그러하다(Grad, Clark, Dyregrov, 

& Andriessen, 2004). 이러한 인식이 전문가들에게는 더욱 훈련이 습득될 필

요성에 대해 말해주고 있으며, 낙인과 사회적 편견이 더욱 도전이 되고 있다. 

   군 사망자 유족의 경우에는 위의 소인 중에 급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죽음이

라는 점에서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살, 타살, 사고사와 같은 

군 사망의 원인에 대해 유족들이 군대에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믿는 경

우에는 더욱 분노감과 무망감을 다루기 어려운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

한 결과적인 변인으로 제시되는 사회적인 지지의 경우, 군대 내에서의 처리 절차

에 만족하지 않거나 군의 처리방식을 믿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지지의 부족으로 

이를 유족이 지각한다면 더욱 고위험군에 해당할 것으로 여겨지며, 유족들이 심

리적인 적응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군대 내의 사망 사고의 경우 보통의 사별에 비해 그 원인이 명확치 않은 경

우가 많고 자살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유족들이 자신의 집이 아닌 군 복무중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죽음의 원인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

한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반적인 사별의 애도과정에 비해 분노감이나 수치

심, 죄책감을 더욱 많이 경험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애도과정보다 더욱 회복이 

느리고 복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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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족 사후개입의 필요성 및 사후개입의 효과 

1.  외상 경험에 대한 사후개입의 필요성

   외상적 사건에의 노출 직후 영향을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체적 증상이나 

행동적 심리적 수준에서의 변화(공포나 불안 및 우울한 정서)와 함께 단기적인 

고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외상적 사건 이후에 비교적 초기의 심리사회적 개입의 

질과 개입 시기는 외상을 겪은 사람들이 부적응적인 심리적 상태나 외상에 관련

된 장애를 나타낼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Schnyder & 

Moergeli, 2003). 

   외상 후의 개입은 급성적 외상에 대한 개입(Critical Incident Stress 

Debreifing, CSID) 및 단기인지치료, 그리고 만성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장애로의 진행과 자살 위험성을 예방하는 개입, 마지막으로 이미 만

성화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기타 불안, 우울 장애에서의 회복을 돕는 개입

으로 나눌 수 있다. 외상 후의 빠른 개입이 외상에서의 정상적인 회복과정을 신

속하게 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있다. 외상노출 후 42-72시간 이내에 외상 사실

에 대한 토론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자신의 생각, 느낌 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의 반응을 정상화(normalize)하며 적절한 대처기제 계발을 도와주

는 등의 단기 개입만으로도 외상 2개월 후 CBT를 실시한 그룹 중 10%만이 

PTSD 진단을 받았고, 통제그룹의 70%가 PTSD를 경험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Foa, 1995). 

  하지만 외상 직후의 개입이 비교적 중요한 다른 이유는, 이러한 개입이 만성적

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의 진행을 비롯한 다른 정신적 위험요인들을 감소시

켜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다양한 외상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연구한 

결과들은 일관적이지는 못한데, 앞서 언급한 Foa(1995)의 연구에서는 6개월 

follow up에서 외상 후 인지행동치료를 경험한 집단과 자연적 치유과정을 겪은 

통제 집단간의 차이가 없어, 외상에 대한 빠른 위기개입이 외상극복은 촉진시키

나 실제적으로 만성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의 이행을 줄이지 못한다는 결과

를 보였다. 하지만, PTSD의 예방에 대해 보다 단일한 외상을 지닌 경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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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개입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외상과 PTSD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한다고 제안되어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외상사건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외상을 자기경험내로 동화할 수 있었다(Horowitz, 1993). 

  또한, 만성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미 겪게 된 사람들에 대한 연구에서

는, 사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용기를 주는 지지적인 사회 환경이 외상으로부터의 

극복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있다(Foa, Steketee, & 

Rothbaum, 1989). 베트남참전용사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는 반복적으로 입증되

었다(Frye & Stockton, 198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은 정서적 과정

의 처리를 회피함으로써 만성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한 사회적 지지 속에

서 외상에 대한 반복적인 재경험을 통해 정서적 처리의 과정을 도움으로써 이미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2. 자살자 유족에 대한 사후개입 필요성

    앞서 언급하였듯, 지난 20년간 많은 질적 연구들이 자살자 유족들에게 죄책

감, 비난, 거부, 그리고‘왜?’와 같은 특정 주제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남을 밝혔

다. 애도 현상에 대해 이해가 커질수록 사별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전략을 이끌

어 낼 수 있다. 예컨대, 시체를 보거나 적어도 덮어진 시체를 보는 것은 죽음의 

현실을 인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죽은 자의 상태나 죽어가는 과정에서 있을 법한 

외상에 대한 상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왜?’라는 물음에서 이

동하도록 도움으로서 애도에 갇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자살에 대한 위협

에 오래 시달려온 가족들에게 안도 반응을 인정해주는 것은 가족들의 죄책감을 

막을 수 있으며 죽은 자를 향한 분노를 정상화하는 것(normalize)은 사별한 자

들이 이를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자기비난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 사

별한 자들의 죽은 이의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하는 욕구와 재앙에 대처하고자 하

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심리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 

   자살로 인한 유족들이 사별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과 비교해서는 높은 병리의 

위험을 보였지만 다른 종류의 죽음으로 인해 사별을 경험한 이들과 비교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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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자살에 대한 애도 과정이 암이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죽음으로 인한 것보다 반드시 더 어려운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자살이 가

장 다루기 어려운 사별 형태라는 통념을 뒤집는 것은 사별한 이들에게 특히 중

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사별한 이들이 차차 가장 어려운 사별과정을 겪

도록 되어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그들의 고통의 중요

성이나 크기와 그들 경험의 독특함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살 자체가 앞으로의 자살 혹은 애도과정에서 다양한 장애를 경험할 위

험이 있는 집단을 변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자살로 인해 사별한 가

족은 젊은 사람이 죽었던 경향이 있으며, 사별을 경험한 부모나 젊은 홀어머니로 

구성되어 있고, 우울증·상실 전 스트레스·죽음을 비롯한 상실·죽은 자와의 갈

등관계 등의 발생률이 더 크다(Cleiren, 1993; Seguin, 1995a,b). 또한 자살 

후 정서적 지지가 더 적다는 보고도 있다(Farberow, 1992). 따라서 죽음의 형

태가 그 자체로는 사별의 궁극적인 결과에 미미한 역할을 할지라도, 자살은 애도

과정에서의 다양한 장애를 경험할 위험이 있는 집단을 변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에는 장애에는 육체적 질병, 우울과 불안, 약물 남용, 가족 붕괴

(Parkes, 1998; Parkes & Weiss, 1988) 및 또 다른 자살이 있을 수 있다

(Brent al al., 1996a). Brental 등(1996)에 따르면 자살은 집안에 흐르며, 

Roy 등(2000)에 따르면 자살은 유전적으로 대물림되는 것으로, 자살 후 사별한 

이에 대한 지지는 치료적 책임 때문만이 아니라 예방적으로 필요한 것이기도 하

다.

3. 군 사망자 유족에 대한 사후개입의 필요성 

   앞서 상술하였듯이, 군 사망자의 유족은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점, 젊은 자

녀를 잃었다는 점,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과정을 가족들이 지켜볼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죽음의 원인을 유족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는 점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보일 수 있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군 사망자 유족은 자연사한 사람의 유족이나 일반 자살자 유족에 비해  PTSD

나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와 같은 심리적 적응이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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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단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 유족에 대한 사후개입이 더욱 절실하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한국 군대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군 사망자 유

족의 경우 처리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다양해

지고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있다. 처리과정에서 원인이 불확실한 채

로 오랫동안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으며, 판결에 대한 항소로 인해 더욱 불확실

성이 연장될 수 있다. 앞선 예에서 보았듯, 이 전체 절차가 짧게는 수개월에서 

10년이 넘도록 지속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군대 조직의 일차

적인 처리를 담당하는 군관계자들, 보상의 문제를 처리하는 군관계자들, 그리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들과의 갈등과 마찰이 있는 경우도 빈번하며, 이러

한 마찰로 인해 분노감이나 군에 대한 불신 및 피해의식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

이 있다. 처리과정상에서의 처우나 관계자들이 유족의 입장을 고려하려는 태도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될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피해자로서 지각하고 분노하는 유족

에 대해 분노를 완화시키고 보다 다양하게 가족의 죽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개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애도 상담(grief counseling)의 효과

    애도 상담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유의미한 개입효과가 없거나 일반적인 심

리치료의 효과와 비교했을 때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입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효과 측정의 방법론적 문제들(예, 작은 표본 크기, 신뢰도

와 타당도가 부족한 측정치와 높은 중도탈락율)로 인해 효과가 가리워졌을 가능

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특정 집단은 개입 후 오히려 악화되었다. 예컨대, 

Murphy(1998)의 연구에서 자식의 폭력적 죽음을 경험한 부모에 대한 집단 개

입에 참여했던 남성들은 PTSD 증상이 악화되었다.

  하지만 고위험집단에 대한 개입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과 관련

된 문제를 발전시킬 고위험 진단에 개입 즉, 사랑하는 이의 갑작스런, 외상적 죽

음을 경험한 이들 혹은, 개입 전 높은 수준의 증상적 고통을 보인 이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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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Neimeyer, 2000; Schut, Stroebe, van den 

Bout, & Terheggen, 2001).

  이미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를 발전시킨 이들에 대한 개입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Schut et al., 2001). 이미 임상적 수준의 우울, 

불안, 기타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은 도움을 위해 스스로 찾아오는 경향이 있으

며 개입이 죽음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경향이 있

었다. 이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치료적 도움을 받아들이고 활용할 동기도 

더 많다고 볼 수 있으며 개입에 잘 반응한다. 

  효과적인 개입시기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결론을 보고하는데 

Jordan(2003)은 사별 개입의 최적 시기는 곡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제안

한다. Jordan(2003)에 따르면 너무 이르거나 늦은 개입보다 죽음으로부터 

6-18개월이 지난 시기의 개입이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집단 치료의 경우 구성원들의 동질성이 높을수록 개입이 효과적이

었다. 집단원들 간에 동일시와 지지가 많을수록 더 바람직한 결과와 관련을 보였

는데(Geron et al., 2003; Yalom, 1995), 이는 집단원과 동일시하지 못하는 내

담자는 개입에 부정적인 결과를 보일 위험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Neimeyer et al., 1991). 인종, 성별, 심리적 고통의 수준, 장애의 수준(예, 집

단에서 한, 두 사람은 극단적인 외상적 상실 및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 

반응을 보일 수 있다.)에서의 이질성은 집단 내 응집력을 떨어뜨리고 절박한 특

정 집단원에게 몰두하게 하거나, 다른 집단원들에게 악화를 예상하게 하여 겁을 

줄 수 있다. 고위험 애도자에 대한 개입의 효용성이 더 높다는 것 또한 집단원 

간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동일시와 지지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5. 애도 상담시의 제언
 

  위와 같은 효과 연구를 바탕으로 Jordan(2003)은 개입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안하였다. 제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개입이 모든 애도자들에게 당연히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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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모든 애도자들에게 치료를 받도록 권하기 보다는 애도자 각각의 성별, 성

격, 배경, 자원, 욕구 등을 고려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 때 일반적인 심리

치료의 결과에 관한 문헌들이 경험적으로 뒷받침된 지침이 될 수 있으며

(Beutler, 2000), 개인의 성격 구조, 이전의 상실 경험, 외상 및 정신과

적 내력, 대처 양식, 가용한 지지자원들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개인에게 

도움이 될 서비스 종류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c) 개입시기에 있어서 너무 이르거나 늦은 개입은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으

며, 최적의 시기는 6-18개월 사이 일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는 최근에 

사별을 경험한 내담자와 일찍 연락을 취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심리교육을 

제공하되, 애도과정의 너무 이른 시기에 애도자에게 치료를 강요하지 않

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사별 치료의 임의적인 중지는 삼가야 하며, 덜 

잦은 회기라도 더 긴 기간 동안의 만남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예컨대, 상

실 후 4-6개월 후 시작하여 12회기를 한다면, 12주 보다는 12개월이 낫

다.  

d) 혹은 애도 과정 시기에 따라 다른 개입을 실행할 수 있다.

e)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애도

자와 이미 다양한 임상적 증상들을 보이며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

를 발전시킨 애도자들을 알아내어 개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f) 집단 치료의 경우, 집단원 간의 큰 이질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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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유족 사후 개입과 관련된 치료이론 및 모델

1.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에 대한 치료 이론

(1) Averill과 Wisocki(1981)의 행동치료

  Averill과 Wisocki(1981)은 정상적, 병적 애도과정에 대한 행동적 기법의 적

용에 관해 설명하였는데, 이 모델에서 치료의 초점은 애도 자체가 아니라 애도 

과정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반응들이다. 애도 과정의 구성 요소들이 다양한 이

유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애도의 고통은 단 하나의 치료적 절차로는 

완화될 수 없으며, 치료 목표와 절차는 현재 나타나는 반응과 어려움에 맞추어 

세워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들은 치료 전략을 세울 때에 평가를 매우 중

요하게 생각하였다. 이 행동주의 모델이 적용된 치료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데, 철저한 평가, 치료 목표 설정, 효과적인 치료 절차 선택이 바로 그것이다.

 ① 평가

  평가는 정상적, 병적 애도 반응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치료자는 

(a) 애도의 특징 (예, 병적인 요소가 있는지, 지나치게 길어지는지, 정상적인 경

과를 따르는지의 여부),  (b) 애도자를 누가 치료 장면에 데려왔는지, 즉, 그의 

애도 행동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인지, (c) 기능적인 문제들 

(예, 애도 행동이 다른 삶의 영역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d) 애도자의 

애도에 대한 문화적, 세대적, 개인적 가치관을 평가한다. 

  특히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특정 반응들의 발생 빈도, 강도, 지속기간, 잠복여

부, 발생 스케쥴을 반드시 평가한다. 또한 그러한 행동들을 발생시키는 선행사

건, 지속시키는 결과적 사건을 단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장기적 

선행사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사별의 태도(죽음의 갑작스런 정도, 죽음 이

전에 죽은 이와의 관계)와 관련되며 어려움을 지속시키는 결과적 사건은 애도행

동을 그만두는 것이 애도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예, 이차적 이득의 손실)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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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치료 목표

  치료 목표는 어려움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반응들을 고려하여 세워야 한다. 문

제의 성질이 무엇이든지 간에 애도자와 논의 하에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조작적

인 용어로 서술하여 치료자와 애도자 모두 치료 방향에 대하여 뚜렷한 윤곽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치료 목표는 개입의 표적이 되는 행동에 따라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a) 생리적 호소: 목표는 구체적인 신체 증상(예, 불면증, 편두통)을 감소시키

고 신체적 황동을 증가시키고 의학적 치료법과 자조 프로그램에 잘 따르

게 하기 위해 설정된다.

b) 주관적 사건: 목표는 자기개념, 구체적인 정서경험 및 욕망(예, 자살 충

동), 혼란스런 환상, 부적응적인 사고패턴 수정에 초점을 둔다.

c) 외현적 행동: 목표는 부절제 행동(예, 알코올 남용), 강박적 행동, 회피 

반응과 같은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반응들 수정에 초점을 둔다.  

d) 대인관계: 목표는 고립을 막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있

다.

e) 환경적 지지: 목표는 치료적 이득을 지지하고 촉진시키도록 물리적 혹은 

사회적 환경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    

③ 치료 절차

  치료자는 병적인 애도를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행동적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데, 예컨대, 이완, 체계적 둔감화, 내현적 조건화, 인지적 리허설, 사고 중지, 역

할 연습, 기술 훈련 등이 있다. 애도 증상에 대한 이러한 기법들의 적용은 대개

의 행동주의적 임상적 치료의 연장선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애도의 복잡한 

성질상, 애도 증상들은 치료에 쉽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2) Ramsay의‘순수한(pure)’행동치료

   Ramsay(1977)는 미해결된(unresolved) 애도를 공포증과 비교하는데 왜냐

하면 두 가지 모두 불안과 회피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사별의 경우 상실과 

관련된 자극과 상황들에 의해 심리적 고통이 유발되며 그것들을 회피하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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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인다. 따라서 Ramsay의 병적 애도를 위한 치료과정은 기본적으로 정서적 

홍수기법과 반복적 직면, 즉 지연된 노출과 애도자가 이를 회피하려 할 때의 반

응 방지로 이루어진다. 이 치료에서는 적절한 자극(언어화, 심상 이용, 사건의 

재연출, 게슈탈트 빈 의자 기법사진이나 연관된 사물로의 노출 등)을 통해 회피

된 감정들을 유발하여, 애도자가 자신에 맞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표현함에 따라 

서서히 그 감정들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 뒤, 애도자는 죽은 이를 능동적인 방

식으로 떠나도록 격려된다. 죽음에 대한 부인 금지, 완전한 수용, 영원한 고별을 

의미하는 이런 떠나보내는 작업 없이는 진실된 재통합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3) Mawson, Marks, Ramm과 Stern(1981)의 인지행동치료‘유도된 애도과

정(Guided Mourning)’

   Mawson 등(1981)이 제안한‘유도된 애도과정 guided mourning’에서는 

상실에 대한 애도자의 반응에 초점을 둔 다양한 행동적 전략을 사용한다. 구체적

으로 (a) 상실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과거 기억, 생각, 상황으로의 노출, (b) 상

실과 그것의 결과에 관한 어려운 상황의 반복적인 기술, (c) 이전에 피했던 장

소들을 찾아가봄, (d) 죽은 이에 대한 언어적, 행동적 고별인사, (e) 죽은 이에 

관한 글을 쓰고 생각해보며 슬픔에 직면해보기, 죽은 이의 사진을 날마다 보기 

등이 있다. 유도된 애도과정(guided mourning)은 공포증적 회피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지만 우울한 기분과 전반적인 불안을 완화하는 데에는 덜 성공적이며 

병적 애도의 특징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유도된 애도과정은 애도 과정이 회피되었거나 억압되었거나 지연된 경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도자가 자신의 애도를 쉽게 자기 처벌적인 방

식이나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발전시키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덜 효과적이다. 

(4) Kavanagh(1990)의 인지행동치료‘통제된 노출(controlled exposure)’

   Kavanagh(1990)은 애도 과정을 위하여‘통제된 노출’전략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은 Stroebe와 Schut(1999)가 제안한 이중 과정 모형(Dual-Process 

Model; 이하 DPM)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DPM에서 애도자는 때로는 직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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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때로는 회피하는 인지적, 정서적 과정을 보인다. DPM에는 두 가지 유형의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상실 지향(loss-orientation)이고 다른 하나는 

회복 지향(restoration-orientation)이다. 상실 지향 대처는 상실 경험 그 자체

의 측면들에 집중하고, 그것들에 관해 작업하는 것인 반면, 회복 지향 대처는 죽

음 이후 사별한 이가 책임져야 하는 일들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는 것, 삶을 재

조직하는 것, 새로운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기존의 모델들에서 사

별에 대한 대처가 대부분 정서 중심적이거나 단 하나의 대처 전략에 초점을 맞

춘 것에 반해 DPM 모델은 인지적 과정과 상호작용적이고 자발적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한다. Stroebe와 Schut(2001)에 따르면 애

도자들은 직면과 회피를 교대로 반복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상실 지향 대처와 회

복 지향 대처 사이에서의 진동(oscillation)을 하게 된다. 상실 지향 대처에서 애

도자들은 때때로 상실의 일면들에 대면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회피하기도 한다. 

