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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의도적 자해 사망률(10만 명)은 2005년 24.7명, 2010년 

28.7명, 2011년 28.8명에 달한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2015년 22.7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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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weekly variation of deaths from intentional self-harm by hanging, strangulation and suffoca-
tion (HSS: KCD-6 code, X70). Methods: There were 44,794 HSS deaths from the death certificate data (2010-15) of Korea Statistics. For analyzing weekly 
pattern of HSS deaths, we used the average number of daily HSS deaths and the index of death occurrence (IDO). IDO was calculated as a ratio of the 
average number of HSS deaths per day of the week to the average number of HSS deaths per day during 6 years. Results: Through 2010-15, the HSS 
death rate (per 100,000) decreased from 22.1 to 16.3. The HSS death rate was 27.0 in male and 11.1 in female. The HSS death rate by age was 13.0 in aged 
20-39 years, 19.4 in aged 40-59 years, and 28.6 in aged 60 years and older. The average number of HSS deaths per day was 20.4 deaths during the period. 
The daily average of HSS deaths was lower at weekends and holidays than that of weekdays, they have become more concentrated on Monday. On Sat-
urday (17.9 deaths, IDO: 88), the number of HSS death per day was the lowest, and Monday (23.4 deaths, IDO: 115) was the highest. The daily HSS deaths 
was less likely to occur on holidays (18.0 deaths, IDO: 88). In both gender, all age group and all seasons, the pattern of daily HSS deaths were more preva-
lent on Monday and were less likely to occur on Saturday, Sunday and holidays. The variations of daily HSS deaths in consecutive holidays (lunar new 
year’s day and Korean thanksgiving day) showed wide fluctuation from a trough deaths (a holiday) to a peak deaths (after a holiday). The daily HSS 
deaths 4 days after a holiday increased I.5 times in both gender as compared with daily HSS deaths of a holiday. The daily HSS deaths during 4 days after 
a holiday increased 1.4 times in aged 40-59 years, and 1.9 times in aged 60 years and older than that of a holiday. Conclusions: The daily HSS deaths 
were more prevalent on Monday and were less likely to occur on Saturday and public holidays. The daily HSS deaths among aged 40-59 and ≥ 60 years 
increased in the week after consecutive holi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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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된 바 있다[1]. 의도적 자해는 일반 사망과 달리 인구집단에 병적

인 부담을 주며, 이러한 사망력은 자살 행동 위험인자 발생 빈도보다 

자해 수단의 치사율과 연관이 있다[2]. 목맴, 목 졸음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intentional self-harm by hanging, strangulation and suf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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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on, HSS)의 치사율은 69-84% [3], 음독(중독) 치사율은 2% [4], 추락 

31%, 창상(자상)은 1%에 불과하다[5]. 

의도적 자해와 관련한 요일별 변동 요인 중 휴일 다음날 또는 월요

일의 자살 위험도의 증가 현상은 뒤르켐(Durkheim)의 아노미아(ano-

mia) 이론에 부합되며[6], 월요일에 사망빈도가 높은 것은 전통적인 도

시생활 양식에 의한 것으로 주말, 휴일 이후 다음날 고독감, 절망감, 좌

절감 등의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7]. 일본[8], 

스위스[9], 러시아[7], 헝가리[10], 대한민국[11]의 연구에서 월요일에 의

도적 자해 빈도가 높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리고 부활절[12], 추수감사절[13], 크리스마스[13-15], 설과 추석 연휴

[11,16]의 경우 의도적 자해 사망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요일별 의도적 자해 사망은 주초에 빈도가 높고 주말, 국경

일(명절)에는 사망 빈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극단적인 의도적 자해 수단은 계절 변동에 영향을 받으며[17,18], 

HSS와 같은 극단적 자해의 경우 사망 빈도는 월요일에 높고 주말에 낮

으며, 비치명적인 음독(중독)의 경우 요일별 변동 요인이 적고[6], 일요

일과 월요일에 사망 빈도가 높다[13].  HSS는 자해 도구의 접근성, 사용

법의 단순성 등에 의해 자해 수단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방

법이다[19]. 우리나라 전체 의도적 자해 사망자 중 HSS에 의한 사망 점

유율은 2003년 33.9%에서 2011년 52.4%를 차지하며[20], HSS에 의한 

사망률(10만 명)은 2005년 11.1명에서 2010년 17.1명으로 최고점에 이

른 후 2015년에 13.1명 수준으로 보고되었다[1]. 우리나라의 요일별 

HSS에 의한 평균 사망수는 월요일이 가장 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

일에는 사망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6]. 

