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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살적자해와 자살 간의 관계에서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역할 :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적 심리이론에 기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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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Acquired Cap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on-Suicidal Self-Injury
and Suicide according to Interpersonal 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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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n-suicidal self-injury (NSSI) has been noted as a significant risk factor for possible suicide attempts.
According to the Interpersonal 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e, individuals can attempt suicide after they
have acquired the capability to commit it. The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can be defined as one’s habituated level to the pain and fear associated with suicidal behaviors. This is obtained through constant exposure to
painful and provocative events, NSSIs being a prime example. This article reviews prior related studies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the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can be utilized as a predictive factor for fatal
suicide attempts following NSSIs. Our review finds a total of 11 studies that directly or indirectly support the
claim that the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should be considered as a relevant factor linking NSSIs and suicide attempts. Given that NSSIs are most frequently observed in clinical settings,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will be a useful indicator for clinicians to predict the risk of future suicide attempts by patients. (Anxiety and Mood 2017;13(2):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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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회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2014년 한 해 10만
명 당 약 27.3명이 자살로 사망하였고, 이러한 수치는 한국의

전세계적으로 매해 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로 사망하

2014년 주요 사망원인들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순위에 해당

는 것으로 추정된다.1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자살이 금기시되

된다.3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건강 통계 자료

며 심지어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감안하면,2 실제로는 더

(2016)에 의하면, 한국의 자살률은 11년 째 OECD 국가 가운

욱 많은 자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살은 특히 한국사

데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4 이처럼 자살은 한국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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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이 실행된 경우에는 이에 개입할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으므
로, 다른 정신병리에 비해서 예방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병리
적 행동이다. 이를 감안했을 때, 자살에 선행하는 위험요인과
그에 따르는 기전을 파악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비자살적자해(non-suicidal self-injury)는 자살시도와 달
리, 자살에 대한 의도 없이 발생 하는 자기상해적 행동을 의
미하며,5 성인의 4~6%가, 정신과환자의 약 20%가 비자살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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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8 비자살적자해는 자

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

살에 대한 강력한 예측변인 중 하나로, 다양한 표본을 기반으

한 현상에 기반, 치명적 자살시도를 예측하기 위해 습득된 자

로 실시된 연구에서 비자살적 자해와 자살시도간의 유의미

살잠재력이 제안되었으며, 해당 변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한 상관이 보고되었다.9-11 뿐만 아니라, 비자살적자해가 자살

통증 감내력 등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즉, 죽음에 대

시도에 선행하는 위험요인이라는 것 또한 여러 종단연구에서

한 두려움이 낮아지고, 통증 감내력이 높아질수록 습득된 자

12,13

밝혀진 바 있다.

살잠재력, 즉 자살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이후의 자살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다수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높은 습득된 자살잠재력을 가진

비자살적자해에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치명적인 자살시도를 실시할

점을 시사한다. 중증의 정신장애(severe mental disorder)를

가능성이 높다.22-25 실제로, Van Orden과 동료들(2008)이 288

가진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살로 사망에 이른 이

명의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선 습득된 자

들 가운데 약 84.2%이 첫 번째 시도에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

살잠재력과 과거의 자살시도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보고되

에,14 자살시도가 발생한 이후의 예방적 개입은 충분한 효과를

었다.22 Smith와 동료들(2010)의 연구에서 또한 우울장애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자살을 시도한 이들 중

진단받은 자살시도 경험자는 자살사고만을 보고한 우울장애

15

약 10~15%가 결국 자살로 사망하고 비자살적자해의 빈도

환자집단과, 비임상군 통제집단에 비해 높은 습득된 자살잠

및 심각도가 정신장애를 가진 환자군에서 높기 때문에16,17 자

재력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또한 습득된 자살잠재력

살시도의 예방적 개입에 있어 비자살적자해가 갖는 임상적

의 하위요인과 자살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중요성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자살을 시도한 이들 중 약

습득된 자살잠재력이 자살시도를 예측하는데 유의한 상관관

10~15% 정도로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결국 자살로 사망한다

계를 보여 앞선 연구결과들을 뒷받침한다.24,25 다만 습득된

15

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진료현장에서 자살시도가 발생한 이후

자살잠재력은 자살로 죽고자 하는 동기 및 욕구와는 독립적

예방 개입을 시도하는 것은 충분한 효과를 보이지 않을 가능

인 개념이므로, 습득된 자살잠재력은 높으나 죽고자 하는 마

성이 있다.