회복 지향에서도 애도자들은 때로는 사별에 수반되는 이차적인 스트레스 과제들

에 접근하지만, 때로는 그런 과제들로부터 쉬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진동을 포함하는 인지적 과정에 대한 모델에 긍정적 및 부정적 평가 

요소가 더해짐으로써 확장되었다. 즉, 애도과정은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사

이에서의 진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긍정적인 (재)평가와 부정

적인 (재)평가가 교대로 반복되면서 애도자들은 인지적, 정서적 과정을 대면하거

나 회피하고, 이것은 인지와 정서 간의 상호작용을 발생시킨다. 애도자가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낮추는 적응적인 대처는 긍정적 

및 부정적 대처 사이를 진동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 모형은 기존의 애도 과정에 대한 시각에 신선한 충격을 주며 새로운 분석

적 틀을 제공하며‘Guided Mourning’과 같은 기존의 사별에 관한 기존의 이

론들이‘인지적’과정과 대처의 역동에 대한 분석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다. 즉, 이러한 기법들은 DPM의 상실 대처와는 분명 상통하나 진동의 역동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Kavanagh(1990)는‘통제된 노출(controlled exposure)’이라는 개념을 도

입하였는데 이것은 DPM의 직면-회피 진동 전략과 비슷한 과정을 이용한 것이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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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첫째, 애도자는 스스로를 사별과 관련된 자극에 노출시킴으로써 자신의 

슬픔과 대면해야 한다. 사별 단서로의 노출은 애도자로 하여금 그러한 자

극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극에 홀로 대면하는 

자기 효능감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b) 두 번째, 애도자는 사별 작업으로부터 휴식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고

통스러운 자극과의 접촉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별 단서로의 통제된 노출이 제안되고, 애도자들은 자신의 가장 극심한 정서

적 반응과 연합되어있는 특정 생각들을 인식하도록 격려받는다. 치료자들은 부정

적인 생각과 그것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애도에 대한 인지치료에서는 미래에 대한 무망감과 죄책감, 무가치감

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인지행동치료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상실의 탐색과 고통스런 증상의 중재 사이에서 적절한 선을 이루어야 한다

(Matthews & Marwit, 2004에서 재인용).

(5) Neimeyer(2001)의 인지행동치료 ‘의미 만들기(meaning making)’

  근래에 들어서는 애도를 의미 재구축 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지-

행동치료가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를 다루는데 적합한 메커니즘이라는 

주장이 제안되고 있다. 즉, 20세기 동안 사별 연구자들은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애도 과정은 Freud가 리비도의 철회과정(decathexis)이라 일컬은 것, 즉 

죽음 당시의 사건을 직면하고 그와 관련된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죽은 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에 대한 애착을 분리시키는 과정이라 보았다. 그러나 근래 연구

들에서는 직면과 그에 따른 정서적 표현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었고(Wortman & Silver, 1989), 애도 과정에는 죽은 이로부터의 분리가 

아닌, 현재의 삶에 죽은 이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Klass, 

1999). Kavanagh(1990)의 치료는 사별한 이들에 대한 새로운 치료적 접근을 

제공하고, 접근과 회피 사이에서의 건강한 진동을 설명하였지만, 여기에 DPM의 

세 번째 요소인 회복-지향 대처는 간과하고 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개인이 

세상이 기능하는 방식에 대해 이전에 지녔던 신념들을 재구축하고 재설정하게끔 

한다는 연구 결과가 늘어나고 있다(Neimeyer, 2001). 애도 과정을 의미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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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기간으로 보는 이러한 과점을 바탕으로, CBT는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를 겪는 사람들을 치료하기에 적합한 개입이라 할 수 있다. 애도에 대한 

최근의 CBT의 적용은 구성주의 접근들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의미 만들

기(making meaning)’를 지향하는 집단으로 묶을 수 있다. 

  의미 만들기란 사람들이 자신의 삶, 타인의 삶, 좀 더 큰 맥락에서는 모든 삶

에 관해 이야기를 구성하려는 타고난 경향성을 가리킨다. 이 이야기들은 세상에 

대한 관점과 그것이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가정들을 바탕으로 한다. 부모보다 아

이가 먼저 죽거나 아이가 타살의 희생자가 되거나 사고사 등의 외상적 애도

(traumatic grief)의 경우, 이러한 가정들이 파편화되면서 개인은 조직화된 생각

의 틀이 사라진 채 남겨지게 된다. 정상적인 애도의 경우, 개인의 타고난 대처 

경향성이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을 자신의 신념체계에 통합시키도록 도와 

신념체계가 재구축된다. 그리하여 불확실성, 불안,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손상된 

관점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개인적 성장 또한 이루어낸다. 신념 구조

의 이러한 변형은 상담과 지지모임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정상적인 애도

의 경우 사별한 이가 적절한 시간 내에 자기 자신의 자원을 이용하여 이를 달성

할 수 있다. 반면,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의 경우, 사별 후의 심리적 고

통이 정상적인 적응과정을 저해하고, 기능적인 손상이 나타나게 한다. 정상적인 

대처 경향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의미 만들기’라는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자기와 세계에 대한 관점이 재구축 

되어야 한다. DPM 맥락의 치료는 회복 지향 대처를 촉진시키고, 사별한 이의 

신념을 재조직하는데 집중한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들은 정서적 결과를 분명 고

려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지 지향적이다. 구성주의 이론을 임상적 현장에 적용할 

때 다양한 인지적 기법들을 사용하는데, 이 때 외상을 경험한 개인이 자신의 이

야기를 말하고, 이전의 신념 체계의 맥락 상에서 외상적 경험이 주는 공포를 이

야기하고, 새로운 의미를 구축하도록 돕는다. 즉, 개인이 상실 이전의 인지 도식

과 상실 후 인식된 현실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인지 치료는 다양한 행동적 기법들과 정서 중심적 치료와 결합되어 쓰였을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Matthew & Marwit, 200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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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orowitz(1986a)의 단기 역동적 치료

   Horowitz(1986a)는 모든 스트레스 사건에는 적응(accommodation) 및 동

화(assimilation)와 삶에 대한 건강한 회복 과정이 뒤따른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절규, 현실에 대한 부인과 무감각한 느낌, 침입적 사고, 반복적인 작업, 그리고 

완결이 포함된다. 이러한 반응들을 겪으면서 개인은 스트레스 사건의 의미와 그

것이 관계, 자기상, 행동에 지니는 함의를 소화해가는 작업을 해야한다. 이 때 

필요한 과정들이 방해되면 흔히 PTSD, 적응장애, 단기 반응성 정신증 등으로 

진단되는 스트레스 반응 증후군(stress response syndrome)을 가져온다.

  스트레스 반응 증후군에 대한 단기 역동 심리치료는 일주일에 한 회기씩, 12

회기로 이루어진다. 개입의 목표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생각들과 견딜 수 없는 위

협적인 정서적 상태를  쫓아버리려 하는 통제력에 대한 욕구를 줄이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애도자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사고적, 정서적 반응의 순

환주기를 완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완결은 사건의 의미를 통합하고 적응적인 반

응을 발달시키며, 그 사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이루

어진다.

  개입은 개인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반응의 특정 단계의 요구에 맞게 행해진다. 

과잉 통제가 두드러지는 부인과 무감각 단계의 경우, 이러한 통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감정을 정화시키는(abreactive-cathartic) 방법(예, 제안, 사회적 압력, 최

면, 약물)이 사용된다. 반대로 침입의 기간 동안 치료적 목표는 상대적으로 약한 

통제력을 보완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반응 증후군을 위한 Horowitz의 단기 역동

치료는 대개 다음의 형식을 따르지만 개인의 환경과 성격, 반응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12회기 역동적 치료의 예 (Horowitz, 1986a)
회기 관계 이슈 내담자의 활동 치료자의 활동

1 치료자에 대한 긍정적

인 초기 감정

사건의 줄거리를 이야기

한다.

임시적인 치료 초점을 논의한

다.

2 안심되고 압박감이 감

소된다.

사건이 이전의 삶과 연

관된다.

정신과적 내력을 조사하고 내

담자의 증후군에 대한 현실적

인 평가를 내린다.

3 내담자는 관계의 다양 사건의 의미를 확장시킨 치료 초점을 재조정하고,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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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게슈탈트 치료

   Smith(1985b)는 애도 주기에 대한 게슈탈트 개념화를 통해 치료적 절차를 

제안하였다. 상실 경험은 애도할 필요를 만들어내고, 이것은 유기체적 긴장 혹은 

흥분을 발생시키며, 다시 이것은 개인이 슬프게 느끼게 하고 다시 이것은 우는 

행동을 요구하는데, 그러한 반응이 당시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킨다면 안도감을 

가져온다. 상실의 정도에 따라 애도 주기는 강도, 빈도, 반복의 수가 다양할 수 

있으며 한번 울음으로부터 안도감이 경험된 이후 또 다시 애도하고자 하는 욕구

가 역치에 이를 때까지 꽤 시간이 흐를 수 있다. 애도의 경험들을 완결하고 미완

결된 과업들을 끝마치기 위해 Smith는 빈의자 기법을 사용하여 애도자들이 이별

을 고하도록 돕는다. 이 기법은 다음의 4단계로 구성된다. 

a) 1단계: 치료자는 애도자에게 죽은 이가 빈 의자에 앉아있다고 상상해보라

고 제안하며 싸이코드라마(psychodrama)에 초대하여 애도자를 지금-여

기(here-and-now)의 경험에 머물러 있게 한다. 

b) 2단계: 애도자가 적절하게 생생한 정도로 죽은 이를 경험하고 있다면, 치

료자는 애도자가 몇 분간 그렇게 머물게 하고 죽은 이와 함께 있는 애도

한 가능성들로 치료자

를 시험한다.

다. 트레스와 관련된 주제들을 생

각하는 것에 대한 내담자의

저항을 해석한다.

4 치료적 동맹이 깊어진

다.

사건이 현재에 지니는

의미에 관해 생각한다.

방어와 회피가 해석되고, 그

것들을 스트레스 사건 및 반

응들과 연관시킨다.

5 회피해온 주제들에 대해

작업한다.

두려운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직면과 집중을 격려한다.

6 미래에 관해 생각한다. 종결 시기를 논의한다.

7-11 전이반응이 해석되고,

치료관계의 임박한 단

절을 인정한다.

중심 갈등과 종결에 관

한 주제들을 훈습이 계

속된다.

중심 갈등, 종결, 미완성된 주

제들, 권고사항들을 명확하게

하고 해석한다.

12 종결한다. 혼자 힘으로 작업해가는

것과 미래에 대한 계획

을 논의한다.

치료의 실제 이득과 내담자가

앞으로 혼자 해야 할 작업들

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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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관찰한다. 그리고는 애도자에게 떠오르는 모든 감정들을 느껴보라고 

제안한다. 

c) 3단계: 치료자는 애도자가 느끼고 생각하는 무엇이든지 (그러한 생각들이 

지금-여기의 경험을 회피하지 않는 한) 죽은 이에게 얘기해보라고 제안

한다. 이 때 죽은 이에게 말하는 것이지, 죽은 이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포함되도록 격려되는데, 그 세 가지에는 

감사함 (죽은 이에 대한 좋은 기억과 감정, 사랑), 분노 (혹은 불쾌한 기

억과 부정적 감정들, 때로는 증오), 후회 (혹은 애도자가 했거나 하지 않

은 것들에 대한 인정)가 포함된다. 

d)  4단계: 치료자는 애도자가 의자를 바꾸어 죽은 이가 되어 애도자가 말했

던 것들에 대답하게 함으로써 빈 의자 독백을 빈 의자 대화로 전환시킨

다. 애도자는 역할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감정이 증폭되면서 일종의 완결

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적절한 때에 애도자의 역할을 바꾸게 하는 

것이 치료자의 임상적 기술이다.          

2. 위기개입 프로그램

(1) 위기의 정의 및 위기의 단계

   위기란 심리적 평형이 급성적으로 붕괴한 상태로, 개인의 일반적인 대처 기제

가 실패하여 고통과 기능적 장해가 나타나는 상태를 뜻한다(Roberts, 2005). 

즉 중요한 삶의 목적을 저해하는 어려움을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 극

복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위기에 처한다. 위기는 주로 극도의 긴장감을 주는 외상

적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특히 개인이 그 사건을 불편과 혼란의 원인으로 

여기고, 기존의 대처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위기라고 칭한다 

(Roberts, 2005). 위기에 대한 몇몇 원칙과 특성에 따라 위기를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정의할 수 있다 (James & Gilliland, 2001): 

a) 위기는 위기를 경험하는 개인에게 위험과 기회를 준다.

b) 위기는 일반적으로 시간제한적이지만 일련의 반복적인 전환위기 시점으로 

발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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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위기는 복잡하며 해결하기가 어렵다.

d) 위기 개입 전문가와 human service worker의 삶의 경험이 위기 개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e) 위기는 성장의 씨앗과 변화의 원동력을 가진다.

f) 위기에는 만병통치약이나 빠른 해결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g) 위기에서는 선택이 필요하다.

h) 정서적 불균형과 혼란이 위기와 함께 발생한다.

i) 위기의 해결과 위기 개입 전문가의 개인적 특성은 서로 관계가 있다.

  

  Caplan(1961, 1964)은 위기 반응의 네 가지 단계를 처음으로 기술하고 입증

하였다 ; 정서적으로 위험한 위기를 일으킨 사건으로부터 긴장이 최초로 증가하

는 단계, 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없음과 위기에 대한 지속적인 기억으로 인

해 일상 생활에서의 장해가 증가하는 단계, 긴급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 위기를 

해결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긴장이 빠르게 증가하는 단계, 우울이나 정신적 붕괴

에 빠지거나 새로운 대처 기술을 통해 위기를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단계.

(2) 위기 개입의 필요성

   대량의 사상자를 동반한 사건이 가져오는 심리적 외상은 생존자와 구조자 모

두에게 심리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위기 사건 직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기

존의 위기를 PTSD와 같은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전환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 재해 및 기술적인 재해의 생존자들 가운데 상해

를 입은 사람 중 상당수가 단기 및 장기간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예컨대 3

천명에서 1만4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사망자와 1만2천명에서 5만5천명으로 추정

되는 사상자를 낸 California 지진의 결과, 1만3천5백 명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심리적 증상을 경험하고 PTSD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ood & 

Cowan, 1991). 이러한 위험을 고려할 때, 재난 이전, 재난 발생 및 이후에 정

신 건강을 위한 복합적인 개입의 개발 및 시행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재난 및 

위기가 발생한지 4주 이내로 시행되는 심리적 개입은 유해한 심리적 증상이 발

현할 위험을 감소시키며, 초기 개입에는 인지행동접근 등의 집중적인 심리치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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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이 포함된다. 

(3) 기본적 위기 개입 모델: 평형 모델, 인지 모델, 심리사회적 전환 모델

   Leitner(1974)와 Belkin(1984)은 평형 모델(equilibrium model), 인지 모

델(cognitive model), 심리사회적 전환 모델(psychosocial transition model)

을 기본적인 위기 개입 모델로 소개하였다. 이 세 모델들은 서로 다른 위기 개입 

전략과 방법론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a) 평형 모델(equilibrium model): 위기에 처한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해 일상적인 대처 기제나 문제해결 방법을 사용하는데 있어 심리적/정서적 

불평형 상태에 있다. 평형 모델의 목적은 위기에 처한 사람이 위기 전의 평형 상

태로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다(Caplan, 1961). Lindemann은 다음의 단계를 거

쳐 외상적 사건을 겪은 사람이 평형을 찾게 된다고 보았다; a) 혼란된 평형, b) 

단기치료나 애도 작업, c) 내담자가 문제나 애도를 훈습, d) 평형의 회복. 평형 

모델은 위기개입의 가장 순수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초기 개입에 가장 적

절한 모델이다. 위기에 처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거나 적절한 선택을 하지 못하

며 지남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처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는 그

를 안정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예컨대 자살을 계획하는 사람이 적어도 다

음 주까지는 자살을 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는 안정화 단계 이전에는 자살을 떠올

리는 근본적인 요인을 탐색하지 말아야 한다. 

b) 인지 모델(cognitive model): 위기는 위기 사건 자체나 그와 관련된 사실에

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진다(Ellis, 1962). 따라서 인지 모델은 위기에 처한 사람이 위기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갖는 신념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돕고자 한다. 이 모델의 기

본 가정은 비합리적이고 자기 패배적인 인지를 인식하고 논박하며 합리적인 사

고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 삶의 위기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기에 처한 사

람은 스스로에게 매우 부정적이고 왜곡된 메시지를 보낸다. 위기 개입을 통해 부

정적이고 패배적인 사고가 사라질 때까지 상황에 대한 새로운 자기 진술을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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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재연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만들도록 한다. 이 모델은 내담자가 어느 정

도 안정되고 위기 전의 평형에 근접한 상태로 회복하게 하는데 적절하다. 이 접

근의 구성 요소는 Ellis(1982)의 합리적-정서치료와 Meichenbaum(1977)의 

인지행동 접근 및 Beck과 동료들의 인지체계에 기본을 두고 있다. 

c) 심리사회적 전환 모델(psychosocial transition model): 이 모델에서는 인간

을 유전적 자질과 환경적 학습의 산물로 간주한다. 인간은 계속해서 변화 발전하

고 사회 환경과 사회적 영향력 역시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위기는 단순히 

개인 내에 존재하는 내적 상태가 아니라 내적이고 외적(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인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위기 개입은 위기를 만들어낸 내, 외적 어려움

을 내담자와 함께 평가/사정하고 내담자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행동과 태도 및 

환경적 자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담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내적 대처기제와 사회적 지지 및 환경

적 자원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 이 모델은 인지 모델과 같이 내담자의 안정화 

이후에 적절한 모델이다. 이 모델에 기여한 이론가에는 Adler, Erikson(1963), 

Minuchin (1974) 등이 있다. 

3. 실제적인 위기 개입 모델 

 실무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한 위기 개입 모델은 

다음과 같다(James & Gilliland, 2001). 