우리나라에서 요일별 자살 사망 수준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자살 

점유율이 높은 HSS를 대상으로 설, 추석 연휴 전후에 사망 수준을 비

교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0-15년 사망통계에서 

HSS 사망자를 중심으로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일일 평균 HSS 사망

수의 요일별 변동성을 비교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2대 명절(설과 

추석) 전후 특정 기간 동안 HSS 사망수준을 비교하여 휴일 효과를 분

석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자료

본 연구자료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21]에서 2010-15년 사

망통계 원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재가공하였다. 자료 제공 범위는 사망 

신고일(년, 월, 일), 사망 지역(시도), 성별, 사망 시기(년, 월, 일), 사망 시

간, 사망 장소, 사망 원인, 사망 연령, 혼인상태, 직업, 학력 등을 포함한

다. 의도적 자해는 중독(X60-X69). 목맴, 목 졸음 및 질식(X70), 익사 및 

익수(X71), 총기, 화기 발사, 폭발, 연기 및 불, 증기 등(X71-75), 예리한 

물체 등(X77-79), 높은 곳에서 뛰어내림(X80), 움직이는 물체, 자동차 

등에 의한 충돌(X81-83), 상세불명에 의한 의도적 자해(X84)로 분류된

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의도적 자해 수단 중 HSS의 점유율은 52.4%로 

매우 높고[20], HSS 치사율은 82%로 보고된 바 있다[4]. 치사율이 높으

면 자해 시도 시점과 사망 시점이 동일한 날짜에 속하게 되고, 또한 특

정 시점에 의도적 자해 시도자와 사망자의 수적 차이가 크지 않다. 만

약 음독(중독)과 같이 치사율이 낮으면 사망에 이르는 시간지연(time 

lag) 효과가 크고, 시도 시점과 사망 시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도적 

자해 발생일(시도 시점)에 따른 요일별 사망수를 추정하는 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일별 변동 추이

를 보기 위해서 의도적 자해 사망 점유율이 크고 또한 치사율이 높은 

HSS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연도별 전체 사망수는 2010년 257,068명, 2011년 

258,994명, 2012년 268,980명, 2013년 268,088명, 2014년 269,415명, 2015

년 275,895명으로 총 1,598,440명이었다. 이 중 의도적 자해 사망수는 

각각 15,584명, 15,942명, 14,162명, 14,444명, 13,867명, 13,486명으로 총 

87,485명이었다. 의도적 자해 사망자 중 HSS 사망자는 2010년 8,566명, 

2011년 8,359명, 2012년, 7,162명, 2013년 7,503명, 2014년 7,179명, 2015년 

6.690명으로 총 45,459명이었으며, 6년간 의도적 자해 사망자 중에서 

HSS 사망 점유율은 52.0%이었다. 사망통계 자료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국외 사망자(90건), 연령 분류 미상(14건)을 제외하였고, 사망 연령 10

대의 경우 점유율이 1.2% (563명)에 불과하여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

(중복제외 포함)한 결과 44,794명이 최종적으로 집계되었다. 

분석방법

HSS에 의한 사망률은 2010-15년 성별, 연령별(20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를 이용하여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을 추정하였다. 20세 이상 주

민등록 연앙인구는 2010년 38,231,290명, 2011년 38,661,310명, 2012년 

39,127,328명, 2013년 39,591,276명, 2014년 40,061,864명, 2015년 

40,517,349명이었다[1]. 

요일별 HSS 사망자 발생 양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연도별로 요일

별 해당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사망수 백분율의 단순 비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일 평균 HSS 사망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

리고 사망 발생 지수(index of death occurrence, IDO)를 산출하여 요일

별 사망 양상을 비교하였다. 사망 발생 지수(이하 사망지수)의 계산식

은(특정 날짜의 일일 평균 HSS 사망수/특정 연도의 일일 평균 HSS 사

망수)×100이다. 사망통계 원자료에서 사망 시점(연도, 월, 일)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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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2010년 1월 1일은 20100101로 변환하고, 2015년 12월 31일은 

20151231로 변환하여 6년간 성별, 연령별(20-39세, 40-59세, 60세 이상), 

계절별, 일별 사망자의 교차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교차표를 기초로 

하여 총 2,191일에 대한 요일별 구분 작업을 시행하였고, 공휴일(국경

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면 공휴일(국경일 포함)로 하였고, 추

석 연휴(3일)와 설 연휴(3일)가 토요일과 일요일이 중복되거나 연결되

면 공휴일로 분류하였다. 요일별 해당 일수는 월요일 299일, 화요일 

302일, 수요일 301일, 목요일 300일, 금요일 299일, 토요일 296일, 일요일 

297일, 공휴일은 97일이었다. 