음이 없는 개인이 자살시도를 실시할 가능성은 낮다.22

그러나 이렇듯 자살예방을 위해 비자살적자해에 주목해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자극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진화

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비자살적자해와 자살 간의 관계에

적으로 습득된, 인간의 생리적인 본능인 까닭에,26 대부분의

대한 구체적인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적다.18 이러

개인들은 습득된 자살잠재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10,19 그러나

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본고에서는 비자살적자해가 자살로 이

고통스러운 경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개인의 경우, 둔감화

어지는 경로와 관련한 연구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

(habituation)와 반대 과정(opponent process)의 활성화 등의

로, Joiner(2007)의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적 심리이론(inter-

이유로 통증에 대한 역치가 상승하거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e)에서 제안된 개념

이 감소될 수 있다.20 실제로, 성적학대나 전쟁 등 고통을 반복

인 습득된 자살잠재력(acquired capability of suicide)에 입

해서 경험한 이들에게서 유의미하게 높은 습득된 자살잠재력

19

각해 비자살적자해와 자살의 관계를 고찰할 것이다. 이를

이 보고된 바 있다.27,28 즉, 치명적인 자살시도에 요구되는 습

위해 비자살적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 자살시도를 모두

득된 자살잠재력은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생리적인 욕구보다

포함하여 실시된 연구를 개관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관된 연

높아야 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자살시도를 감행하기 위해서

구들을 기반으로, 비자살적자해와 자살시도 간의 관계를 파

는 습득된 자살잠재력을 충분히 높일 만큼의 고통 혹은 통

악하는 데 있어 습득된 자살잠재력 개념이 유용하다는 것을

증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조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논의를 감안했을 때, 습득된 자살잠재력은 자살
을 예측한다고 알려진 다양한 요인들(예 : 아동기의 학대, 참

습득된 자살잠재력(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과 자살시도(Suicidal Attempt)

전 경험, 비자살적자해 등)이 실제로 자살 위험을 높이는 구
체적인 기전을 밝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 그 가운데
비자살적자해는 자살과 같은 자기상해적행동(self-injurious

습득된 자살잠재력은 Joiner의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심리

behavior)인 동시에, 개인의 의지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습득

이론에서 처음 제안된 개념으로, 치명적인 자살을 실행할 수

된 자살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다른 경험들과 차이점을 가진

19,20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치명적인 자살시도는 상당한 수준

다. 뿐만 아니라 비자살적자해의 유병률은 다양한 인구사회

의 두려움과 통증을 수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19,21 자살시도

적 배경을 망라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6,29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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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적자해가 자살을 예측하는 기제를 밝히는 것은 진료현장

히 확산되고 있는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 심리이론의 주장과

에서 보다 효과적인 예방 개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도 일관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를 개관하기 위해, 습득된
자살 잠재력을 구성하는, ‘통증에 대한 감내력’과 ‘죽음에 대

비자살적자해와 자살 사이를 매개하는
습득된 자살잠재력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비자살적자해가 자살시도에 대한 주요한 위험요인임에도
불구, 비자살적자해의 발생율과 자살시도의 발생율에는 상당

Fear of

Pain

death

threshold

한 차이가 있다.30 이는 비자살적자해와 자살시도간의 관계를
Non suicidal

매개, 혹은 조절하는 다른 변인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Severity

해와 자살시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습득된 자살
잠재력을 언급하고자(Figure. 1) 한다. 습득된 자살잠재력을 통
한 매개경로는 비교적 최근에 제안되었으나 그 영향력이 급격

Suicide attempt

self-injur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바를 토대로,18 비자살적자

Frequency

Severity

Frequency

Figure 1. Mediation path between NSSI and suicide attempt with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Table 1. Studies involving NSSI, suicide behavior, and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Author
[10]

N
89

Participants

Measures
DISC, FASM

Cluster B PD inpatients w/ prior

Endogenous Opioids, 5-HIAA, Higher β-endorphin and met-enkephalin

66 (F)
[36]

29
22 (F)

[42]

67

NSSI-Suicidal Behavior↑
SA
US

47 (F)
[46]

145
99 (F),

Outcome
Perceived pain level during NSSI↓

Adolescent Inpatients w/ NSSI

HVA

levels in NSSI group

FASM, The cold pressure task, Higher pain threshold and suicidality in NSSI
ACSS

Adults w/ prior suicide behavior, L-SASI e-DTT
US

group
Distress tolerance measured by pain
algometer↑, NSSI-SA↑

103
75 (F)
[44]

997

US w/ NSSI

FAFSI, SBQ – R

Perceived pain level during NSSI↓,

Inpatients w/ substance use

L-SASI, DSHI, DTS

Distress tolerance measured by subjective

MAST, SHB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A-NSSI group

668 (F)
[45]

93
51 (M)

[53]