(1) Gilliland(1982)의 6단계 모델

a) 평가하기: 평가하기는 위기 개입 전 과정에 적용되는 전략이다. 위기 개입 전

문가의 평가는 6단계의 전 과정에 걸쳐 수행된다. 첫 번째 3단계는 문제 정

의 단계, 내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단계, 지지를 제공하는 단계로, 경청이 

주요 활동이 된다. 그 다음 3 단계는 대안 탐색 단계, 계획 수립 단계, 긍정

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단계로, 개입 전문가의 행동적 활동이 증가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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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다. 

b) 1단계 (문제 정의하기): 내담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이해하는 것이 

위기 개입의 첫 단계가 된다. 위기 상황을 내담자의 관점에서 보지 못한다면 

개입 전략과 절차에서 중요한 사항을 놓치기 쉽고 내담자에게 그 과정이 전

혀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 Worker는 전 과정에서 경청과 행동 기술을 

사용하는데 개입 회기가 시작될 때 핵심적인 경청 기술  감정 이입, 진솔성, 

수용 및 긍정적 관심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Cormier & Cormier, 1991). 

c) 2단계(내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기 개입 전문가가 내담자의 안전을 지

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내담자의 안전이란 자신과 타인에게 신

체/심리적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내담자의 안전이 두 

번째 단계이긴 하지만 안전은 위기 개입 전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 단계를 융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d) 3단계(지지하기): 이 단계에서는 내담자에게 전문가가 내담자를 돌볼 것을 

알린다. 전문가는 내담자가 자신을 가치있고 돌봄을 받는 존재라고 당연하게 

느낄 것으로 가정해서는 안된다. 지지 단계에서는 내담자에게 '당신에게 진정

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

는 내담자를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e) 4단계(대안 탐색하기): 이 단계에서는 내담자에게 적절하고 가능한 선택 사

항을 탐색한다. 비유동적인 상태에 처한 내담자는 종종 최선의 선택사항을 

적절하게 검토하지 못하며 위기에 처한 내담자는 실제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고 여긴다. 이 단계에서 효과적인 전문가는 내담자에게 많은 대안이 있고 더 

나은 선택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 때 상황적인 지지자(내담자에게 

발생한 일을 돌볼 수 있는, 내담자를 알아온 사람으로 도움의 원천이 된다)

와 대처기제 (내담자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행동 및 

환경적 자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패턴(내담자의 스트레스와 불안 수

준을 경감시키는 사고방식)을 통해 여러 대안을 객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선

택의 여지가 없다고 무기력하게 느끼는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f) 5단계(계획세우기): 이 단계는 4단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계획은 즉각적

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집단 및 다른 의뢰 자원을 명확히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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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처 기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계획은 내담자의 체계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내담자의 대처능력 측면에서 현실적이어야 한다. 이 때 

내담자가 계획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도록 전문가는 내담자와 협력하여 계획

하도록 해야 한다. 즉, 내담자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과 독립

심 및 자기 존중을 잃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이처럼 내담자의 통제와 

자율성이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g) 6단계(참여시키기): 전 단계의 통제와 자율성의 문제는 이 단계에서도 동일

하게 적용된다. 내담자에게 계획한 내용을 요약해보도록 하며, 계획 중 내담

자가 수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운다. 이 단계의 목표는 내담

자가 위기 이전의 평형을 되찾을 수 있게 설계된 행동 단계 수행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며, 전문가는 평가와 안전의 확보 및 지지 제공과 같은 다른 원조 

단계의 기술을 여전히 사용하여야 한다. 

   위기개입에서의 평가는 개입의 전 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며, 임상 현장에서 사

용되는 것과 같이 형식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평가 내용으로는 a) 위기의 심각

성, b) 내담자의 현재 정서 상태-정서의 유동성 여부, c) 대안, 대처기제, 지지

체계 및 활용 가능한 자원, d) 내담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위험이 포함된다. 

   먼저, 위기 개입 전문가가 내담자와의 첫 만남에서 가능한 한 빨리 위기의 심

각성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위기 개입 전문가는 위기의 특성 상 충분한 진

단적 정밀검사를 하거나 내담자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를 얻을 시간이 없기 때

문에 빠른 평가 절차인 위기 분류 평가 체계(Triage Assessment System; 

Myer et al., 1991; 부록 6에 제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체계는 특정 위

기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내담자의 

정서, 행동, 인지 영역의 현재 기능을 평가할 수 있게 하며, 얼마나 위기개입 처

치를 받아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해자의 위기반응에 대한 

주요 평가 영역은 다음과 같다. 

a) 정서 상태(affective state): 비정상적이고 손상된 정서는 내담자가 불평형 

상태에 있다는 일차적 징후가 된다. 전문가는 적절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느낌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내담자가 통제와 유동성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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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문가는 다음의 질문을 해야 한다: 내담자의 정서적 반응이 상황 부인

이나 상황 몰입 회피를 의미하는가? 정서적 반응이 상황적 위기와 일치하거

나 정상적인가? 내담자의 감정이 충동적 상태인가, 격분 상태인가, 충격 상태 

인가, 그렇지 않다면 타인이 영향을 미친 것인가? 다른 사람도 이런 상황에

서 비슷한 정서를 보이는가? 

b) 행동 기능(behavioral functioning): 내담자의 거동, 활동, 행동 및 기타 정

신운동 활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기 개입에서 내담자를 움직이는 가

장 빠르고 최선의 방법은 내담자가 즉시 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활동을 촉진

시키는 것이다. 위기 경험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위

기 시에 가장 유용한 대안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라고 보고하였다. 내담자에게 건설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전에 이런 경우에, 통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어떤 행동

을 취했습니까? 최선의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 위기에서 당

신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들이다. 내담자가 구체

적인 작업에 관여하게 되었다면 이는 통제가 회복되고 유동성이 어느 정도 

생기고 향상의 분위기가 구축된 긍정적인 상태의 단계이다. 

c) 인지 상태(cognitive state): 내담자의 사고패턴에 대한 파악은 위기 개입에 

방향을 제시한다. 위기에 대한 내담자의 생각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일관성이 

있는가? 위기를 악화시키는 부분적 진리를 믿고 있거나 과장하거나 합리화하

고 있지는 않은가? 위기 상황에 대한 신념 변화에 얼마나 개방적인가? 이러

한 평가를 통해 내담자의 불합리하거나 혼돈스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밝히

고 위기와 대안에 대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사고패턴을 개발하도록 도울 수 

있다.

(2) Roberts의 7단계 위기 개입 모델

   Seven Stage Crisis Intervention Model(이하 SSCIM; Roberts, 1991, 

1995, 1998, 2005)은 광범위한 위기 상황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위기 개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Roberts & Ottens, 2005). 이 모델은 외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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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진료소나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센터, 상담 기관 및 위기 개입 장면에서 제공되

는 효율적인 단기 치료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내담자의 문제와 자원에 

대한 빠른 평가를 강조하고 목표 선택과 성취에 대한 공동 작업, 대안적인 대처 

방법의 모색과 작업 동맹(working alliance)의 구축 그리고 내담자의 힘을 증진

시키기 등의 내담자 역할을 중시한다. 위기개입의 구체적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생물심리사회적 평가(psychosocial and lethality assessment)

  위기 개입 전문가는 즉각적이고 철저한 생물심리사회학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야 한다. 최소한도로 이 평가에서 다루어야 할 것에는 내담자의 환경적 지지요인

과 스트레스 요인, 의학적 요구 사항과 의약물 복용, 알코올 및 마약의 현행 사

용, 내/외적 대처 방법과 자원들이 포함된다(Eaton & Ertl, 2000). 또한 약물 

평가는 자살 시도의 유무를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잠재적인 자살의 위험

이 있을 때는 자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평가에서 중요한 점

은, 임상가가 내담자의 상황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지니고 있고, 내담자는 자신

이 잘 경청되고 있고 이해받고 있는 것으로 느낄 때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기 쉽

다는 것이다.  

2단계 빠른 라포형성(Rapidly Establish Rapport)

  라포는 진솔성, 존중, 내담자에 대한 수용과 같이 상담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촉진된다(Roberts, 2005). 또한 이 단계는 내담자에게 신뢰와 확신을 심

어주기 위해 위기 종사자의 기질이나 행동, 기본적인 인격의 장점들이 나타나는 

단계이다. 다수의 강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에는 eye contact, 비판단적인 

태도, 창의성, 융통성, 긍정적인 정신적 태도, 작은 진전을 강화하는 것, 회복력

(resiliency)이 포함된다. 

3단계: 위기 촉발요인 혹은 주요문제의 규명

      (Identify the Major Problems or Crisis Precipitants)

   위기 개입은 내담자가 지닌 현재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내담자가 다른 때가 

아닌 바로 현시점에서 도움을 구하게 된 촉발요인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주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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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규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Ewing, 1978). Roberts(2005)는 선행 

사건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그 사건이 위기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이해함으로

써 내담자의 대처방식을 개념화 할 수 있다. 이 대처 양식은 현재 위기의 해결 

및 미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4단계: 감정과 정서를 다루기(Deal with Feeling and Emotions)

   4 단계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위기 개입 종사자는 내담자가 느낌을 표

현하도록 돕고,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표출하고 해결하며 설

명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종사자들은 paraphrasing이나 감정의 반영 및 조사

(probing)와 같은 '적극적인 경청(active listening)' 기술에 의존한다(Egan, 

2002). 

5단계: 대안을 탐색하기(Generate and Explore Alternatives)

   이 단계는 위기 개입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일 수 있다. 정의에 따르면 위기에 

처한 내담자는 평정심을 잃고 큰 그림을 보기 어려우며 완고하게 기존의 비효율

적인 대처 양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4단계가 달성된다면, 위기에 처

한 내담자는 정서적인 균형을 다시 잡을 수 있을 만큼 힘든 감정들을 통과해왔

다는 의미이므로, 내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살하지 않겠다는 계약이나 

단기적인 입원, 일시적인 쉼터 생활, 약물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대안을 논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위기를 유발한 사건이 독특한 경험이라면 내담자와 임상가는 현

재의 사건에 적용가능한 대안을 함께 탐색할 수 있다. 'Amplifying Solution 

Talk'(Dejong & Berg, 1998)와 같은 해결 중심적 치료 기술이 이 단계에 포

함될 수 있다. 

6단계: 행동계획으로 통합시키기(Implement an Action Plan)

  이 단계는 전략들이 힘을 부여하는 치료 계획이나 조정된 개입으로 통합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취해지는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내담자의 평형상태와 심

리적 균형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것이다. 활동 계획의 예로는 12 단계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지지 집단에 참가하는 것, 여성 쉼터에 일시적으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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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행동계획만으로는 균형을 회복하기 어려

우며, 인지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Roberts(2005)에 

따르면, 이혼이나 자녀의 죽음 혹은 약물의 과다 복용 등의 외상사건으로부터 회

복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창출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즉,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

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건에 대한 다른 대안적인 해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누구인가? 실제 사건이 어떻게 개인의 

기대와 갈등을 일으켰는가? 위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위기를 더 어렵게 만들었

는가? 하는 등의 질문에 대해 내담자 스스로 통찰을 얻음으로써 상황에 대한 통

제권을 얻고, 미래에 있을 유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7단계: 추수 회기(Follow-Up)

   위기 개입 종사자들은 초기 개입 이후의 사후 면접을 계획하여 위기가 해결

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하고 내담자의 위기 이후 상태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내담자의 위기 이후 평가(post-crisis evaluation)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내담자의 신체적 상황 (예: 수면, 영양, 위생 상태)

b) 촉발 사건에 대한 인지적인 통제력 (내담자가 일어난 일과 그 이유에 대

한 보다 나은 이해를 지니고 있는가?)

c) 사회적, 영적, 취업 및 학업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평가

d) 진행중인 치료에 대한 만족과 진전 (예: 재정적 상담)

e) 현재의 스트레스 인자와 그것에 대한 대처 방식

f) 잠재적인 의뢰에 대한 필요성 (예: 법적, 거주, 의학적)

   위기 기입이 종결된 이후 1개월 내로 추수회기를 계획하며, 치료를 통해 얻

은 것과 여전히 남은 문제들을 논의한다. 애도과정에 있는 내담자에 대해서는 죽

은 이의 기일에 가까운 시일에 추수회기를 계획하는 것이 권장된다(Worden, 

2002). 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사건이 있었던 1주기 혹은 1달의 

시점에서 추수 회기를 계획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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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각국의 자살자 유족 사후개입 현황 및 자살자 유족 

지지모임

   해외에서는 자살 예방에 대한 연구 및 자살자 가족이 겪게 되는 심리적, 정서

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축적되어 있으나, 자살자 유족에 대한 직접적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체계적 접근은 비교적 최근 들어서야 시작되고 있는 단계

이다. 자살의 사후개입에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국제적 연대모임으로는 WHO의 

공식 연결단체인 IASP(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uicide Prevention)가 

있으나, 그 활동이 주로 자살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살자 유족에 대해서는 

1999년 이후로 ‘사후개입 특별전문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연구를 촉진하고 

성과를 모으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대륙별, 나라별로 자살

자 유족지지 모임에 대한 자료방(directory)을 형성하고 소속된 국가 회원들에

게 유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가별로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개입을 시도하고 연구

활동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들이 시작된 바 있으나, 아직은 실효성이 있는 실제 치

료보다는 모델의 개발과 사례연구, 예비적인 시행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

계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살자 유족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과 심리적 지지 서비스

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역

사회 기반 위기개입 센터와 전국적 비영리 단체들, 그리고 자살자 유족들이 결성

한 지지모임 등이 점점 활성화되어 자살자 유족에 대한 심리적 지지와 치유 프

로그램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지모임의 형태와 지지모임을 운영하는 

단체 및 지지모임에서 제공하는 치유 프로그램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

어 유럽에서는 주로 자살 후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치유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미국에서는 몇몇 지역에서 자살 발생시 사건현장에서 바로 

위기개입 및 정서적 지지에 돌입하는 방문 서비스(outreach program)를 시행

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우선 IASP를 중심으로 자살자 유족에 대한 사후개입을 활성화시

키려는 국제연대활동에 대해 소개하겠다. 다음으로,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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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자살자 유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위기개입 및 사후개입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나, 자살자 유족에 대한 사후개

입을 시도하는 국내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국제 연대 활동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uicide Prevention(이하 IASP)

  

   IASP는 1960년에 Erwin Ringel에 의해 오스트리아에서 창립되었으며, 현재

는 WHO와 공식적으로 연계된 비정부 기구이다. IASP는 자살행동을 예방하고 

그 효과를 증대시키며, 학자와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위기관련 종사자, 자원봉사

자, 자살자 유족들에게 포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ASP 내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은 높았으나 자살자 유족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이에 회원들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자살자 유족 사후개입

의 필요성과 경각심을 부각시키려는 목적으로 아테네에서 열린 20번째 IASP 대

표자 회의(1999)에서 사후개입 특별전문위원회(Taskforce Postvention)가 발

족하였다. 위원회의 첫 번째 과업은 자살자 유족 서비스의 자료방(directory)을 

만드는 것이었다. 2002년 당시에는 뉴질랜드와 호주의 자료방만이 준비 중인 단

계로 목적한 활동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나, 22회 IASP 대표자 회의(2003) 

이후로 유럽의 자료방이 활성화되는 등, 사후개입의 연구성과 및 지지모임의 활

동을 취합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이 회의에는 4대륙 16명의 

참가자들이(미국, 유럽, 아시아, 호주와 뉴질랜드)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와 평가, 

지지모임과 지역사회기반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2003년 대표자회의의 주요 주제 및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자살자 유족 

모임을 시작하는 경험에 대해 나누기, 지역사회적 연계 형성, 인터넷 기반의 토

론 포럼의 개최, 유족 문제에 대해 대중에게 홍보할 필요성. 

a) 지지모임의 지도자, 자살자 유족, 임상가, 지역사회 활동가, 정책입안자, 

연구자 등 배경이 다양한 참가자들 간의 경험을 어떻게 도움이 되는 방

향으로 나누고 취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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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자살자 유족들이 지지를 자주 찾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자살자 유족들이 지속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

적인 참여가 도움이 된다는 점을 유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의 방

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c) 사별 기간 중 어떤 시기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좋은가하는 논의를 하

였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사별 후 6개월 동안에는 모임에 참여하

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d) 현재 가용한 지지모임과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 및 각각의 프로그램의 효

과성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주로 전화를 통

한 지지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미국에는 직접 찾아가서 위기개

입을 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e) 지지모임과 임상가, 지역사회사업가와 연구자들의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f) 유족 지지 사후개입의 국가별 동향, 그리고 사후개입을 활성화시키기 위

해 각 국가에서 취하는 전략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g) 사후개입 전문가 및 준전문가의 훈련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h) 사후개입 분야의 연구가 적은 이유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 각국에 흩

어져있는 지지모임과 유관단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자료방을 만듦으로써, 서

로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사후개입 서비스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유족 문제에 대

한 공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많은 나라들이 아직은 이러

한 사후개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자료방을 IASP 안에 만드는 것

이 위원회의 다음 목적이 되었다. 이 회의 이후로 유럽의 자료방이 만들어져 모

임이 더욱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자살자 유족 사후개입을 위한 전문

적 훈련의 필요성을 공유하였으며 정치가와 일반의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천명하였다. 미국에서는 홍보를 통해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던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사후개입에 대한 대중들의 자각증진이 상당한 파

급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 회원들 사이에 공유되었다. 

  이후로도 위원회의 활동이 계속되었는데, 자살과 자살 행동에 대한 10회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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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움(2004)에서 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며, 2004년부터 호주 자살예방의 산

하단체들이 매년 자살예방 회의의 전행사로 IASP 사후개입 특별전문위원회의 

만남을 주관하고 있다. 2005년에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WHO와 유럽 장관들이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에 대해 토론하였는데, IASP가 참가하여 자살자 유족 사후

개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정신건강 정책에 자살자 유족 사후개입을 포함시

킬 필요성에 대해 전달하였다. 2005년 아프리카 듀란에서 23회 세계 자살 예방 

회의 중 일부 행사로 IASP 사후개입 특별전문위원회의 정기 회의가 개최되었다. 

2006년 9월, 1회 국제 자살 사후개입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연구, 사후개입의 

실제 및 유관 단체들간의 소통을 통합하도록 사후개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는 결론을 얻었다. 2007년 8월, 제 2회 국제 자살 사후개입 세미나가 개최되었

다. 현재는 세계 자살자 유족 모임 자료방 만들기를 목표로 회원들 및 언론을 통

한 홍보를 시도 중이다. 

2. 미국

  미국 내의 자살자 유족에 대한 사후개입은 주로 전국적인 규모의 자살자 유족

지지협회 및 지지모임들, 그리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지협회 및 지지모임

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협회나 모임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및 위기

개입센터, 임상 및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유족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위기개입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살자 유족 사후개입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여기서는 일단 위기개입센터에서 최근 제안된 유족 개입활동인 LOSS 프로그램

에 대해 살펴보고 지지를 제공하는 전국적, 지역적 모임 및 관련 단체와 웹싸이

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The Loss Program(Local Outreach to Suicide Survivors Program)

  미국 LA에 위치한 Baton Rounge Crisis Intervention Center(BRCIC)에서

는 기존의 수동적이 대처법보다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조하는 자살자 

유족 사후개입을 제안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를‘적극적 사후개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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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Postvention Model; APM)로 명명하였으며, 대중들에게는 The LOSS 

Program(Local Outreach to Suicide Survivors Program, 2004)으로 알려져 

있다. LOSS 팀은 자살이 발생하는 시점에 자살자 유족과 가까운 주변 사람에게 

즉시 개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의 내용은 유족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려주고 즉각적으로 접촉하여 지지하며,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자원들에 대한 정보

를 주고, 이러한 외상적인 상실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다. 

  팀은 위기센터의 위기 및 상담관련 전문가들과 자살자 유족으로 이루어진 준

전문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에 개입하는 모든 전문가와 준전

문가들은 자살 장면에 대처하기 위해 범죄장면 과정이나 혈액에서 검출되는 병

원균에 대한 노출 예방, 지지적인 상담 훈련 등의 필요한 모든 교육을 받도록 되

어 있다.  