일일 평균 HSS 사망수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계절별(봄, 여름, 가

을, 겨울)로 구분하여 요일별 일일 평균 사망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요일별 일일 HSS 사망의 집중도를 보기 위해 10, 90퍼센타일

(percentile)에 해당하는 값을 산출하였다. 2010년 10퍼센타일에 해당

하는 값은 13명, 90퍼센타일은 33명이었고, 2011년(15명, 33명), 2012년

(15명, 31명), 2013년(13명, 27명), 2014년(13명, 27명), 2015년은 각각 12명, 

25명이었다. 요일별 일일 사망자수의 10퍼센타일 이하, 90퍼센타일 이

상에 해당하는 값의 빈도를 이용하여 사망 집중도를 분석하였다. 명절

(설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별 HSS 사망 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명

절 당일, 명절 이전 4일, 명절 이후 4일의 일별 또는 4일간 평균 사망수

를 비교하였다.

요일별 일일 평균 HSS 사망수에 대한 통계 검정은 분산분석을 이용

하였고, 성별, 연령별, 요일별 평균 사망자수의 변동 크기를 분석하기 

위하여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표준편차/일일 평균 사망수

×100)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사망통계 자료 분석을 위해 통계 패키

지 SPSS 21.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20세 이상 HSS 사망률(10만 명당)은 2010년 22.1명에서 2015년 16.3

명이었고, 일일 평균 HSS 사망수는 23.1명에서 18.1명으로 감소하였다. 

성별 HSS 사망률은 남자 27.0명, 여자 11.1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4

배 높았고, 일일 평균 HSS 사망수는 남자 14.4명, 여자 6.0명이고, 연령

별 HSS 사망률은 20-39세 13.0명, 40-59세 19.4명, 60세 이상은 28.6명이

었고, 일일 평균 HSS 사망수는 각각 5.2명, 8.7명, 6.5명으로 나타났다

(Table 1).

6년간 일일 평균 HSS 사망수는 20.4명이었으며, 요일별 일일 HSS 사

망수는 월요일이 23.4명(사망지수 115)으로 가장 높고, 화요일부터 금

요일 순으로 낮고, 토요일 17.9명(88), 공휴일 18.0명(88)으로 가장 낮았

다(p< 0.01). 각 연도별 일일 HSS 사망수의 10퍼센타일 이하 및 90퍼센

타일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를 집계한 결과 사망수준이 높은 월요일

(299일)의 경우 90퍼센타일 이상에 해당하는 날짜는 23.1%, 10퍼센타

일 이하는 4.0%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사망수준이 낮은 토요일은 10퍼

센타일 이하에 해당하는 날짜 빈도는 24.0%, 90퍼센타일 이상은 5.4%

이었다(Table 2). 계절별 일일 평균 HSS 사망수는 사계절 모두 월요일

에 가장 높은 사망수준을 보였으며, 봄은 26.1명(사망지수: 128), 여름 

24.3명(119), 가을 22.2명(109), 겨울 21.1명(103) 순이었고 토요일의 사망

Table 1. Death rate of intentional self-harm by hanging, strangulation and suffocation (HSS) in Korea, 2010-15 

Variables
Number of deaths 

(n=44,794)
HSS death rate 
per 100,000*

Average number of daily HSS deaths

Number of day Mean±SD (min-max)

Year
   2010  8,438 22.1  365 23.1±6.8 (10-45)
   2011  8,223 21.3  365 22.5±6.3 (7-45)
   2012  7,057 18.0  366 19.3±5.4 (3-38)
   2013  7,393 18.7  365 20.3±5.6 (7-42)
   2014  7,063 17.6  365 19.4±5.2 (6-33)
   2015  6,620 16.3  365 18.1±5.3 (5-35)
Gender
   Male 31,562 27.0 2,191  14.4±4.7 (2-36)
   Female 13,232 11.1 2,191 6.0±2.8 (0-21)
Age (y)
   20-39 11,494 13.0 2,191 5.2±2.8 (0-20)
   40-59 19,009 19.4 2,191 8.7±3.4 (1-23)
   ≥60 14,291 28.6 2,191 6.5±2.8 (0-17)