390

NSSI-suicidal Behavior↑
disorder
High school students

report↑, NSSI-SA↑

214 (F)
[37]

52

in terms of attitude towards life
Adolescent Inpatients w/ NSSI

37 (F)
[52]

540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A -NSSI in
DSHI, MAST,
RLI-A, SHBQ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A-NSSI

Adolescent Inpatients w/ NSSI

SITBI

Higher implicit response at death/suicide

336 (F)
[51]

133
95 (F)

terms of attitude at life and death

High school students

group in terms of reason for living
and SA, Healthy US

in the NSSI group than SA group and HC
group*

[54]

134

Adolescent Inpatients

ACSS-FAD, C-SSCS, ISAS

Acquired capability partially mediates the

Sexual minority US

INQ, ACSS, SBQ-R

Acquired capability partially mediates the

101 (F)
[55]

137
101 (F)

relationship between NSSI and SA
relationship between NSSI and SA and SI

* : Dickstein et al’s (2015) study showed contradictory result with previous results. 5-HIAA : 5-Hydroxyindoleacetic acid, ACSS :
Acquired capability Scale for Suicide, ACSS-FAD : Acquired Capability Scale for Suicide Fear About Death, C-SSRS : ColombiaSuicide Severity Rating Scale, DISC : Diagnostic Interview Schedule for Children, DSHI : Deliberate Self Harm Index, DTS : Distress
Tolerance Scale e-DTT : enhanced version of Distress Tolerance test, FAFSI : Form and Function of Self-Injury Scale, FASM : Functional Assessment of Self-Mutilations, ISAS : Inventory of Statements About Self-injury HVA : Homovanillic Acid, L-SASI : Lifetime Suicide Attempts Self-Injury Interview, MAST : Multi-Attitude Suicide Tendency, NSSI : Non Suicidal Self-Injury, SA : Suicide Attempt
SBQ-R : Suicidal Behaviors Questionnaire-Revised, SHB : Self-Harm Behavior Scale, SHBQ : Self-Harm Behavior Questionnaire, SITBI :
Self-Injurious Thoughts and Behaviors Interview, RLI-A :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for Adolescents, US : Undergraduat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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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려움 감소’라는 두 개의 독립적 관계의 하위요인이 비자

실시하는 집단에게서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살적자해와 자살시도 간의 관계에서 기능하는 양상을 살펴보

높은 습득된 자살잠재력이 관찰되었다.

고자 한다(Table 1).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적 심리이론의 가정에 의하면, 상승

비자살적자해가 습득된 자살잠재력을 높여 자살에 대한

한 습득된 자살잠재력은 치명적인 자살시도에 요구되는 필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경로를 지지하는 설명으로 우선 엔도

적인 요인 중 하나인 까닭에 습득된 자살잠재력을 고려하지

르핀(endorphin)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엔도르핀이 비자살적

않고는 이후의 자살시도를 예측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

자해와 관련이 있다는 설명은 경계선성격장애, 지적장애, 자

로 보인다. 실제로 492명의 정신과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실시

폐 스펙트럼장애 등의 다양한 정신과적 질병군을 대상으로

된 Anestis와 Joiner43의 연구 또한 습득된 자살욕구가 자살

한 연구에서 지지된 바 있다.31,32 비자살적자해가 수 차례 이

시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데 있어 습득된 자살잠재력에

상 반복되는 경우, 신체에 상해가 가해졌을 때 분비되는 엔도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감안했

르핀으로 인해 개인의 체내 엔도르핀 수준이 상승할 수 있다.

을 때 비자살적 자해가 자살시도를 예측하는 데에 있어 습득

실제로 다수의 연구에서 비자살적자해 실시 집단에서 체내

된 자살잠재력을 매개요인으로 하는 경로를 거칠 것이라는

33-35

엔도르핀 수준이 상승되었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이렇

가설은 신빙성을 얻는다.

듯 상승된 체내 엔도르핀 수준은 비자살적자해를 실시하는
이들로 하여금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켜주고, 통증을 지각하
36

통증역치

10

여러 선행연구에서 비자살적자해를 시도하는 개인들의 통

Ferrara와 동료들(2012)은 비자살적자해 집단에서 나타나는,

증에 대한 역치가 높아질수록, 자살시도에 대한 위험성이 높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비자살적자해의 반복

아질 수 있다는 것이 시사되었다. 선행연구 가운데 일부는 비

후 통증과 두려움이 둔감화 된 뒤에 나타나는 주관적인 경험

자살적 자해 시에 느껴지는 주관적 고통감의 수준이 낮을수

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습득된 자살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37

일 수 있다는 해석을 제안하기도 했다.