   LOSS 프로그램이 다른 자살자 유족 지지 프로그램과 중요하게 다른 점은 다

음과 같다. 첫 번째로, 죽음을 막 접한 유족을 직접 현장에 출두해서 도와주며, 

팀의 구성원들은 그 장면에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면서 애도-지지 과정을 시

작한다. 두 번째로, LOSS team은 실제로 자살에 관련된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는 

준전문가 자원봉사자들의 경험에 매우 의존한다. 막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

과 가까운 사람을 자살로 잃은 경험이 있는 준전문가 사이에 즉각적이고 신뢰로

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 같은 관계 속에서 유족들이 솔직하게 애도의 마

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준전문가들이 전하는 희망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세 번째로, LOSS 팀과 처음으로 자살을 신고받은 사람들(예를 들어, 

장례식 관계자, 소방서, 위급 서비스, 법 집행 관련자들)의 관계 속에서, 사별한 

사람이 변호사 없이 관계자들을 대면할지에 대해 선택하도록 돕는다. 마지막으

로, 그 장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활용한

다. 친구, 이웃, 직장 동료, 그리고 먼 친척들은 간과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들은 

직계가족만큼이나 자살로 인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LOSS team의 가치는 단순히 유족의 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경찰 혹

은 법 관계자들도 팀의 활동을 요청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유족에게 자살 사실

을 알릴 때 법 집행관과 동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법 관계자들은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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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리적으로 지지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즉, 자살관련 관계자가 유족에

게 민감해지게 됨으로써, 현장의 분위기가 유족 유족을 보다 돌봐주고 염려해주

는 분위기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Campbell, 2000). 기존의 수동적 모델에서는 

다른 자살 장면 관계자가 통상적으로 부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예가 많았다고 한

다. 예를 들어, 유족들에게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고 염려하지 않거나 때로는 부

적절하게 비평을 하고 배척을 하기까지 하였지만, LOSS 프로그램이 시행된 후

에는 죽음의 원인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는 등의 일은 

거의 드문 수준으로까지 되었다고 한다. 

   또한 자살장면 관련자들에게도 LOSS 팀이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전에는 

현장에 그 자신들을 돌볼 여유를 가질만한 후원 체계가 없었으나, 현재는 그들이 

보고 느낀 것들에 대해 누군가에게 드러내도록 격려받는다는 점에서 자살자 유

족을 돌볼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 스스로도 자살 장면에서 오는 외상을 다룰 기

회를 갖게 된다. 또한 관계자들은 유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LOSS 팀을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게 되고, 또 다른 외상적 상실을 겪는 사람에

게까지 LOSS 팀이 요청되기도 한다.

   자살 장면을 다루는 경찰이 LOSS 팀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

는 측면도 있는데, 경찰이 이렇게 수용해주는 이유는 조사하는데 LOSS 팀이 도

움이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검시관이 여기서 연결역할을 하는데, 범죄 현장의 

불문율을 LOSS 팀에게 알려주고 프로그램의 옹호자이자 밀사로 역할하기 때문

이다. 또한 검시관은 혈액으로 전염되는 병원균에 대해 일반적인 예방책을 알려

준다. 범죄 장면에서의 불문율은 단지 증거, 목격자 다루기, 범죄현장 오염 등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타살 조사에 대한 진행절차와 타살에 관련된 탐정 역할을 

하기 위한 목표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자살은 증명이 되기 전까지는 타살로 취급

되기 때문에 유족들이 때로는 용의자 목록에 오른다. 이러한 점 때문에 유족들은 

더욱 불안에 떨게 되며 이것이 LOSS 팀이 부딪히게 되는 첫 번째 사안이 되게 

된다. Baton Rouge 지역사회에서는, LOSS팀의 초기 성과들이 경찰관들에게 좋

지 않게 인식되었었는데, 그들은 범죄 현장이나 목격자가 오염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였다. 하지만 LOSS 팀의 활동이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생기자, 형사는 검

시관에게 이 상황을 도와주기 위해서 LOSS 팀이 언제 도착할 수 있는지를 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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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LOSS 팀은 근친에게 죽음을 알리는 것을 돕는데, 이러한 활동이 추가적

인 자살의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 여겨지고 있다. 경찰에 체포되

거나 구금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을지도 모르는 히스테리컬한 가족구성원들을 

도와준다. 경찰관 그 자체도 자살이나 죽음을 많이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므로 그

들 자신이 자살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

다. LOSS 팀이 보다 장기적으로 활성화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타살을 조사하

는 경찰에게 적절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법적 관계자들의 눈에 

예측가능하고 믿을만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팀의 구성원들은 적시에 나타나

서 전문적이고 능숙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역할 수

행에 실패했을 때에는 검시관이나 경찰관에게 현재 얻고 있는 높은 수준의 존중

을 잃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주창하는 적극적 사후개입 모델(Active postvention 

model)은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 디스커버

리 채널의 다큐멘터리 “자살자 유족들: 뒤에 남은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2004년에 방영된 바 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LOSS 팀은 93개의 자살 

현장에 방문하여 565시간 동안 1165명의 유족들을 지원하였으며, 더불어서 

86,973시간의 전화상 자원봉사를 제공하였다. LOSS 팀의 많은 구성원들이 장

례식에 참석하였고, 죽음을 알리는 법 집행관을 도왔으며, 후원을 하고 있는 위

기센터에서 가족 사후개입 회기를 시행하였고, 매주 열리는 자살자 유족지지 모

임의 촉진자로 활동하였다. 

  또한 실제로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팀의 준전문가들의 우울, 불안, 무망감 점수

가 점차로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여 유족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심리적인 이득이 

있음이 밝혀졌다. LOSS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에는 실제로 Baton Rouge 

Crisis Center로 자살자 유족들이 방문하는데에 평균 4.5년이 걸렸으나, 현재는 

적극적 개입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방문하는 시간을 줄이고 있다.         

  

(2) American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이하 AFSP)

   미국 자살예방 협회는 1987년 자살과 관련된 주요 전문가들이 사업가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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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 지도자들 및 자살자 유족들을 규합하여 발족하였으며,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이다. 이 단체는 자살에 대해 연구하고 교육하며 기분

장애와 같은 자살관련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자살자 유족들에 대한 사후개입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인

터넷을 기반으로 한 130여개의 자살자 유족 모임 및 유관단체의 전국적인 네트

워크가 이 단체를 통해 형성되었으며, 미국 내의 자살자 유족 지지 집단을 검색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웹싸이트(http://www.afsp.org) 상에서 제공한다. 이 웹싸

이트에서는 자살자 유족에 대한 치유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 내용은 자살

로 인한 사별을 경험하였을 때의 일반적인 심리적 반응, 자살로 부모를 잃은 아

이들에 대한 조언, 자식을 잃은 부모에 대한 조언, 친구와 형제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조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언의 주요 권고는 부록 7에 제시하였다. 

   유족 방문 프로그램(Outreach Program)도 시행하고 있다. 훈련된 지역 자

원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주의깊게 유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심을 시키며 

읽을거리를 추천하고 지역사회 내의 지지 모임과 다른 관련된 기관들(ex. 상담

센터)을 소개한다. AFSP로 전화를 걸어 방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본격적인 상담 서비스이라기보다는 상담센터 및 지지모임을 소개하는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AFSP에서는 각 지역의 위기개입 센터나 상담센터와 연계를 유지

하고 있으며, 직접 방문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7개의 지역 AFSP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다. 

   자살자 유족 지지모임의 촉진자를 양성하는 교육도 담당하고 있다. 지지모임

의 촉진자에 대한 교육은“어떻게 모임을 시작하고 촉진할 것인가”에 대해 배

우도록 2일 간의 강의, 상호토론 및 역할 연기와 피드백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 년에 수차례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2008년

에는 스프링필드에서 3월 28-29일에, 포트랜드에서 4월 11-12 등에 개최된

다.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살자 유족의 경우 사별한지 2

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한 촉진자들끼리의 포럼을 개최하여 서

로 지지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FSP는 전국 자살자 유족의 날을 지정하여 자살관련 단체 및 자살자 유족 

모임에 유족 연수회의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다. 대중을 상대로 자살 및 자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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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을 벌이며, 치유 과정에 함께 참가하고 경험

을 나누도록 유족들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유

족들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자살자 유족 사후개입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효과까지 불러일으킨다.   

(3) 그 밖의 자살자 유족 유관 단체 및 지지모임

  많은 자살자 유족 지지 집단은 개인의 경험과 애도를 유사한 상황 가운데 놓

인 사람들과 나누고 경청하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자살자 유족 지

지모임은 자살의 유족에 의해 촉진된다. 어떤 이들에게는 단기적으로만 지지모임

에 참여해도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지모임에 참

여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자살 직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자

살이 일어난지 한참 후의 일일 수도 있다. 깊은 슬픔/애도를 경험하는 개인 또한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AFSP와 더불어 American Association of suicidology(AAS; 

http://www.suicidology.org)에서도 미국과 캐나다의 지지집단의 목록을 제공하

고 있다. AAS Clinician Survivor Task Force(http://mypage.isub.edu/ 

~jmcintos/therapists_maping.htm)는 American Association of Suicidology

의 주최아래, 심리치료자들과 다른 정신 건강관련 전문가들에게 상담과 지지 및 

교육을 제공하여 그들의 환자 혹은 내담자의 자살로 인한 죽음에서 오는 개인적, 

직업적 상실을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는 것을 돕고자 하는 팀이다. Friends and 

Families of Suicide(http://health.groups.yahoo.com/group/FFofSuicides)도 

이러한 지지집단 중 하나로 자살로 인해 생활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mailing service를 활용하여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 Parents of Suicide(http 

://www.parentsofsuicide.com)에서는 자살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위한 지지 

환경을 제공하는 mailing 서비스를 하고 있다. Suicide Discussion Board 

(http://www.suicidediscussionboard.com)은 자살로 인해 생활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자살 인식 및 지지, 교육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토론 게시

판이다. Survivor Organizations은  유족들에게 정보 제공과 자각증진 이벤트를 

비롯한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지를 제공한다. Heartbeat: G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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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Following Suicide(http://www.heartbeatsurvivorsaftersuicide.org)

는 사랑하는 사람의 자살 이후 공감과 격려 및 지시를 제공하는 유족들 간의 집

단이다. 

  이 밖에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로서 Compassionate Friends(http://www. 

compassionatefriends.com)는 가족들이 자녀의 죽음에 뒤따르는 애도를 긍정

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우며 다른 이들이 그들에게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정

보들을 제공한다. Friends For Survival, Inc.(http://www.friendsforsurvival. 

org)는 국가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애도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와 성

장을 도우며 상실에 대처하는 기술을 기르게 하고 자살의 영향에 대하여 전체 

지역사회를 교육하는 다양한 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스탭과 자원봉사자들

은 자살로 인한 죽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연계된 상담 및 지역사회 센터도 있는데 예를 들어 The Dougy Center for 

Grieving Children & Families(http://www.dougy.org)는 애도하는 아동을 돕

고자 하는 개인과 기관에 지역적, 전국적, 세계적인 지지와 훈련을 제공한다. 

Suicide Prevention Resource Center(http://www.sprc.org; 이하 SPRC)는 

국가 기관과 민간 기관들, 대학 및 자살자 유족과 정신 건강 소비자 집단에게 예

방 지지와 훈련 및 자원을 제공하여 자살 예방 프로그램과 개입 및 정책 수립을 

돕고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 전략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SPRC에서는 자살자 유족들에게 가용한 자원 및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는 지지 

집단을 찾을 수 있는 웹 사이트 및 자살예방에 대한 정보와 애도에 관한 지지를 

제공하는 기관의 웹 사이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유럽

   IASP의 연례보고서(Andriessen & Farberow, 2004)에서는 자살자 유족 

활동들 중 유럽의 활동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활동 현황에 대한 조사는 유

럽의 42개 나라를 대상으로 행해졌고, 이 중 31개 나라가 IASP 회원이었다. 유

럽 국가들의 31개 IASP 국가 대표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이미 활동중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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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해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지지모임과 관련 단체들의 주소

와 이름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답변은 20개국이 했고, 대부분이 북서부와 

중부 유럽 국가들이었다. 활성화된 정도는,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가 중간정도 

였고,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은 활발히 활성화된 상태

였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국가적 연결망을 통해 지역사회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

었고, 연결된 산하 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하였다. 독일에서는 국가 자살예방계획

이 2004년 당시에 시작되었는데, 여기에는 자살자 유족 연결망을 형성하는 과업

도 포함되어 있었다. 활동이 많다고 보고된 나라들 중에서도 유족에 대한 특별히 

헌신적인 국가적 연결망이 없다고 보고되었던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이 있었

는데, 이들 나라들에서는 대신 자살자 유족들이나 혹은 다른 종류의 상실을 경험

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진 여러 단체들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 밖에는 활동이 없거나 적은 나라들이 대다수였다. 핀란드, 슬로베니

아와 터키는 수도에 자살자 유족과 관련된 단 하나의 기관만 존재하였고, 덴마

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와 러시아는 기관은 아직 없었으나 이제 막 활동을 

준비 중인 상태였다. 헝가리, 유고슬라비아와 스페인은 현재 활동이 없다고 보고

하였다. 헝가리의 경우에는 필요성은 높은 상태이나 공적인 정치적인 관심이 이 

당시로서는 부흥되지 않은 상태라 하였다. 덴마크는 자살자 유족 활동이 이제 막 

시작된 국가 자살예방정책의 일환으로 계획 중인 상태였다. 슬로베니아는 15년 

동안 활동 중에 지지모임이 존재하기는 했다. 

   국가적인 연결망이 형성된 나라들은 발달 수준에 서로 각기 달랐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오래 지속되어온 전통이 있었다. 2000년에 국제 동맹인 자살자 유족

들을 위한 국제 연대(International Network for Survivors of Suicide)가 노

르웨이, 스웨덴, 에스토니아, 미국으로부터 출범하였고, 북부 유럽 국가들의 발전

을 증강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2002-3년에는 우루과이, 러시아, 프랑스, 벨기

에가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일랜드는 아주 잘 발달된 자살자 유족 

연결망이 국가 자살예방정책과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영국은 여러 개의 전국

적인 단체들이 다수의 지역적 접촉을 하면서 활동 중이다. 벨기에에서의 전국적  

연대는 2000년에 시작되었고, 현재는 매우 활발하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프랑스는 복합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역적 서비스와 전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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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이 모두 존재하며, 모두 자살 예방 국가정책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자살률은 이러한 자살자 유족 서비스의 가용성 및 발달 정도와의 관계는 없

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 서비스는 북서부와 북부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 경제, 문화적 조건이 현재 자살자 유족 서비스의 분포에 가장 우

선적인 결정인임을 알 수 있다. 단체의 숫자는 나라별로 매우 달라서 2004년 당

시 영국 같은 곳에서는 300개의 단체가 활동 중인 반면에 많은 다른 나라들에

서는 아직 모임이 준비중이었다. 활동 중인 단체에서 년간 6314명의 유족들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추산이 나왔으나, 이는 모든 단체들의 활동이 집계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대략적으로 10000명 정도가 매년 도움을 받는다고 추산하

더라도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아주 적은 부분에만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부

모, 형제자매, 성인, 파트너, 친한 친구 등에게 초점을 둔 서비스의 목록은 몇몇 

개 있다. 또한 죽음의 이유에 상관없이 단순히 사별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는 모임들도 있었다. 아이들이나 임상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는 거의 없

는 실정이다. 

   개방형 모임(멤버가 바뀌는 모임)은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영

국에서 시행되고 네덜란드에서는 폐쇄형 모임(멤버가 일정하고 몇 회기 안에 종

결되는 모임)을 주로 운영하고 있다. 벨기에와 스위스는 두 타입 모두를 시행하

고 있다. 전화나 개인적 면담을 통해 개인적 지지를 제공하는 모임도 몇몇 있다.  

모임의 촉진자는 유족 본인이거나, 혹은 정신건강 전문가였다. 오스트리아와 독

일에서는 주로 유족들이 촉진자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많았고,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전문가가 촉진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르웨이와 스

위스는 반반 정도씩이었다. 유족과 전문가들이 같이 촉진자로 활동하는 단체는 

벨기에,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와 영국에 있었다. 많은 유족 자원

봉사자들이 준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공식적인 훈련과정과 어느 정도 수준의 

경험이 축적된 사람들이었다. 또한 이러한 준전문가가 많은 단체에서도 정신건강 

전문가를 기용하여 후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 비용의 공급원은 다양하였는데, 유족들에게 비용을 받기도 하고,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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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나 기관의 보조금 등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몇몇의 지역적 단체들만이 뉴

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었고,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영국에서는 국가적인 뉴스레터

를 발간하고 있다. 벨기에, 독일,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의 국가적 네트워크의 

웹싸이트에서 유족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 스위스, 오스

트리아에서는 자조 모임이 전국적 비영리단체의 자료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유럽 국가들 중 최근 사후개입과 자조모임이 활성화 단계에 있는 몇 

나라를 중심으로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벨기에의 자살자 유족지지 모임 활성화 방안 

   벨기에 플라망 지역에서는 전국적 규모의 자살자 유족 프로그램이 2000년에 

자살자 유족들에 대한 작업 모임(Working Group on Suicide Survivors)이란 

이름으로 출범하였다. 이는 15개의 단체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중에

는 유족 지지모임, 자살예방 위기긴급전화, 희생자 지지모임과 정신건강 센터의 

자살예방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벨기에에서

의 자살률 급증, 특히 플라망 지역의 자살률 급증에 대한 정치적 염려가 대두된 

것이다(플라망 지역에서는 10년 사이 자살률이 10만명당 15.5명에서 19.1명으

로 급증하였다). 1997년에 플라망 지역사회 정신건강 센터가 자살 내담자들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정부에 요청하였고, 이에 정부가 유관기관들의 자살예방 활

동에 협력하도록 추가적 예산을 할당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후개입에 대한 

관심은 미비하였다. 2000년 당시 지지모임은 5개에 불과했고, 지지모임들 간에 

전국적 협응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작업모임의 목적은 자살자 유족들과 돌봄 제공자들의 노력을 결합하여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자살자 유족 모임을 촉진하여 

모임에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또한 지지모임을 홍보하고 지역적 연결망을 

형성하며, 정신건강 센터와 위기개입 센터들과의 연계를 형성하는 것이었다(De 

fauw & Andriessen, 2003).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은 다음과 같았다. 

a) 유족 지지모임의 자료방을 만들기 : 자살 사별에 대한 기본 정보와 유족

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자료방에서 제공하였다. 각 모임의 이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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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할 수 있는 주소를 알려주며 이를 일반 임상가, 병원, 정신건강센터, 

전화, 자조 모임, 희생자 보호센터, 사회적 서비스 등에 널리 퍼뜨리고 대

중을 위해 방송으로도 보도하였다. 자료방은 여러 웹싸이트에서 가용하도

록 하였다(정신건강 센터나 산하단체, 여러 자살자 유족 모임, 지지모임의 

웹싸이트 등). 

b) 동료들 간의 지도감독 및 지지모임 촉진자들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제공: 

일 년에 두 번씩, 지지모임의 촉진자들이 모여 서로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가 교육 및 지지를 제공하였다. 3일간의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었고 첫 번째 훈련 프로그램은 2001년에 열렸다. 

c) 협력 단체들과의 연계 : 작업 그룹의 대부분의 회원들이 사회 혹은 정신

건강 센터들에 연계되어 활동하였다. 작업그룹은 적극적인 대중 관계 정

책을 취하여 언론인과 관련을 맺고 책을 발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d) 자살자 유족 모임의 형태: 각각의 자살자 유족 모임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하였다. 모임 촉진자의 배경이나 모임의 유형에 따라 프로그