HSS, intentional self-harm by hanging, strangulation and suffocation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6 code, X70); SD, standard deviation.
HSS death rate per 100,000: mid-year population aged 20 years and older; data from population of 2010-15 resident registration by age and sex in KOSIS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of Statistic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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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Weekly average number of daily HSS deaths, and distribution of 10 and 90 percentile in number of daily deaths, 2010-15 

Week Number of day
Average number of HSS 

deaths per day 
Mean±SD*

Index of death  
occurrence (IDO)

Distribution of percentile in  number of daily HSS deaths 

Below 109 percentile Above 909 percentile

Monday1 299 23.4±6.1 115 4.0 23.1
Tuesday2 302 21.8±6.0 107 6.6 15.6
Wednesday3 301 21.0±6.0 103 9.3 13.6
Thursday4 300 20.8±5.6 102 9.7 10.0
Friday5 299 19.9±6.0  98 15.1 11.0
Saturday6 296 17.9±5.8  88 24.0  5.4
Sunday7 297 19.0±5.3  93 13.5  5.1
Holiday8 97 18.0±5.6  88 21.6  7.2
Total 2,191 20.4±6.1 100 12.1 11.8

HSS, intentional self-harm by hanging, strangulation and suffocation; SD, standard deviation.
1 vs. 3**4**5**6**7**8**, 2 vs. 5*6**7**8**, 3 vs. 1**6**7*8**, 4 vs. 1**6*7*8*, 5 vs. 1**2*6*, 6 vs. 1**2**3**4**5*, 7 vs. 1**2**3*4*, 8 vs. 1**2**3**4*.
IDO: Ratio of the average number of HSS deaths per day of the week to the average number of HSS deaths per day during 6 years.
9The 10 and 90 percentile of daily number of deaths in 2010 (10 percentile: 15 deaths, 90 percentile: 33 deaths), in 2011 (15, 31 deaths), in 2012 (12, 26 
deaths), in 2013 (13, 27 deaths), in 2014 (13, 27 deaths) and in 2015 (12, 25 deaths). 
ANOVA Scheffe test, *p<0.01, **p<0.01.

Table 3. Weekly average number of daily HSS deaths by season, 2010-15

Week
 Average number of daily HSS deaths Index of death occurrence (IDO)1 

Spring* Summer* Autumn* Winter* Spring Summer Autumn Winter

Monday 26.1 24.3 22.2 21.1 128 119 109 103 
Tuesday 24.2 22.9 20.9 19.2 119 112 102 94 
Wednesday 23.3 21.8 19.9 18.8 114 107 98 92 
Thursday 23.3 21.5 20.5 17.7 114 105 100 87 
Friday 22.3 20.5 18.8 17.9 109 100 92 88 
Saturday 19.8 19.5 16.9 15.2 97 96 83 75 
Sunday 20.9 19.6 18.4 16.7 102 96 90 82 
Holiday 19.3 21.7 18.5 15.4 95 106 91 75 
Total 22.7 21.5 19.6 17.9 111 105 96 88

HSS, intentional self-harm by hanging, strangulation and suffocation.
1Ratio of the average number of HSS deaths per day of the week to the average number of HSS deaths per day during 6 years.
*ANOVA, p<0.01.

Table 4. Weekly average number of daily HSS deaths by gender and age, 2010-15

Week

Average number of daily HSS deaths Index of death occurrence (IDO)1

Gender Age (y) Gender Age (y)

Male* Female* 20-39* 40-59* ≥60* Male Female 20-39 40-59 ≥60

Monday 16.7 6.7 5.9 10.2 7.3 116 112 113 117 112 
Tuesday 15.6 6.2 5.6 9.4 6.8 108 103 108 108 105 
Wednesday 14.9 6.1 5.5 9.0 6.5 103 102 106 103 100 
Thursday 14.7 6.1 5.2 9.0 6.6 102 102 100 103 102 
Friday 13.9 6.0 5.2 8.3 6.4  97 100 100  95  98 
Saturday 12.2 5.7 4.7 7.3 6.0  85  95  90  84  92 
Sunday 13.4 5.6 4.8 7.9 6.3  93  93  92  91  97 
Holiday 12.5 5.5 4.5 7.8 5.7  87  92  87  90  88 
Total 14.4 6.0 5.2 8.7 6.5 100 100 100 100 100