록 비자살적자해와 자살적 행동 간의 관계가 강해질 수 있다

비자살적자해로 인해 습득된 자살잠재력이 상승되어 자살

는 것을 지적하였다.10,44 몇몇의 연구에서는 체내 엔도르핀 수

에 대한 위험성을 높이는 경로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반대과

준, 한랭압박검사(cold pressor test) 소요시간 등을 통해 유추

정이론(opponent process theory)에 입각한 설명이다. 반대

할 수 있는 통증의 역치가 비자살적자해와 자살 간의 관계에

과정이론은 고통스러운 정서적 혹은 신체적 자극이 중립적

매개요인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관찰되었다.36,42 또한 행동실

인, 혹은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험 방식과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시행하여 측정한 고

38,39

반대과정이론에 의하면 모든 신체적, 정서적 자

통감내력(distress tolerance)이 비자살적자해와 자살시도 간

극에는 그에 반대되는 쌍이 존재하며(예 : 두려움과 안도), 특

이론이다.

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언급되었다.45,46 고통감내력

정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써 일차 반응 과정(예 : 두려움)이 종

은 고통스러운 내적 경험을 견뎌내는 능력을 의미하며,47 여기

료되면 항상성의 유지를 위해 이에 반대되는 이차 반응(예 :

에서 고통스러운 내적 경험이란 불쾌하게 느껴지는 모든 경

안도)과정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반되는 자극이 짧은 시간차

험으로 부정적 정서나 신체적 고통 등이 포함된다.48,49

를 두고 제공되는 경험이 반복되면 일차 반응(예 : 두려움)에
비해 이차 반응(예 : 안도)은 점차 우세해진다는 것이다. 반대
19

과정이론은 비자살적자해에도 적용될 수 있다. 비자살적 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서 언급한 여러 연구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죽음

해에서 비롯하는 두려움 및 통증과, 자해 이후의 대인관계적,

에 대한 인지가 비자살적자해와 치명적인 자살시도 간의 관

개인 내적 보상 경험이 짧은 시간차를 두고 반복됨으로써 치

계를 매개할 가능성을 보고하였다 18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명적인 자기상해행동에 대한 두려움과 통증 반응이 감소될

실시된 Fox와 동료들50의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수 있다.5,19,40

비자살적자해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자살시도와는 유의

정리하면, 비자살적자해가 반복됨으로써 엔도르핀 수준의

미한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그 외의 연구들

상승 혹은 반대 과정의 활성화 등의 이유로 인해 습득된 자살

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유사한 죽음에 대한 인지의 역할을

41

잠재력이 상승할 것이다. 실제로, Willoughby와 동료들 이 2

조명했다.51,52 몇몇 문헌에서는 비자살적자해 집단과 자살시

년 간격을 두고 실시한 종단연구에서는 이전의 비자살적자해

도 집단 간에 삶과 죽음에 대한 평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가 이후의 습득된 자살잠재력을 높이는 경로가 지지된 바 있

보고되었다.37,53

42

다. Franklin과 동료들 의 연구에서 또한, 비자살적 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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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된 자살잠재력의 역할

매개경로에 대한 논의

득된 자살잠재력을 주요한 개념으로 상정, 자살 관련 연구에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적 심리이론의 가정에 따르면, 치명적

서 포괄적인 논의를 형성한 일례로 Lee와 동료들57이 대규모

인 자살시도는 습득된 자살잠재력이 충분히 상승해야만 가

의 국내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살과 관련한 다양한 변인

19,20

즉, 비자살적자해가 치명적인 자살시도를 예측하

들이 습득된 자살잠재력 기제를 거쳐 자살시도를 예측한다

기 위해서는 습득된 자살잠재력을 통한 매개경로를 거쳐야

는 바를 규명한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의 축

한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비자살적자해가 습득된

적에도 불구, 자살잠재력의 구성개념에 대한 합의 및 이를 타

자살잠재력을 거친 매개경로 외에도 자살시도를 직접적으로

당하게 반영할 수 있는 측정도구에 대한 논의가 아직 충분히

예측한다는 것이 언급된 바 있다. Matney와 동료들(2017)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58 이러한 한계는 자살에

연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비자살적자해와 자살시도 간의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역할

능하다.

54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검증한 바 있다. 하지만

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향후 연구들을 통해 보완될 수

해당 연구는 습득된 자살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해 하위요인 중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감소만을 측정했으며, 통증 감내
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어, Muehlenkamp과
동료들55의 연구는 비자살적자해가 습득된 자살잠재력을 거

중심 단어 : 비자살적자해·습득된 자살잠재력·자살에 대한
대인관계심리이론·통증역치·죽음에 대한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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