램의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러한 방식을 왜 취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초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치료의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e) 자살자　유족의 권리 헌장: 2002년 5월에 자살자　유족의 권리 헌장이 

발간되었는데, 이는 작업 모임의 목표와 기본적인 원리들을 천명하며, 자

살자 유족의 기본적인 열망에 대해 언급한 것이었다. 

f) 유족의 날 지정: 첫 1년 이후에 전국적 Flemish Suicide Survivor Day

를 만들어 2002년 11월 16일에 처음으로 행사를 개최하였다. 목적은 일

반 대중, 돌봄 제공자들, 미디어, 정책 입안자들을 자살자 유족 문제에 민

감화시키는 것이었다. 보건부 장관이 참여를 하였고, 성인 유족, 청소년, 

아이를 잃은 부모, 내담자의 자살, 그룹 활성화 방안와 관련된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준비 단계 동안 계속적으로 언론과 접촉을 유지하였고, 참여

자들이 친절하고 따뜻함과 안전을 제공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 만족

스럽다는 평가를 내렸다.  

g) 유족들이 만든 연극 공연 : 유족의 날 행사에서 유족들에 관련된 연극을 

상영하였고 이후 2년 동안 연극은 플라망 지역에서 재상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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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언론가상 수상 : 처음에는 편집자나 언론인에게 접촉하여 WHO의 언론보

도 지침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그 실효성이 미미하여 상을 제정하였

다. 보건부 장관이 모든 언론인들에게 자살과 유족에 대한 취재를 권하였

고, 2004년에 처음 수상하였다.    

i) 상호 활성화된 웹싸이트 : 대중들에게 작업그룹을 소개하고 유족들에게 

정보를 제공키 위해 웹싸이트의 활성화를 꾀하였다. 

j) 자살자 유족 활동을 정책에 포함시키기 : 보건부 장관이 우울과 자살예방

에 목표를 두고 있었기에 2002년 11월 회의에서 의회로 제출하는 정책 

문서를 장관이 작성하였다. 자살자 유족의 지지모임에 협응하는 활동도 

문서 안에 기록되었다. 만약 이 안이 채택된다면 작업 그룹과, 그와 관련

되는 유족의지지 모임에 공적인 중요한 입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아직 

안이 채택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2) 이탈리아의 자살자 유족에 대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SOPRoxi(SOPRavvissuti(유족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 proximity, 2006)는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연구 개발 프로젝트이다.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도 2004년 이전까지는 사후개입을 위한 어떤 모델도 없었으나, 북

동부 이탈리에서 2004년에 연구 프로젝트를 여러 수준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일반의, 정신건강 기관, 학교 등에서의 상담, 그리고 다른 여러 소아 

신경정신과, 사회적 서비스 등과의 협력, 임상적인 활동(평가, 진단 및 치료), 대

중에 대한 정보와 교육, 그리고 연구 등 여러 가지 다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

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유족들을 찾아내고 접촉하는 것, 유족들의 심리적 스트레

스를 임상적/심리측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개입하기(회기

에 대해 설명하기, 자조 모임에 할당하기, 정신과적 약물치료, 심리치료적 접근 : 

대인관계적 접근과 위기개입)였다. 또한 자살에 대한 지식을 퍼뜨리고 그것에 유

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리는 것, 이러한 주제를 접하는 전문가들을 교육하

는 것, 이러한 접근을 통해 자살자 유족들이 흔히 받게 되는 사회적 편견과 낙인

찍기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모델의 첫 번째 단계는 자살자 유족들을 확인하고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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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유족을 비롯한 대상자들은 보통은 치료 장면에 방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모든 일반의와의 접촉을 중요시하였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치의가 있고, 이 사람들이 정신건강 전문가와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의와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일반의

들에게 메일과 전화로 프로젝트에 대해 알리고 역할을 담당하도록 권고하였다. 

경찰과의 협력도 한 몫을 하였는데, 자살자의 친척과 경찰이 대개는 대면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경찰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펼쳐서 

프로젝트의 목적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자살자 유족을 접촉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였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는 편지를 자살자　유족에게 건냄

으로써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주게 되면 즉각적으로 애도 과정

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살자 유족들이 죄책감

과 자기비난을 다룰 수 있는 단초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기관은 소아 

정신과나 사회복지 서비스 등이다. 

   대상자들과 접촉하고 나면 일단 누가 심리적인 지지나 치료가 필요한지, 그리

고 누가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 받은 정보적 지지로 스스로 애도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밝힌다. 먼저 한 회기의 평가회기를 통해 정신과적 장

애나 미분화된 심리적 고통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보를 얻고, 그 외로 

임상적 면담을 실시하여 범주적 차원적 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하게 되는 항목은 

대인관계, 자살 가능성, 지각된 낙인의 정도 ,우울수준, 복잡한 애도, 성격, 이전

의 혹은 현재의 심리장애를 밝혀내기 위한 심리평가 등이 있다. 

   평가가 끝나고 난 후에는 임상가들이 모여서 실시한 심리평가에 대해 내담자

에게 전달하기 위해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은 내담자의 과거력

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의논한다(ex. 이전의 스트레스원, 대처 전략, 개인적 환

경적 자원, 통찰의 수준, 동기의 수준, 모임의 형태로 진행되는 치료 환경에 적

합한가의 여부 등). 어떤 내담자들은 그들의 감정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몇 회기만의 교육으로도 도움을 받으며, 이는 애도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자조 

모임에 참가하는 것이 매우 추천되는데 왜냐하면 지지와 안심이 주어지고 회복

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Constantino, Sekula, & Rubinstein, 2001).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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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가들의 판단이 있은 후에는 심리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어떤 내담자들은 

그룹이나 개인으로 대인관계적 심리치료를 받게 되거나(Klerman, Weissman, 

Rounsaville, & Chevron, 1986; Wilfley et al., 2000), 혹은 짧은 위기 개입

이 권장되기도 한다(Pavan et al., 2003). 최근에 이 프로젝트에서는 6명의 자

살자 유족들을 치료하였는데, 이 중 2명은 일반의에게, 3명은 임상가에게, 그리

고 1명은 사회복지사에게 의뢰되었고, 3명은 자살자의 남편, 그리고 딸, 아버지, 

동료가 각각 한 명씩이었다. 4명은 개인 단기 심리치료를 받았고, 한 명은 가족

치료, 그리고 한 명은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 진행중인 단계이

나 자살 후 1주와 50주에 각각 결과가 측정된 결과, 6명의 사람들에게서 우울 

불안 등의 지표에서 감소가 있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3) Befrienders international(Reaching out to survivors of suicide) 

   Befrienders ineternational이라는 국제단체의 지원 아래 NATO 폭탄테러 

지역인 NOvi Sad 지역에서 시행한 자살자 유족 조사 서비스를 수행하였다. 이 

지역은 세르비아 북부 보이보디나의 수도로 헝가리, 루마니아, 크루아티아가 접

경해있는 지역으로 1999년에 폭탄 테러가 자주 일어나서 다리가 3개나 부수어

졌던 곳이다. 강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이곳에서의 자살률이 다른 곳보다 높

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자의 가족은 여전히 사회적 낙인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했다. 이 지역에서는 자살자　유족 프로그램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고, 진행된 프로젝트에서 81명의 자살자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 팀의 활동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하였으나, 단지 3가족만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답을 보내왔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무산될 것 같다는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였으나, 더 이상 편지를 보내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주말에 가족들

이 모여있는 시간에 직접 방문해서 2명씩 조를 이루어 면담을 진행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심리학적, 정신과적 데이터를 포함하는 표준화된 질문들로 면담을 구

성하였고, 처음에는 면접자들이 법적 문제를 들먹이거나 가족들을 탓하러 온 것

이 아닌가 의심하지만, 이런 문제가 명확해지고 나면 자살자　유족들은 훨씬 편

안해하고 자유스럽고 개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며, 면접자들에게 

친근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가 필요했다는 것이 곧 명확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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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자들은 그들의 슬픔, 분노, 죄책감, 후회 등에 대해 주의깊게 듣고 함께 있

어줌으로써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그리고 자살자　유족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자살을 하게 만든 원인들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실제로 자살의 고위험군인 자살자　유족들에게 자살 예방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4) 그 밖의 유럽 국가들

   핀란드에서는 자살자　유족에 대한 교육 회기를 포함한 위기치료와 사회복귀 

모임(6개월)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지지모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모

임에 참가하는 자살자 유족은 대개 경찰을 통해 인도된 사람들이다. 

   2005년에 노르웨이에서 위기와 재난에 관련된 위기관리 팀을 법적으로 만들

었다. 이 팀은 자살로 사별한 사람들에게 위급 혹은 장기적 관리를 제공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자살자 유족에 대한 개입도 이 위

기관리 팀 안에 포함될 수 있을 수 있다(IASP Congress, 2004). 또한 노르웨

이는 전문가들이 위기 계획을 어떻게 발달시키는지에 대한 웹싸이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고사항들의 유용성은 미국 군대에서의 경험에서 나온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다. 아일랜드는 아주 잘 발달된 자살자 유족 연결망을 가

지고 있고, 국가 자살 예방 정책과 통합되어 있는 한 부분으로 작동하고 있다.

4. 국내의 경우

  아직 국내에서는 자살자 유족에 대한 사후개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나 몇몇 단체들에서 사후개입을 위한 준비세미나와 준비모임 등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자살예방협회는 2005년 설립된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는 유족들을 비

롯한 자살자 유족들을 위한 사후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자

살자가족 모임과 청소년 자살자 친구 모임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 QPR 자살예

방연구소는 자살의 예방과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센터로 비정기

적으로 자살 유족의 심리치료 세미나(Psychotherapy for Suicidal Surviv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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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최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유족을 도와줄 수 있는 이론적 기초와 실질적인 

치료에 대해 강의하고 토론하는 형식이다. 수원시자살예방센터는 2007년 10월 

자살자 유족들의 잠재적 자살위험을 예방하고 나아가 자조모임 형성을 통해 건

강한 삶으로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회를 개최했다. 정신

의학, 사회학, 심리학, 임상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는 12월까지 회의를 갖고 국내외 문헌자료 고찰, 사례발표, 선진모델 견

학, 보고회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기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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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재난에 대한 각국의 위기개입

: 심리적 자원을 중심으로

   앞서 주로 자살자 유족을 중심으로 한 위기개입 및 사후개입 프로그램에 대

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군 사망자의 유족에 대한 개입은 자살자 유족에 대한 개

입과는 차별점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인 자살자 유족에 대한 개입은 지

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지모임이나 센터 등에서 국가적 개입이 없이도 가능하

나 군내 사망자의 경우에는 군이라는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주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국가가 개입하고 주도하는 외상에 

대한 위기개입을 조사 연구함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인이 겪는 외상을 어

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군내 사망사건은 자살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나 재난사나 사상사의 경우, 폭력에 의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재난 및 폭력에 의한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적 개입 예로부터 군의 사망사건에 대한 위기개입에 유용한 조언을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재난 및 사상사에 대한 심리

사회적 위기개입에 대해 소개하겠다. 

    

1. 미국

(1) 국가 재난 의료 체계(National Disaster Medical System; 이하 NDMS)

  미국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

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NDMS를 설립하였다. NDMS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

니라 국방부, 국가재난방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및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그리고 주 정부 및 지

방정부를 통한 연방 정부의 협력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기존의 건강관련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국 내의 재난이나 해외의 전쟁으로 부상당한 자국민에게 의

학적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NDMS는 1984년 이후 미국의 주요한 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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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역의 1600여 개 병원으로부터 10만 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해왔고, 재난 

발생시 a)재난 지역에 의학 전문가를 파견하고 b) 재난 지역으로 의학물품을 조

달하며, c) 연계된 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제공하는 활동을 펼친다. NDMS에

서는 최근 재난 유족 및 구조대의 심리적 외상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치료를 제

공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http://www.hhs.gov/aspr/opeo/ndms/index.html). 

(2)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이하 NOVA)의 National 

Crisis Response Project

   가해자를 포함하여 총 15명의 사망자를 낸 1986년 Oklahoma 총기 난사 사

건 이후 NOVA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자연 및 기술적이 재해와 

인재 및 대규모의 범죄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위기 개입 

팀을 파견하는 국가위기대처 계획사업(National Crisis Response Project)을 

진행해왔다. 이 사업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인한 정서적인 여파

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재난이 개인적 혹은 사회적 위기 반응을 일

으키며,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 장기적인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 유용한 수

단을 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NOVA 

팀은 재난 장소에 파견된 지 48시간 이내에 철수한다는 것이다. 이틀 간의 시간

은 팀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위기 개

입 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NOVA의 위기 개입 지침은 다음의 목적을 띠고 있다: a) 안전과 보호(safety 

and security) b) 감정의 배출과 정당화(ventilation and validation) c) 예측과 

대비(prediction and preparation) d) 시연과 재보증(rehearsal and 

reassurance) e) 교육과 전문화(education and expertise). 처음 세 목적은 

즉각적인 위기 반응에 대한 개입목적이며, 나머지 두 목적은 장기적인 심리적 외

상에 대한 개입목적이다. 

   위기 개입의 첫 번째 목적은 피해자가 안전감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현재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묻고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

적인 감정의 배출과 정당화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이며, 그러한 반응들이 상황에 적절한 것임을 알려주고 정당화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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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해자 및 유족들은 강한 정서적인 동요를 느낄 때 마치 자신이 미쳐가는 것

처럼 느낄 때가 많다. 따라서 동요를 일으키는 정서들이 무엇인지 피해자 자신이 

알 수 있도록 돕고 그런 정서들에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설명을 해주는 것

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족들에게 재난의 상황, 그에 대한 유족들의 반응과 대

처, 감정을 충분히 묻고, 위기 반응의 각 단계를 설명해주면서 유족 스스로가 어

떤 단계에 와 있는지를 평가해보도록 하며, 유용한 대처법에 대해 알려준다. 위

기 개입의 세 번째 목표는 유족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와 염려들을 예측해

보게 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 준비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게 하고 혼란 중에 질서를 회복하는데 유용하다. 

위기개입의 각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지침을 부록 8에 제시하였다. 

  네 번째 목적인 시연과 재보증은 유족으로 하여금 사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예상되는 사건을 가상으로, 혹은 실제로 해보도록하고, 대처에 유용한 반응 및 

행동을 연습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가상적 시연은 예상되는 사건과 그에 대한 

반응을 시각적으로 떠올린 후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시각적으로 떠올

리고 실제로 해보도록 요청한다. 시각화 단계에서 개입하는 사람은 지지와 확신

을 제공하며, 신체적 시연을 통해 역할 연습하도록 지도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재난 이후에는 정보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족들과 피해자들

이 유관기관에 참여하도록 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유족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

고 새로운 대처방법을 배우도록 함으로써, 스트레스와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유족들에게 외상이나 위기에 대한 서적을 읽어오거나 불편이나 고통

을 초래한 기관들에 편지를 쓰도록 격려하는 과제를 내 줄 수도 있다. 또한 자기 

평가 기술, 긴장 완화 기술, 의사소통 기술 등 유용한 기술훈련을 교유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3) 사례- 미 적십자사의 September 11 Recovery Program (이하 SRP)

  미 적십자사는 전 세계와 자국(미국)으로부터 2001년 9/11 테러 공격의 직접

적인 피해자들 돕는데 10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 받아 자유 재난경감 기

금(Liberty Disaster Relief Fund)을 설립하고 테러 공격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개인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3~5년 간의 장기적인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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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September 11 Recovery Program을 개시하였다. 현재까지 SRP는 57

개 국가와 48개 주의 5만 7천 명 이상의 개인 혹은 유족에게 즉각적인 재난위

기개입 및 장기적인 회복을 위한 개입을 실시했으며, 국가적인 원조금 지원 프로

그램인 Recovery Grant Program을 통해 9/11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

에게 장기적인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왔다. 한편 

SRP의 내담자지지 연계망(Client Support Network)에서는 9/11로 인해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례 관리 서비스(case management 

services)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지집단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관 상

담기관들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재난으로 유발된 장기적인 문제를 지닌 내담

자들에게 그 내담자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활용가능한 심리적 도움을 받도록 제

도화하고 있다.  

   SRP의 9/11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프로그램(9/11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Program)은 테러 공격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게 정신 건강과 물질 남용 치료 비용(상담과 지지 집단, 심리 검사, 약물 치료, 

해독, 입원 치료 및 침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기부금 프로그램

(Health Insurance Subsidy Program)은 9/11 테러로 인해 직계가족을 잃거나 

심각한 신체적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 24개월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SRP에서 제

공되던 직접적인 서비스는 2005년 12월 30일을 만기로 종료되었으나 만기된 

이후에도 Recovery Grants Program을 통해 자유 재난경감 기금의 잔여 기부

금을 테러 공격으로 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에 기반한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들 단체에서 지

원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SRP's 9/11 Service Guide, 2006): a) 재정적 

지원 b) 건강 진단 및 치료 c) hotline을 통한 정서적 지원 d) 정보 및 의뢰 관

련 서비스 e) 직업 훈련 및 소개 f) 정신 건강  g) 테러 유족들을 돕는 전문가

들을 위한 훈련 및 지원 h)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이와 같이 Recovery Grants 

Program에서 지원하는 단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a) 

테러 사건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근방의 거주자 b) 세계무역센터 및 그 

주변과 펜타곤에서 일했지만 사건으로 인해 직업을 잃거나 월급이 감소한 사람 

및 그 가족 c) 세계무역센터 및 근방과 펜타곤에서 대피한 사람과 그 가족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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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센터 붕괴나 펜타곤 공격 및 펜실베니아의 여객기 추락으로 인한 사망

자나 실종자의 가족 e) 테러 공격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거나 이전의 상해가 

악화된 경우 (화상이나 정형  외과적 손상 및 다른 급성 손상 포함) f) 구조 대

원 및 재건축 종사자와 그 가족 g) 세계무역센터 근방의 학교에 출석 중이던 학

생과 가족을 포함하여 테러 공격으로 가족의 생활에 악영향을 받은 청소년 및 

아동.

2. 유럽

  유럽 연합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규모 응급 상황 이후 심리사회적 개

입이 시작된다. 그러나 그 활동과 방법 및 심리사회적 보조를 제공하는 것에 대

한 접근 방식은 주요한 이론과 경제적 자원, 문화적 및 상황적 특성에 따라 상당

히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1) 유럽 연합의 정책  

   유럽에서는 자연 재해나 대규모의 응급 상황, 심각한 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

건 이후에는 사건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의학적 보조나 기술적인 지원 

외에도 심리사회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이러한 심리적 대처는 영향을 받은 개인

과 지역사회 전체의 즉각적인 대처 능력을 초과하는 것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국가적 차원에서 심리사회적 개입이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개입의 시기와 국면에 따라 심리적 개입이  효과적으로 조정되

어야 하고,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개입을 계획하고 스탭을 

훈련시키기 위해 유럽 내 각국의 지침이 마련되었다. 유럽 정책 문서‘대규모 위

기상황에서의 심리사회적 지지’(European Policy Paper 'Psychosocial 

support in situations of mass emergency'; Seynaeve, 2001)에 이러한 지침

이 문서화되어 있다. 

  이 보고서(Seynaeve, 2001)는 대규모 응급 상황에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심

리적, 사회적 지원에 관계된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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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고와 재난 이후에 심리사회적 개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과 

방법론적인 지침이 수립되었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방법론적인 안내와 심리 사회

적인 지원에 대한 논리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응급 상황

의 긴박성과 가용한 자원의 상대적인 결핍을 생각할 때 욕구의 위계에 따른 우

선순위는 다음에 기초하여야 한다.

a) 생명에 필수적인 기능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 기초적이고 고차적인 life 

support, 기초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움 (대피소, 음료, 식사, 수면 및 위생), 

정보와 사회적 의사소통의 제공을 포함

b)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생활과 존엄성 및 

자유와 관련한 개인적인 활동과 가족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

c)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안녕을 다시 얻고 유지하는 것

   보고서에서는 외상적 사건에 대한 반응의 여러 단계와 국면을 지적하면서 각 

국면은 구체적인 심리사회적 요구 사항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준다. 외상적 사건

에 대한 반응은 급성 국면, 전환 국면 및 장기 국면으로 나뉘나, 각 단계의 지속 

기간을 시간만으로 나누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규모의 응급 상황에서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해 급성 국면 동안에는 접수처를 세우며, 전환 국면과 장기 

국면에서 정보 및 지원 센터(Information and Support Center)와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관기관과 협응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

러한 심리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한 계획과 준비는 공공 정부기관의 일반적인 관

리 및 위기대처 계획에 통합되어야 하며, 관련된 종사자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할 

필요성이 있다. 훈련 내용에는 스트레스와 외상 반응에 대한 지식, 아동이나 청

소년과 같이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지식, 개인과 집단의 심리사회적 요구를 충족시

키는 기술에 대한 지식 등이 포함되며, 훈련의 질을 보증하기 위해 그 분야의 최

신 경험에 따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오스트리아 

  Wood-Heath와 Annis(2004)는 오스트리아의 재난에 대한 심리적 위기관리 

개입의 현황을 보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며, 오스트리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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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European policy paper (Seynaeve, 

2001)의 원칙에 따라 오스트리아의 거의 모든 연방 주에서 PTSD의 예방과 심

리사회적인 위기 돌봄을 지원하는 위기개입 팀들이 조직되어 훈련을 받았다

(Lueger-Schuster et al., 2003). 위기개입 팀에서 고려할 주요한 영역은 다음

과 같았다: a) 전반적인 개입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기 b) 전문가 훈련; 외상적 

사건과 대규모 응급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 c) 개입의 여러 국

면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개입에 대한 평가(급성, 전환, 장기 국면) d) 정보 관

리. 

  위기관리 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완전한 준비를 제공하기 위해 훈련 지침이 

개발되었고, 오스트리아 적십자와 여러 연방 주와 지방의 재난 보호 기구 안에서 

이 지침을 실행하고 있다. 위기 개입 팀의 모든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며 질문지 및 개별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훈련의 기준은 국제적인 전문가 

집단과 국내의 전문가 집단 안에서 개발되었다. 어떤 훈련 기준들은 재난 위기개

입과 직접 관련된 단기 교육 세미나나 응급구조기관, 응급전화와 같은 심리사회

적 지지기관에서의 실습 경험을 참고로 하였고, 응급 처지에 대한 훈련도 함께 

실시하였다. 

   오스트리아는 심리사회적 급성지지 팀(Psycho-Social Acute Support 

team)의 모델을 채택하여, 기관들이 신속한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 모델은 먼저 비엔나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이후에 다른 연방

주들로 확장되었다. 비엔나 선언서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심리사회적 급성지지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Psycho-social Acute Support in Austria")이 포

함되어 있으며, 재난 사건 현장에서 서로 다른 체계들과 양립할 수 있도록 조직

적인 구조와 개입의 지침을 수립했다. 지침의 발표 이후로 꾸준히 응급대응팀

(emergency response teams)이 확장되어 왔다. 연방주에서는 독자적으로 재

난 대응 입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비엔나에서 급성 지지

(acute support)는 시 행정부에 의해 조직되며, 다른 지역에서는 적십자나 심리

학 협회와 같은 비정부기구(NGO)들이 응급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하고, 종종 대

학들과 협력하기도 한다. 오스트리아 적십자사는 개인에 대한 심리사회적인 지원 

체계를 위한 전반적인 틀을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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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사회 지원 팀을 파견하는 결정은 위기 사건에 영향을 받은 사람 수의 규

모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가능한 외상의 정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서비스는 비밀이 

보장되며 모든 거주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사회적 연결

망(친구, 이웃 등)을 활용하면서, 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

는 것이 중요하나, 심리사회적 지원 팀의 판단 하에 더욱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

이나 정신과적 개입이 요구되면 적절한 기관으로 의뢰한다. 심리사회적 지지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a) 정서적인 안정화  b) 활동능력의 회복 c) 사건에 직접

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정보와 지지 제공 d) 심리사회적으로 

추가적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과의 연계 e) 급성 스트레스의 감소 f) 이차적 질

병의 예방. 

(3) 스웨덴 

   Wood-Heath와 Annis(2004)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재난 발생시 피해자

와 그 친족 및 관련된 사람들에게 심리 사회적 돌봄을 포함한 효율적인 관리를 

제공할 책임은 주 의회와 자치당국에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스웨덴 국립 보건복

지부(Swedish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는 지원이 제공되는 방

식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한바 있다. 예컨대 고용주들에게는 사고에 대비하여 

응급 치료와 심리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 요구된다. 심리 사회

적 돌봄의 주요한 목적은 피해자와 구조 직원 및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

날 수 있는 PTSD를 예방하거나 적어도 그 발병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지원 체

계는 다음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 진다: a) 지방자치당국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

은 개인들에게 심리사회적 돌봄을 제공한다. b) 주 의회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

들에게 심리 사회적 돌봄을 제공한다. c) 고용주들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다

루는 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 

  시 당국의 심리 사회적 돌봄은 시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관리 집단과 지역사

회에 기반한 심리적재난 관리집단 및 지지자들의 집단으로 구성된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심리적 재난 관리 집단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a) 정보 및 지지 센터 설

립 b) 자원의 배분 c) 개인적 지원과 가족 지원의 제공(급성 및 장기간) d) 지

지자들에 대한 지원 e) PTSD의 위험률 평가 f) 다른 관련 기관과의 조정과 협



- 75 -

력 g) 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다른 기관들에 대한 지지.

  고용주들은 피고용인들에게 다음 3단계로 구성된 심리사회적 돌봄에 대한 훈

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동료 지원(comrade-support); 긴장 완화

(defusing); 보고(debriefing). 한편 스웨덴 적십자사의 심리사회적 팀은 개인의 

네트워크로는 대처할 수 없지만 규모는 작은 중대한 사건에서 활동하며 몇몇 자

원자들은 시의 심리사회적 지원 팀에서 봉사하기도 한다.

(4) 영국(Wood-Heath, & Annis, 2004) 

   영국에서는 재난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을 주로 협력기관을 통해 제공한다. 

지역 관청이나 공공기관에서 긴급 상황이나 재난으로 인해 대피한 사람들을 위

해 피난처(rest center)를 만들고 경찰과 연계하여 유족과 친척 및 친구들을 위

한 접수처(reception center)를 만든다. 그 후로, 다음과 같은 비영리 단체들이 

이들 센터를 운영한다; a) 영국 적십자사: 실무적(practical)이고 정서적인 지원 

b) Faith community members: 영적 지원 c) 구세군: 의복과 정서적 지원 d) 

St Andrew's Ambulance: 응급 처치 e) St John Ambulance: 응급 처치 f) 

WRVS: practical /정서적 지원.

   경찰가족 연락담당 경관(Police Family Liaison Officers; 이하FLOs)도 재

난 사건의 조사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조사나 법적 진행에 관한 가족들의 의

문사항을 다루는데, 특히 주요한 재판에 가족들의 참석을 격려하며 가족들이 미

디어에 잘 대처하는 것을 돕는다. 경찰은 또한 재난국과 관련된 정보(Casualty 

Bureau facility)를 제공하여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정보와 대조하며, 사상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었을 경우 친족이나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대응이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국면으로 이어짐에 따라, 지역 관청이나 공공 기

관들은 지역사회의 재건과 환경의 복원을 촉진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대응을 조

정하고 건강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작업을 통해 주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건강안

전에 관한 작업 법률(Health and Safety at Work Legislation)은 모든 대응 

기관에 상당한 책임을 지워서 전문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적시에 투입되고 재난

을 당한 사람들이 보이는 심리적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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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 : 쓰나미와 독일의 위기 개입

  Bronisch 등(2006)의 보고에 따르면, 태국의 쓰나미 발생 직후인 2004년 

12월 27일 독일 외무부는 위기개입 전문위원회(crisis-intervention task 

force)를 결성하였다. 독일 외무부의 위기대응센터(crisis reaction center)와 

심리사회적 상담서비스센터의 주관 아래 두개의 위기 개입 팀이 조직되었다. 두 

팀은 모두 응급의학 전문의를 비롯하여 정신과 의사, 외상 치료 경력이 있는 심

리학자, 목회자 및 준 의료 종사자로 구성되었으며 팀들은 2004년 12월과 

200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파견되었다. 이 팀에는 부가적으로 기술적인 구조 

기관(technical rescue organization)의 직원들,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역

할을 하는 연합범죄조사국(federal criminal investigation bureau)의 직원들, 

연방사업부의 사체 방부처리 직원들이 함께하였다. 또한 독일 항공구조 수비대

(German Air Rescue Guard), 루프탄자 항공사 및 여러 보험 회사 소속의 의

사와 심리학자들이 위기 개입 팀에 합류하였다. 대부분의 도우미들은 보수를 받

지 않는 자원 봉사의 형태를 띠고 팀에 참여하였다. 위기 개입 팀은 연방독일공

군의 의료수송기와 들것과 의사 및 심리학자들이 완비된 독일 전세 비행기를 통

하여 모든 이동 가능한 독일인 사상자 및 다른 유럽인 사상자들을 본국으로 송

환하였다. 이 수송 비행편은 독일에서 조직되어 푸켓과 방콕에서 탑승자를 실었

다. 

  위기 개입 팀의 당면 과제는 a) 조난자와 그들의 친족들에 대한 위기 개입, 

b) 구조 그룹 (rescue group)과 피해자 신원 확인 그룹, 외교부 직원 및 시신

을 방부처리하는 그룹(embalming group)에 대한 심리적 돌봄, c) 차후의 위기 

개입을 계획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 및 d) 실종된 가족과 친지들을 찾기 위해 재

해 현장을 찾은 친족들에 대한 정보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방콕에 있는 독일 영사관은 2004년 12월 26일에 일찍 개입하였다. 처음에는 

재난의 정도가 과소평가되어 단지 7명의 직원만이 피해 지역 해변으로 파견되었

으나 12월 28일에 이르러서는 대사관 직원과 위기 지지 팀을 포함한 80명 이상

의 전문적인 도우미들이 파견되었다. 그리고 푸켓에는 영구적인 사무실이 설치되

었다. 이 사무실은 도움의 손길들을 목표 지역에 수송하는 것을 조직하는데 유용

하였고 허가와 면허 등과 같은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유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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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직원들은 베를린에 있는 독일 외부무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중점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기여하였다.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유족들임이 확인되었을 때 위기 개입 팀의 주요 과제는 

a) 유족과 친족들에 대한 정서적 위기개입 b) 위기 지역에서 문제 영역에 대한 

정보 제공, c) 유족들에게 정보 자료들을 전달하는 것, d) 재해로 인해 고통당하

는 사람들에게 이용 가능한 위기 개입 시설과 사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e) 도우미들에 대한 상담, f) 위기 지역에서의 장기적인 접근에 대한 계획이 포

함되었다. 

  그러나 위기 개입은 재난의 단계에 따라, 유족과 친족들의 시급한 요구사항에 

따라 조정되어야 했다: a) 첫번째 주간에는 헬리콥터 및 항공기를 통해 푸켓의 

군 공항이나 독일로 수송되어야 하는 심각한 부상자들을 다루는 문제가 시급하

였으며, 독일 의료 수송기의 승무원들에게 인솔되기까지 개입팀의 구성원들이 피

해자들과 동행하였다. 또한, 살아남은 유족들에 대한 집중적인 돌봄이 제공되었

다. 오전 오후로 도우미들과 함께 브리핑이 진행되었으며, 대피자들이 대거 수송

된 세번째 날에는 매시간 마다 관리 직원들을 코치하였다. 한편 독일 시민을 돕

는데 관여한 다른 구조 기관과는 접촉이 거의 없었다. 준 의료 종사자들은 응급 

구조나 부상자의 치료에 매진하였다. 2004년 12월 28일 이후에는 푸켓과 카오 

락 지역의 여러 사원에 방치된 방대한 수의 시신들을 수습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압도적인 작업이 있었다. 경험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단지 몇번의 담화가 독일 도

우미들이 묵고 있던 호텔에서 이루어졌다. b) 두 번째 주간에는 본국으로 수송

되지 않고 남아 있던 유족과 그 친족들에 대한 위기 개입이 요구되었고, 이들(수

송되지 않았거나 수송되기를 원치 않는 환자들)을 위한 병원들이 선별되었다. 또

한 친족들을 찾기 위해 본국에서 찾아와 극도로 고통스런 신원 확인 작업을 거

쳐야했던 독일인들을 맞이하는 일이 요구되었다.

  쓰나미로 인한 대규모의 인명피해는 부상을 입은 사람들과 희생자의 친족들에

게뿐 아니라 도우미들에게도 굉장한 부담을 안겨주었다. 어떤 문제가 닥쳐올 지 

모르는 상황, 예컨대 수많은 시신과 심각하게 다친 사람들, 유족과 사별한 이들

의 고통, 전염병에 대한 공포, 기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와 외국의 문화 등은 

돕는 사람들에게 과중한 짐이 되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팀에 대한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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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코칭(하루에 2회)과 함께 유지된 도우미 집단의 응집력과 단결력이었다. 개

입 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한 국가(독일)에서 온 모든 도우미들이 모일 수 

있던 호텔 도한 매우 안도감을 주는 것이 되었다. 대부분의 도우미들이 개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상담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귀국 이후에 제시되는 자신들의 

외상에 대한 사후개입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대부분의 도우미들이 작업하

는 동안에는 경계상태로 활동하는 가운데 그들의 감정과 분리되었다. 정서가 억

압되어 상담 혹은 치료적 개입을 요구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증상들인 악몽, 

flash-back이 이후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

이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작업 동안 

정서적인 반응과 단절되어 있었던 것, 예컨대 시신들을 중립적인 몸으로 보는 것

이나 자신의 일을 생존한 친척들을 돕는데 필요하고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은 

한편으로는 보호적인 기능을 하였다. 반대로 DVI의 구성원들이 실종자를 찾는 

친족들과 접촉을 해야했을 때에는 친족들의 설명이 상세할수록 도우미들이 자신

의 전문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며, 시신의 개인적 내력을 알게 되

면 도우미들에게 강한 정서적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희생자와 직접적

으로 관련이 있는 친족들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자연 재해 이후의 위기 개입에 있어 유족들과 희생자들의 친족에 대한 심리 

사회적인 지지는 특별히 제3세계에서 도움을 주어야 할 가장 최신의 영역이며,  

독일의 쓰나미에 대한 개입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성공적인 위기 개입

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multiprofessional team)이 

중요하다. 응급 의학과 전염병에 경력이 있는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심

리학적 돌봄은 특별히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피해자의 근 외상성

(peritraumatic) 반응과 PTSD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

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위기 개입 작업은 종종 심각한 부상 환자를 

병원이나 공항으로 수송하는 것을 조직하는 것과 같은 비전문적이고도 구체적인 

활동에까지 확장되므로 전문가들은 협력과 사교성 뿐 아니라 상당한 개인적인 

융통성도 지녀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위기 개입 팀의 교대(rotation)는 평균적으로 1주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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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교환을 위해 다음 팀과 중복되는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지속적인 심리적 스트레스와 열대 기후, 시차로 인해 대부분의 도우미들은 하루 

2,3시간 이상으로 잘 수 없으며, 1주가 지나면 대부분의 도우미들은 만성 피로

와 탈진으로 고생하며 주의 집중과 기억에 문제가 오며 냉담하고 짜증을 느끼게 

된다. 

  재해 현장에 투입된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은 재난 피해자뿐 아니라 도

우미들의 정신적 안정에 책임을 지고 있다. 아침과 저녁에 있는 일일 보고에 참

석하여 도우미들에게 조언을 제시하고, 토론 작업 가운데 일어나는 높은 스트레

스 국면에서 주요한 직원을 코치하는 것이 필요했으며, 심각한 탈진 상태에 있는 

도우미를 책무에서 잠시 쉬게 하여주는 개입도 해야했다. 필요하다면 도우미가 

거절하더라도 쉬게 해주어야 하는데, 더 이상 그 도우미가 자신의 작업과 스트레

스 부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숙련된 외상 심리

학자들은 코칭을 통해 도우미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줄 뿐만 아니라, 팀 내부의 

잠재적인 갈등을 줄여줄 수 있으며, 도우미들을 위해 재난 작업의 표준적인 단계

로 사후개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난 지역에 있는 직원들의 친족들에게 그 상황은 긴장을 주고 두려우며 부담

이 되는데, 이는 미디어를 통해 재난 지역에 대한 소식을 접하기 때문이다. 본국

에 남은 가족들은 자신들이 직접 참여할 수 없고 재난 지역의 상황에 대한 통제

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희망과 공포가 교차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구조 

팀이 귀국한 이후 가족들은 그들이 무사히 도착한 것에 대해 안도했지만 그들의 

상태에 대해 불안정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특히 구조대가 심리적 외상을 받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을지, 자신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하여 궁금

해한다. 예를 들어 돌아온 이들과 재난 지역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하

는 것이 좋을지, 무관심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반응해

야하는지를 궁금해하였다. 

   제 3세계 국가의 대사관과 영사관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그 나라의 언어

와 관습에 익숙하고 현지의 조직적 구조와 문화적 구조에 익숙하나, 영사관의 직

원들 또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재난 지역을 방문할 

것을 요구하는 많은 상황에 더하여, 직원들은 실종자를 찾는 친족들과 이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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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상태를 대면하므로, 이들에게도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정 주기로 업무를 교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불행히도, 재난을 입은 국가들에서 공식적인 위기 개입 팀의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구조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휴가를 온 심리학자들과 의사들, 현지에 거주

하는 독일인들이 공식적인 팀과의 협력없이 도움을 주려고 했다. 또한 독일 복지 

기관들이 같은 지역에 helper들을 제각각 파견하는 것 등 서로 공식적인 협력을 

맺지 않는 기관들이 존재하였는데, 재난 지역에서는 피해를 입은 지역과 각각의 

국가들과 의사 소통하는 긴밀히 연결된 공식적 구조들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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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각국의 군사상자 유족 모임 및 사후개입 현황

  해외에서 군사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대부분 일반적인 외상/

애도 지지 프로그램이나 센터로 연결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는 미 국방부의 산하 단체인 미연방 보훈국(United Stat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서 200여개의 퇴역군인 센터를 통해 직접 심리상담 서비스

를 지원하며, 여러 유관기관에서 지지모임이 결성되고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지지프로그램이나 센터에서 군 사망자 유족들이 따로 지지모임을 형성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반 자살자 유족과 함께 모임을 이루는 경우가 함께 공존

한다. 국내의 경우에는 군과 관련된 유족 모임이 있으나, 아직 심리적지지 서비

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단체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의 군유족에 

대한 사후개입에 대해 참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자살자 유족에 대한 유럽 및 미국의 서비스들도 미국의 군가족의 정서 및 심

리적 지지에 대한 개입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을만큼, 미국 내에서

의 군가족에 대한 위기관리 및 상담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해

외 사례로 미국 및 영국의 자살자 유족에 대한 군의 서비스에 대해 조사연구하

고자 한다. 다음으로 국내에서의 군내 사망자 유족모임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다음 장에서 군 사망자 유족들에게 가용한 심리적 서비스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

다.     

1. 미국

(1) United Stat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미국의 국방부 산하 퇴역군인 모임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사망한 군인의 유

족들(부모, 형제, 자녀, 미망인) 모두에게 무료로 사별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 

상담은 200여개의 퇴역군인 센터 중 가족들이 사는 지역사회에 가까운 센터에

서 제공되고 있으며, 가족이 죽은 후에 겪는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다루는 



- 82 -

것부터 시작해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outreach), 심리상담 및 자원봉사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싸이트(http://www.vetcenter.va.gov)에서는 사별상담에 

대한 정보와, 신청방법(e-mail, 전화번호, 주소 등), 사별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군내 사망사건의 처리절차와 유족들의 배

상 및 처리 등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별에 관련한 상담

을 받을 수 있는 센터와 정신건강 센터, 국방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싸이트를 

링크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PTSD에 대한 국립 센터(National Center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http://www.ncptsd.va.gov)는 미국 퇴역군인 

모임의 소속 단체로 군인의 사망시 유족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에 대한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Tragedy Assistance Program for Survivors(TAPS) 

  미국의 재향군인 서비스 기관으로, 1992년 11월에 군 국방 항공기 사고로 순

직한 8명의 군인을 기리면서 설립되었다. TAPS는 군 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들

의 죽음으로 인해 애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지와 돌봄을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

이다. TAPS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이나, 사망한 군인의 가족들은 국방

부나 보훈국(이하 VA)과 긴밀한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VA 웹싸

이트상에서 TAPS와 TAPS의 군 유족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TAPS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유족들에게 

어려운 문제인 제정 문제를 돌보기 위해서 Armed Forces Services 

Corporation, Army and Air Force Mutual Aid와 Navy Mutual Aid에서 도움

을 주고 있다. 

  TAPS에서는 24시간 무상으로 돌봄과 지지를 제공하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동료 지지(Peer Support), 애도 지지(Grief Support), 외상 지지(Trauma 

Support), 상담(Vet Center Counseling), 청소년 프로그램(Youth Program)등

이 있다. 웹싸이트 혹은 전화를 통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에 대해 활성화되어 있는 모임이 여러 개 있다. 동료지지(Peer 

Support) 프로그램은 사랑하는 사람을 군 복무 중에 잃은 모든 사람에게 위로

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담(Counseling)'이라는 용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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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신 서로의 치유를 돕는 의미로 '동행(Companioning)'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 위기개입은 숙련된 위기개입 전문가들과 연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전화상담(hotline)을 열어두고 있다. 상담과 관련하여서 TAPS는 사망 교육 및 

상담 협회(Association of Death Education and Counseling) 및 외상 스트레

스 연구에 대한 국제 연대(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의 회원으로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유족들에게 유용한 심리적 정보(상

실에 대한 반응, 상실에 대처하는 방법 등)를 웹싸이트를 통해 전달하고 있으며, 

VA의 재활상담 서비스 및 전국 200여개의 퇴역군인 센터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치료자나 상담가 뿐만 아니라 

퇴역군인도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 프로그램(Youth Program)에서는 대처방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감정이 비정상적인 비극적 죽음에 대한 정

상적인 반응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TAPS에서는 각종 행사와 캠프를 통해 유족들의 참여와 치유를 유도하

고 있다. 매년 이 단체에서는 전국적 규모의 군인 유족 세미나를 열고 있으며, 

워크샵을 비롯한 특별 이벤트 등을 통해 워싱턴의 추도일 중 5일 동안 군 사망

자와 유족들을 기리고 서로 치유하며 축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 세미나의 일

환으로 부모를 잃은 자녀들이나 형제자매들에게 젊은 유족을 위한 적절한 애도 

캠프(Good Grief Camp for Young Survivors)라는 미국 유일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가 최고의 애도 및 외상 전문가가 행사를 진행하며, 따뜻하고 안전

한 환경 속에서 치유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다. 웹싸이트를 통

해서 위의 행사들과 프로그램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전국적지지 모임이 매

주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어 자유롭게 채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웹싸이

트의 주소는 http://www.taps.org이다.

(3) Army Long Term Family Case Management(이하 ALTFCM) 

  ALTFCM은 전사한 병사들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써, 군 자원 및 외부 자원을 사용하여 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사한 

병사들의 가족들의 필요를 감찰하고 지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띠고 있다. 제공되

는 서비스는 특별 하사금이나 생명보험에 대한 서비스, 사망한 병사에 대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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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표창과 같은 군 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 사망한 병사에 대한 시신 부검 결과 

혹은 직무 보고와 같은 기록 제공, 사별 상담 및 기타 지지 프로그램 등이 있다.

  사망한 병사에 대한 기록 제공 서비스는 Casualty Assistance Officer(CAO)

에 의해 이전에 요청되지 않았거나, 가용하지 않았거나 전달되지 않은 보고서 사

본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때 병사의 죽음의 정황에 따라 해당되는 기록들

이 달라지며 유족들에게 가용한 기록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추가 조

사(collateral investigation)에서는 치명적인 훈련(fatal training)이나 작전 중

의 사고(operational accident) 및 전투의 결과로 인해 사망한 사병의 가장 가

까운 일족(primary next of kin, PNOK)이 그 사병의 죽음을 둘러싼 정황을 기

술한 기록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조사가 가능하다. 범죄/형사 조사

(criminal investigation)는 병사의 죽음이 부자연스런 것(타살이나 자살 혹은 

원인을 알수 없는 외상으로 인한 죽음)으로 의심되거나 간주될 때 준비하는 보

고서이다. 시신 부검 보고서는 군의학 검시관이나 주의학 검시관에 의해 결정된 

사인에 대한 공식적인 소견이며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60-90일 이내로 제공된

다. 또한 군은 가족의 요청에 따라 사상자 기록의 추가적인 증명 사본을  제공한

다. 

   지지 프로그램은 사별한 가족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지제공에 대한 정

보를 주는 관계자(support coordinators)와 가족들을 연결시켜주며, support 

coordinators는 가족들을 도와 직업, 건강, 아동 및 청소년, 법적 문제, 상담, 군 

및 정부, 재정, 동료지지, 정서적 문제, 종교적 문제, 교육, 물질 남용 등의 분야

에서 지지를 제공하는 기관에 의뢰하는 역할을 한다.

(4) Marine Corps Community Services(이하 MCCS)

  MCCS는 현역 해군 및 퇴역 해군들에게 군 및 가족 생활을 지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http://www.usmc-mccs.org). 프로그램은 군 배치

에 대한 지원, 전투 및 작전에서 오는 스트레스, 미혼인 해병에 대한 프로그램에

서부터 물질 남용 및 자살 예방에 대한 것까지 다양하다. 이 중 자살 예방에 대

한 프로그램에서는 자살의 사후개입에 대하여 자살자 유족에 대한 간략한 정의 

및 지지의 지침과 자살 예방 센터(Suicide Prevention Resource Center)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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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여 제공하는 자살자 유족에게 유용한 자료들을 제공한다.

2. 영국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는 아직 군내 사망자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지원

체계가 시작 단계에 있는 실정이며, 국가 주도적이기보다는 개인적인 추모의 성

격으로 시작한 모임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다. 군가족지지 모임

(Military Families Support Group; http://www.mfsg.org.uk/index.asp)은  

Phillip Hewett 이라는 2005년 이랍에서 사망한 군인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되

었고, 이후에 이랍에서 사망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친구와 유족들을 지지하고 위로하기 위한 모임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진상규명

과 법적 대응절차, 변호사 선임,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유용한 정보가 

실린 싸이트 등을 소개하고 접촉을 유지하며 상담하고 있다. 

3. 국내 군 사망자 유족지지 모임

(1) 군사상자 유족 연대

   군사상자유족연대(이하 군사연)는 군에서 자식과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비영

리 모임으로 이미 발생한 사망사건규명과, 사망유족의 진상규명활동및 법적대응,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하여 2001년 결성되었다. 언론계, 정치인, 기존시민단체

와의 연대 및 국민 홍보, 유족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유족 지원을 

위해 군사상자발생시 유족신고접수, 구체적인 규명활동 및 대군부대대처 방법제

시를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유족의 정신적 상처치유 및, 위

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기관이나 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신건강 및 치유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제공되지는 않고 

있다. 웹싸이트(http://www.kmid.org) 상에서는 게시판을 통해 사망자를 추도하

는 글을 남기고 진정사건들 및 관련기사에 대해 회원들끼리 공유하며 자신의 사

http://www.mfsg.org.uk/index.asp
http://www.kmi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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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대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다.   

(2)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 협의회(이하 군가협)

  군가협은 2001년 발족한 비영리 단체로 군복무 중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사

건과 관련해서 피해당사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담전화인 군인의 전화를 운

영하고 있으며, 상담과 함께 구제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군경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의문사 및 폭력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  및 군경 의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웹싸이트

(http://www.armyngo.org)에서는 위기개입과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제

공되지 않고 있으며, 군경 유족들의 정기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3) 군경 의문사진상규명 유족 협의회(이하 군경협)

  이 모임은 군대 및 경찰에서 사망한 자식을 둔 부모들에 의해 2005년 결성된 

단체로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고관련 예방법에 대한 교육, 복

지 증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촉구하는 모임이다. 웹싸이트

(http://www. oursons.or.kr) 상에서는 군내 사망자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정

보 및 언론 보도자료, 게시판을 통한 정보교환 및 심리적지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단체 역시 유족들 사이의 정보교환 및 사건 해결에 대한 지지를 제공하

나 체계적인 심리적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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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군 사망자 유족 사후개입에 대한 제언

   앞선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군 사망자 유족 사후개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군 사망 및 군 사망자 유가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 사망자 유족의 경우 죄책감, 수치심과 더불

어 분노감과 피해의식을 경험할 가능성이 일반적인 사별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군 당국의 사망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불신의 문화로 인해 분노감과 

피해의식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식을 잃은 급작스러운 충격과 

혼란감이 주로 분노감의 형태로 표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살의 경우라 할지라

도 사망의 원인을 사망자의 개인내적인 요인보다는 군내의 요인들에 대해 귀인

할 수 있다. 군관계자와의 마찰 속에서 처리과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폭될 가

능성도 있다. 또한 사별한 사람의 애도반응의 첫 단계인 혼란스럽고 무감각한 단

계에서 판단력도 다소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단계에서 이미 사망에 대한 

군내의 처리과정이 수개월 내에 종결되어가고 있다면, 자신들이 이미 처리과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의뢰할 가능성이 있다.    

2. 사망 사건 직후 유족의 분노 반응에 대한 공감적 태도가 중요하다.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위기개입은 유족들에 대해 매우 보호적이고 지지

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망자의 유족이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다고 

지각할 경우, 복합 애도 등의 적응이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군 사망자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분노감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개입 

시에는 분노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관계자들의 태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망사건을 접수하고 유족들에게 사망소식을 전하는 관계자들이 유족

들의 분노반응에 대해 똑같이 분노반응으로 대응하거나 혹은 사망의 원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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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개인내적인 것으로 돌리며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유족의 심리적 반응을 

이해하고 지지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심리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

가 있다. 이 단계에서 유족이 보이는 분노반응이 개인차 요인에 따라 때로는 죽

음 자체에 대한 분노가 아닌 자신이 살아온 내력의 억울함에 대한 분노반응을 

포함할 수도 있고, 이를 죽음 자체에 대한 분노와 변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군 당국에 대한 분노는 아닐지라도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서의 분노반응

이 유족들에게는 정당한 것임을 인정하고 이를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 즉, 가족

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을 충분히 공감해 주면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유가족의 분노와 불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군관계자보다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체계를 구성해 위기상황에 처한 유

족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은 사망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충격에 휩싸일 수 있는데, 이 때 군관계자

들은 유족들에게 시신을 보여주고 사망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등의 행정적인 역

할을 감당해야 한다. 군관계자 자신도 시신을 접하고 유족들의 극심한 반응을 접

하면서 판단력이 평소보다 저하될 정도로 심리적인 외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

족들에 대해 지지를 보낼만한 심리적인 평정심이나 여유를 유지하기 어려워보인

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심리적인 지지를 담당하는 심리

학자나 군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갖추어진 지원체계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한다.  

4. 군 관계자에 대한 지원 체계도 필요하다.

  

   미국의 Loss Program의 활동이나 유럽국가들의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의 

예에서처럼 군 수사관 및 사망사건처리에 관련된 관계자들에게도 지지적인 환경

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사망사건 처리자들도 극심한 심리적 

동요를 겪을 수 있으며, 이차적인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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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도적 지지가 필요하며, 적어도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외상에 대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체계의 구성원이나 군심리학자 등 가용한 위기개입 전문가들이 유족들뿐만 

아니라 사망사건 처리관계자들에게도 지지와 돌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유족을 위한 위기개입 프로그램과 위기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군 사망사건 이후 유족에게 죽음을 알리는 단계서부터 위기개입이 시작된다

고 볼 수 있으며, 이 단계서부터 유족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키고 애도를 준비

시킬 수 있는 위기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죽음 후 초기에 높은 심리적 고통

을 보이는 이들은 즉각적인 위기개입을 통해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으

며, 이를 통해 시간이 경과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장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별/애도 상담의 경우에는 대개 6-18개월 사이의 기간에 

개입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군 사망자 유족의 

경우 국가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식의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특

수성을 고려할 때, 국가적 재난에 대한 위기개입처럼 국가와 군 당국의 조속한 

위기개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사망자의 유족들을 단순한 사별이 

아닌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와 위기를 최소화하는 개

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일반적인 위기개입의 지침을 포함한 Gilliland(1982)의 위기개입

모델과 Roberts(1991)의 위기개입 모델을 참고하여 유족들이 전문가의 개입

아래 자신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표현하고, 경험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급박한 정서적 혼란 상황에서 가용한 자원들에 대해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개입 프로그램의 지침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

기상황에서 필요한 간단한 위기관리 기술, 의사소통 기술, 긴장완화 기술, 자기

평가 기술 등을 유족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위기개입에서 유족들의 현재 심리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

적인 심리평가 도구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유족들의 현재 정서, 행동, 인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 등을 평가함으로써 유족들이 겪고 있는 위기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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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가늠해보고 이에 맞춘 위기개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심리평가 도구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6. 유족에 대한 장기적인 외상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 사망자 유족은 자살, 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고사

와 같은 급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죽음이라는 점에서, 자식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또한 이러한 죽음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 등의 적응이상을 발전시킬 소인이 높은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사건이 종결된 경우라 할지라도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외상치유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제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많은 애도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으나, 이 중에서 자살자 유족

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해외에서도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이다. 

  외상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앞서 살펴본 애도상담의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다. Averill & Wisocki(1981)의 행동치료나 Ramsay의(1977)의 행동치

료, 그리고 Mawson, Marks, Ramm과 Stern(1981)의 인지행동치료는 모두 외

상적인 상실경험에 대해 노출하고 둔감화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군사망자 유족들

의 외상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노출과 둔감화를 골자로 한 행동치료방

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애도에 대한 최근의 치료 경향은 외상적 상실 

경험에 대한 노출 및 둔감화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외상 경험에 머물면서 인지

재구조화를 이루는 것, 즉 죽음을 단지 끔찍한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망자에 

대한 행복한 기억들을 회상할 수 있는 것, 망자에 대한 건강한 종결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의미 만들기’를 지향하는 인

지행동치료는 단순히 정서적인 표출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애도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적응적인 요인들에 주목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Kavanagh(1990)의 인지행동치료, Neimeyer(2001)의 인지행동치료, 망자와의 

유대를 지속하는 것에 관한 Klass(1996)의 인지행동치료가 포함된다. 이러한 

인지행동치료 모델을 군사망자 유족의 외상치유 프로그램 구성에 참고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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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외국의 모델과 사례들을 국내의 군에 적용할 경우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충분

히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 사망자 유족들의 심

리적 특성에 대한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기초 자료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로 유족들이 보이는 분노반응이 어떤 특성을 지닌 것인

지 이해하고 유족들의 분노와 괴로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자살로 인한 사별에 대한 지지프로그램이나 군 

사망자 유족의 지지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위기개입, 단기개입 및 

장기상담을 포함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8. 외상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시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

  

  유족 치유 프로그램의 개발에는 문화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Clark(2001)의 제

언처럼 개인의 특성들을 고려해야 하며 이들을 동질 집단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친족관계, 연령, 성별, 문화, 성격, 대처양식에 따라 애도 스타일이 다

양하며 따라서 사후 개입 또한 달라야 한다. 또한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치유 프로그램이나 심리상담, 위기개입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며, 

언제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어떤 지지모임을 제공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

해 평가할 수 있는 심리학적 평가도구가 필요하며, 아직 축적된 연구결과가 없으

므로 국내 군사망자 유족에 대한 욕구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사망자와 매우 다툼이 많거나 양가적, 혹은 의존적인 생전 관계

를 맺었거나, 사망자 유족이 이전 정신과적 내력을 지녔거나, 낮은 자존감 혹은 

대처에 대한 낮은 자기 효능감이 있는 경우 복합애도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특히 외상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은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애도자와 이미 다양한 임상적 증상들

을 보이며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를 발전시킨 애도자들일 것으로 보이

며, 이들을 변별해낼 수 있는 평가도구 및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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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군사망자 유족 사후개입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군사망자 유족에 대한 위기개입 및 위기평가 과정, 장기적인 외상치유 프로그

램이 필요한 유족을 변별, 평가하고 개인차를 고려하며 치유하는 과정에 개입하

려면 임상적 경험이 있는 심리학 전문가들, 정신과 의사들, 사회복지사들 등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아직 자살자 유족에 대한 사후개입이나 재난에 

대한 심리적 사후개입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한 실

정이며, 이러한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10. 군사망자 유족에 대한 사후개입의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성을 확보하

고 사후개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군사망자 유족에 대한 사후개입은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화되고 공식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군당국의 정책 내

에 이러한 사후개입에 대한 언급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위기개입 프

로그램과 외상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주체, 그 주체들간의 협력, 군당국을 비

롯한 관계자들의 교육 의무, 유관 상담기관 및 정신건강 서비스 등과의 연계의 

공식화, 전문성의 확보와 사후개입시 유족의 반응에 대처하는 지침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11.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 및 정보 제공, 유족 모임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군 자체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 유럽과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유관 상담기관 및 정신건강 서비스 등과의 연계가 절실하다. 또한 

필요한 웹싸이트를 통해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유족 모임을 통한 치료 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유족 모임의 성격이 치유적인 프로그램을 포

함하고 있지 못하며, 군당국과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차원의 issue fighting이 주

조를 이루고 있어 보인다. 유족들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은 사건의 해결에 가

려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이나, 이는 사건의 해결만큼이나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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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족의 지지모임에서 이러한 심리적 외상에 대해 다룰 수 있도록 유족들

에게 교육과 지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족 지지모임을 활성화시키는 방

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같은 외상을 겪은 유족 중에

서 치유 모임의 리더를 만들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군사망자 유족에 대한 대중의 오해나 편견을 바로잡고 공감적 지

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중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유럽과 미국의 자살자 유족의 날을 지정한 것처럼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홍보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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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PTSD의 진단기준(DSM-IV)

A. 외상적 사건을 경험했던 개인에게 다음 2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난다: 

(1)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의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

적 안녕(physical integrity)에 위협을 가져다주는 사건(들)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직

면하였을 때

(2) 개인의 반응에 극심한 공포, 무력감, 고통이 동반될 때 

 주의 : 소아의 경우 이런 반응 대신 지리멸렬하거나 초조한(agitated) 행동을 보인다. 

B. 외상성 사건을 다음과 같은 방식 가운에 1가지(또는 그 이상)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재경험할 때:

(1) 사건에 대해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떠오르는 고통스런 회상(영상이나 생각, 지각을 

포함)

   주의 : 소아에서는 사고의 주제나 특징이 표현되는 반복적 놀이를 한다.

(2) 사건에 대한 반복적이고 괴로운 꿈 

   주의 : 소아에서는 내용이 인지되지 않는 무서운 꿈으로 나타남.

(3) 마치 외상성 사건이 재발하고 있는 것 같은 행동이나 느낌(flashback, 사건을 다시 

경험하는 듯한 지각, 착각, 환각, 해리적인 환각, 재현의 삽화들, 이런 경험은 잠에서 

깨어날 때 혹은 중독 상태에서의 경험을 포함한다).  

   주의 : 소아에서는 외상의 특유한 재연(놀이를 통한 재경험)이 일어난다. 

(4) 외상적 사건과 유사하거나 상징적인 내적 또는 외적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의 심각

한 심리적 고통

(5) 외상적 사건과 유사하거나 상징적인 내적 또는 외적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의 생리

적 재반응

C. 외상과 연관된 자극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려고 하거나, 일반적인 반응의 마비(외상 

전에는 없었던)가 다음 중 3가지 이상이다: 

(1) 외상과 관련되는 생각, 느낌, 대화를 피하려고 한다.

(2) 외상이 회상되는 행동, 장소, 사람들을 피하려고 한다.

(3) 외상의 중요한 부분을 회상할 수 없다. 

(4) 중요한 활동에 흥미나 참여가 매우 저하되어 있다.

(5) 타인으로부터 소원해지거나(estrangement) 분리되는 느낌

(6) 정서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예 :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없다)

(7) 미래가 단축된 느낌 (예 : 직업, 결혼, 자녀, 정상적 삶을 기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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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증가된 각성 반응의 증상 (외상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이 다음 중 2가지 이상:

(1) 잠들기 어려움 또는 잠을 계속 자기 어려움

(2) 자극에 과민한 상태(irritability) 또는 분노의 폭발

(3) 집중의 어려움

(4) 지나친 경계 (hypervigilance)

(5) 악화된 놀람 반응

E. 장해(진단 기준 B,C,D의 증상)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이다. 

F. 장해가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

해를 초래한다. 

 

 세분하는 경우

   급성 : 증상 지속 기간이 3개월 이하

   만성 : 증상 지속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연성 : 외상적 사건 발생 후 증상 발생까지 6개월 이상 걸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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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주요우울삽화의 진단기준 (DSM-IV)

 
A. 다음 증상 가운데 5개(또는 그 이상) 증상이 연속 2주 동안 지속되며, 이러한 상태

가 이전 기능으로부터의 변화를 나타낸다 ; 위의 증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1) 우울

기분이거나, (2)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어야 한다. 

주의: 명백한 일반 의학적 상태에 기인한 증상이나, 기분과 조화되지 않는 망상이나 환

각에 기인한 증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1) 하루의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인 보고(슬프거나 

공허하다고 느낀다)나 객관적인 관찰(울 것처럼 보인다)에서 드러난다. 
  주의: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는 과민한 기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하루의 대부분 또는   거

의 매일같이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을 경우(주관적인 설명이나 타인에 의한 관찰에서 

드러난다) 
 
(3) 체중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저한 체중감소나 체중증가 (예: 1개월 동안 

체중 5%이상의 변화)가 나타남. 또는 현저한 식욕감소나 증가가 거의 매일 나타날 때.
 주의: 소아의 경우, 체중증가의 기대치에 미달되는 경우 주의할 것. 
 
(4)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다수면 

 
(5) 거의 매일 나타나는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주관적인 좌불안석 또는 처진 느낌이 

타인에 의해서도 관찰 가능하다) 
 
(6) 거의 매일의 피로나 활력상실 

 
(7) 거의 매일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낌. 이는 망상적일 수도 

있으며, 단순히 병이 있다는데 대한 자책이나 죄책감이 아니어야 함. 
 
(8)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이 주관적인 호소

나 관찰에서 나타남. 
 
(9)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특정한 계획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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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복되는 자살생각 또는 자살기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특정 계획 

B. 증상이 혼재성 삽화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C.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일으킨다. 

D. 증상이 물질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E. 증상이 사별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는다. 즉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후에 증상이 2개

월 이상 지속되거나, 현저한 기능장애, 무가치감에 대한 병적 집착, 자살생각, 정신증

적 증상이나 정신성 운동지체가 특징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만 이 장애의 진단이 내려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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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범불안 장애의 진단기준(DSM-IV)

A. 여러 사건이나 활동(직업 또는 학업 수행 등)에 대한 과도한 불안이나 걱정 (염려

스런 예견)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최소한 한 번에 며칠 이상 발생한다. 

  

B. 걱정을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다.

   

C. 불안과 걱정은 다음의 6가지 증상들 (증상이 적어도 며칠 이상, 지난 6개월 이내

에 존재해야 한다) 가운데 3가지 (또는 그 이상)을 동반한다. (단, 아동에게는 오직 

한 가지 증상만이 요구된다.) 

   

   (1) 안절부절 못함, 긴장감이 고조되거나, 가장자리에 선 느낌  

   (2) 쉽게 피로해짐    

   (3) 주의 집중 곤란 또는 정신이 멍해지는 느낌    

   (4) 과민한 기분 상태       

   (5) 근육긴장       

   (6) 수면장애(잠들기 어렵거나 잠을 지속하기 어려움 혹은 불만족스러운 수면)    

부록 4. 공황장애의 진단기준(DSM-IV)

A. (1)과 (2) 모두:

(1) 예기치 못한 반복적인 공황발작*

(2) 적어도 한 번 이상 발작이 있은 뒤 한 달 혹은 그 이상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됨:

(a) 추가 발작이 나타날 것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

(b) 발작과 관계된 여러 가능성에 대한 걱정, 또는 발작의 결과에 대한 근심 걱정 

    (예: 통제력의 상실, 심장마비가 오지나 않을까, “미치지 않을까”)

(c) 발작과 관련되는 뚜렷한 행동 변화

  

B.  광장공포증이 없음  

    광장공포증이 있음 

C. 공황발작이 물질(예: 약물 남용 또는 투약)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 갑상선 기

능 항진증)의 직접적 생리적인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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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공황발작이 다른 정신장애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는다. 다른 정신장애란 사회공포증

 (예: 두려운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일어남), 특정 공포증(예: 특정한 공포 상황

에 노출되었을 때), 강박장애(예: 오염에 대해서 강박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러움

에 노출되었을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 심한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또는 분리불안장애(예: 집이나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데 대한 반응으로)가 

있다.

   

*공황발작의 진단 기준 

주의 : 공황발작은 진단 부호를 매길 수 있는 장애가 아니다. 공황발작이 일어나는 상황

에 특정 진단 부호가 매겨진다.(예, 300.21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

 

불연속적인 강한 두려움이나 불쾌감이 있고, 다음 가운데 적어도 4개(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10분 이내에 그 증상이 최고조에 도달한다.

 

⑴ 심계항진, 심장의 두근거림, 또는 심장 박동수의 증가 :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⑵ 땀 흘림  : 진땀이 난다. 

⑶ 떨림 또는 전율 : 온몸이 벌벌 떨리거나, 전율을 느낀다. 

⑷ 숨 가쁜 느낌 또는 숨 막히는 느낌 : 숨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해진다.   

⑸ 질식감 : 곧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⑹ 흉부 통증 또는 가슴 답답함 : 가슴이 조여들고, 통증 느낌.  

⑺ 토할 것 같은 느낌 및 복부 불편감 : 메스껍거나 속이 거북해서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⑻ 현기증, 불안정감, 몽롱함, 또는 어지럼증 : 어질어질하거나 비틀거리는 느낌,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⑼ 비현실감 또는 이인증, 자신에게서 분리되는 느낌 : 마치 딴 세상에 온 것처럼, 자신

과 주위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⑽ 자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또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 :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미쳐

버릴 것 같은 공포.  

⑾ 죽음에 대한 두려움 :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  

⑿ 감각 이상 (마비감 또는 찌릿찌릿한 감각) : 사지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리는 느낌

이 든다.  

⒀ 오한 또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름 :  오한이 나거나, 몸이 달아오르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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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5. 적응장애의 진단기준(DSM-IV)         

A. 정서적 또는 행동적 증상들이 확인 가능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며, 

스트레스가 시작된 후 3개월 이내에 나타난다.

B. 증상이나 행동은 임상적으로 심각하며, 다음의 2가지 중 1가지로 나타난다.

(1)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예상되는 정도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

(2) 사회적 또는 직업적(학업적) 기능에서의 심각한 손상

C.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장애가 다른Ⅰ축 장애의 진단기준에 맞지 않아야 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던 Ⅰ,Ⅱ축 장애의 단순한 악화가 아니어야 한다.

D. 증상이 사별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E. 일단 스트레스 요인(또는 스트레스의 결과)이 종결되면, 증상은 종결 후 6개월 이

상 지속되지는 않는다.

세분하는 경우

급성(Acute) : 장애가 6개월 이하로 지속되는 경우

만성(Chronic) : 장애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적응장애는 우세한 증상에 따라 여러 하위 유형으로 나뉜다. 특정한 스트레스 원들은 

축 Ⅳ에 기재된다.

309.0 우울기분이 있는 것

309.24 불안이 있는 것

309.28 불안과 우울기분이 함께 있는 것

309.3  품행장애가 있는 것

309.4  감정 및 품행장애가 함께 있는 것

309.9  불특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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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위기분류평가 양식: 위기 개입

위기분류평가양식(Triage Assessment Form): 위기개입

               R.A. Myer, R.C. Williams, A.J. Ottens & A.E. Schmidt

위기 사건

위기상황을 간단하게 밝히고 기술하시오.                                                             

정서 영역

현재의 정서를 간단하게 밝히고 기술하시오. (한가지 이상의 정서라면 첫번째에 #1, 두번째에 #2, 세번

째에 #3을 매기시오)

 분노/적의                                                                                     

두려움/불안                                                                                   

슬픔/우울                                                                                     

정서 평가 척도

내담자의 위기에 대한 반응과 가장 밀접한 번호에 체크하세요. 

1              2               3                4            5             6               7            8            9            10

손상 없음             극소의 손상          경미한손상         중등도의 손상               현저한 손상          심각한 손상

 다음의 기준을 참고함. 

 정상적으로 변하는 안정적인 기분. 혹은  일상기능에  적절한 정서.상황에 적절한 정서. 

 가벼워도 상황이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것보다 부정적인 기분을 단기간 더 강하게 경험하는 경우. 

 대체로 감정 통제 가능.상황에 적절한 정서를 보이나 그보다 더 강하게 부정적인 기분을 경험하는 기간이 점점 증가.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나, .정서가 상황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음. 강한 부정적 기분을 느끼는 기간이 확대됨. 

 상황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더 강한 정서를 눈에 띄게 경험.
 부정적 정서를 상황에 기인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에서 경험. 

 정서는 분명하게 상황에 부적절함. 

 기분의 진동이 있다면 두드러짐. 

 내담자는 부정적인 기분을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지각 혹은 이인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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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영역

현재 취하고 있는 행동을 밝히고 기술하시오 

접근                                                                                          

회피                                                                                          

비유동성                                                                                      

행동 평가 척도

내담자의 위기에 대한 반응과 가장 밀접한 번호에 체크하세요. 

1              2               3                4            5             6               7            8            9            10

손상 없음             극소의 손상          경미한손상         중등도의 손상               현저한 손상          심각한 손상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함.

위기 사건에 적절한 대처 행동.
일상기능에 필요한 임무 수행.경우에 따라 비효과적인 대처행동. 

일상기능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함..경우에 따라 비효과적인 대처행동. 
일상기능에 필요한 일부 임무를 소홀히 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면서 다른 일을 수행.
비효과적이고 부적응적인 대처행동. 

일상기능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손상됨. 위기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처행동.
일상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재.산만하고 예측불가능한 행동. 

자신/타인에게 유해한 행동

인지 영역

다음 영역에서 현재의 일탈(transgression), 미래의 위협(threat), 과거의 손실(loss)이 있다면 밝히고,간
단하게 기술하시오 (한가지 이상의 인지적 발생이 있다면 #1, #2, #3을 매기세요). 

 물리적 (음식, 물, 안전, 쉼터 등)

 현재의 일탈                 미래의 위협                 과거의 손실         

                                                                                              

심리적 (자아개념, 정서적 안녕, 정체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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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일탈                 미래의 위협                 과거의 손실         

                                                                                              

사회적 관계성 (가족, 친구, 동료 등)

 현재의 일탈                 미래의 위협                 과거의 손실         

                                                                                              

도덕적/영적 (인격적 통합, 가치, 신념체계 등) 

 현재의 일탈                 미래의 위협                 과거의 손실         

                                                                                              

인지 평가 척도

내담자의 위기에 대한 반응과 가장 밀접한 번호에 체크하세요. 

1              2               3                4            5             6               7            8            9            10

손상 없음             극소의 손상          경미한손상         중등도의 손상               현저한 손상          심각한 손상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기준임. 

 집중이 손상되지 않음. 

 정상적인 문제해결능력과 의사결정력을 보임. 

 위기사건에 대한 지각/해석은 실제상황과 부합.사고가 위기 사건에 빠져있으나 사고의 초점은 의지적인 통제 하에    

 있음. 

 문제해결능력과 의사결정력에 미치는 영향은 극소임. 

 위기사건에 대한 지각/해석은 대체로 실제상황과 부합.경우에 따라 집중 장애를 보임.
 위기사건에 관한 사고통제가 감소되는 것을 지각. 

 문제해결능력과 의사결정력에 정기적으로 어려움을 경험.
 위기사건에 대한 지각/해석은 실제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 빈번한 집중 장애.
 위기사건에 대한 침투적 사고로 제한된 통제력 지님. 

 문제해결능력과 의사결정력이 강박, 자기의심, 혼동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음.
 위기사건에 대한 지각/해석이 실제상황과 아주 다를 수도 있음. 위기사건에 관한 침투적 사고로 고통 당함. 

 문제해결능력과 의사결정력의 적절성이 강박과 자기의심, 혼동으로 영향 받음.
 위기사건에 대한 지각/해석은 대체로 실제상황과 가를 수 있음. 위기사건 외에는 집중이 안됨. 

 강박, 자기의심, 혼동으로 너무 고통 받아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능력이 차단됨. 

 위기사건에 대한 왜곡된 지각/해석이  내담자의 복지를 위협.

영역평가척도 요약

정서           

인지           

행동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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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자살자 유족을 대할 때의 권고사항(AFSP)

1. 해야할 일 

a)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사랑하고 이해하라

b) 각 개인은 자신의 방식과 때에 맞추어 애도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애도하

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허락하고 성급하게 접근하지 않는다.

c) 그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에 대하여 이야기해볼 것을 권하며 애도를 표

현하도록 격려한다. 

d) 의견을 전달하고 충고는 삼간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그 시기를 스스

로 결정하도록 한다.

e) 자신을 돌본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돕는다. 충분히 수면을 취

하고 규칙적으로 먹으며 많은 물을 마시고 운동할 것을 상기시킨다.

f) 다음 수 개월 동안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유족들

은 종종 과도하게 예민해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러

한 느낌들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을 돌보는 사람이 자신만이 아님을 알게 한다. 

g) 자살로 죽은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어할 때 경청한다.

h) 지지 집단을 찾도록 격려한다. 유사한 상실 경험을 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이러한 집단들은 지역의 위기 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찾

을 수 있다. 

2. 하지 말아야 할 일

a) 당신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거나,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b) 당신 자신의 상실 경험에 비교하지 말라.

c)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에 대해서나 혹은 그들의 느낌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 감정은 개인마다 독특하게 경험되며 감정은 감정일 뿐 

좋고 나쁜 것으로 나눌 수 없다.

d) 유족들에게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거나 설교하지 말라.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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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중요하다면 스스로의 믿음으로부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e) 당신의 약이나 개인적인 의약품을 주지 말라.

f) 그들이 죽은 이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원할 때 주제를 바꾸지 말라.

g) 그들이 요청하지 않는 한 그들의 책임을 취하여 가지 말라.

h) 그들을 방문하거나 그들에게 전화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i) 죽은 이의 방이나 소유물들을 바꾸지 말라. 유족들은 그들 자신의 때에 그

것을 할 수 있으며 그런 변화를 만드는 것을 자신의 특별한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j) 자녀를 잃은 경우라면, 그들에게 다른 자녀가 남아 있다고 이야기 하지 

말라. 각 개인과 각 관계는 고유한 것이다.

k) 사전에 달리 행해졌을 수 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애도나 죄책

감을 더하지 말라. 

부록 8. 재난에 대비하는 

a) 피해자 혹은 유족이 개입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를 분명히 한다.

b) 당장에 안전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것

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c) 돌봄에 대한 욕구에 반응하라. 피해자 혹은 유족이 작은 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거나 자기 결단력을 되찾기 위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책임감

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그들에 대한 돌봄 역시 필요하다. 

d) 신체적 상해에 대하여 신체적인 휴식이 필요한 것과 같이 정서적인 상처

는 정서적인 휴식이 필요하다. 

a) 피해자/유족에게 당한 재난에 대해 설명해볼 것을 요청한다.

b) 재난이 일어났을 때 혹은 재난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할 것을 요청한다. 

c) 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였는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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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감정을 기술하거나 나눌 것을 요청하는 것은 피한다. 느낌을 나눈다거나 

정서에 대해 토론해보자는 용어는 많은 개인들을 멀어지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반응'을 설명할 수 있으며 그런 반응은 감정을 

드러낸다.

e) 위기 반응의 요소들을 적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위기 패턴에서 어디

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처음의 반응은 충격과 불신 및 부인이며 그에 

뒤따라 정서적 동요가 일어난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평형 상태가 재구

성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극심한 동요가 일어났을 때를 최고점으로 

하고 탈진이나 마비 혹은 우울감을 느낄 때를 최저점으로 하는 정서 곡선

을 그려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범위 내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

다. 

f) 일반적인 위기 반응을 정당화하고 유용한 대처 반응을 확인한다. 

a) 한 번에 하루씩 선정하게 한다.

b) 각 하루를 위해 일과를 계획하고 성취를 위한 작은 목표들을 세운다.

c) 유용한 문제 해결 기술 중의 하나는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는 3가지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하고 그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과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려내어 보도록 돕는 것이다.

d)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글로 써볼 것을 격려한다. 이야기 할 상대를 

찾을 수 없을 때에도 문제와 반응 및 그 후의 성취에 대해 일기를 써보게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e) 매일의 일상 및 앞으로의 일상에서도 기억하거나 기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유족이 특정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돌아가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