HSS, intentional self-harm by hanging, strangulation and suffocation.
1Ratio of the average number of HSS deaths per day of the week to the average number of HSS deaths per day during 6 years (gender and age). 
*ANOVA,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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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는 75-96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성별 일일 평균 HSS 사망수는 월요일에 남자 16.7명(사망지수 116), 

여자 6.7명(112)으로 가장 크고, 금요일까지는 사망수가 순차적으로 감

소하였으며, 남자는 토요일에 12.2명(85), 여자는 공휴일에 5.5명(87)으

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연령별 일일 평균 HSS 사망수에서 30-39세, 

40-59세, 60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월요일에 사망수가 가장 크고, 금

요일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40-59세는 토요일에 7.3명(84)으로 

가장 낮고, 20-39세, 60세 이상에서는 공휴일의 사망수가 각각 4.5명

(87), 5.7명(86)으로 가장 낮았다(Table 4, Figure 1).

명절(설, 추석) 전 4일, 명절 당일, 명절 후 4일간 일일 평균 HSS 사망

수에서 명절 당일이 사망수가 남자 10.4명, 여자 4.2명으로 가장 낮고, 

명절 후 4일 동안 평균 HSS 사망수는 남자 15.3명, 여자 6.4명으로 증가

하였다(p< 0.01). 연령별 일일 평균 HSS 사망수에서 20-39세의 경우 명

절 당일, 전후 평균 사망수는 유의하지 않았으며(p> 0.05), 40-59세는 

명절 당일 사망수(6.7명)에 비해 명절 후 4일간 평균 사망수는 1.4배, 60

세 이상에서는 명절 당일 사망수(4.0명)보다 1.9배 증가하였다(Table 5).

Table 6은 명절 당일, 명절 전후 1일부터 4일간 일일 평균 HSS 사망

수를 나타낸 것으로 남자는 명절 1일 전에 사망수준이 가장 낮고, 여

자는 명절 당일에 가장 낮았다. 연령별 사망수준은 20-39세의 경우 명

절 당일에 사망수준이 가장 낮고, 40-59세는 명절 1일 전, 60세 이상은 

명절 2일 전에 가장 낮고, 특히 명절 3일 전부터 명절 당일까지는 사망

수준이 매우 낮았고, 명절 이후 사망수준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고  찰

본 연구에서 요일별 일일 평균 HSS 사망수는 월요일이 23.4명(사망

지수 115)으로 가장 높고, 화요일부터 금요일 순으로 낮고, 토요일 17.9

명(88), 공휴일 18.0명(88)으로 가장 낮았다(p< 0.01). 월요일의 경우 299

Table 5. Average number of daily HSS deaths before and after a consecutive holiday, 2010-15

Day Number of day

Average number of daily HSS deaths 

Gender Age (y)

Male* Female* 20-39 40-59* ≥60*

Before holiday (4 days)  48 10.9±3.9 4.7±2.2 4.6±2.0 6.8±6.8 4.1±2.3
Holiday1  12 10.4±2.2 4.2±1.6 3.9±2.2 6.7±6.8 4.0±1.4
After holiday (4 days)  48 15.3±4.2 6.4±2.6 5.0±2.3 9.2±6.8 7.5±3.1
Total 108 12.8±4.5 5.4±2.5 4.7±2.2 7.9±3.0 5.6±3.1

HSS, intentional self-harm by hanging, strangulation and suffocation.
1Consecutive holidays: the lunar new year’s day (three days) and the Korean thanksgiving day (3 days).
*ANOVA, p<0.01.

Figure 1. Weekly average number of daily HSS deaths by gender, 2010-15. HSS, intentional self-harm by hanging, strangulation and suffocation; Mon., 
Monday; Tue., Tuesday; Wed., Wednesday; Thu., Thursday; Fri., Friday; Sat., Saturday; Sun.,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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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 90퍼센타일 이상에 해당하는 날짜의 빈도는 23.1%,  토요일은 10

퍼센타일 이하에 해당하는 빈도는 24.0%로 사망 집중도가 낮았다. 요

일별 의도적 자해 사망수준에서 일본 자살통계(1979-94년)는 월요일

에 빈도가 가장 높고, 토요일에 낮고(8), 헝가리 자살통계(1970-2002년)

는 월요일에 높고, 주말이 낮으며[22], 영국 자살통계(1993-2002년)는 

월요일에 높고[23]. 스위스(1969-2010년), 오스트리아(1970-2010년)의 

경우 월요일에 높고 토요일, 일요일에 빈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9]. 의도적 자해 사망자(비치명적 자해 시도자 포함)에서 월요일과 화

요일은 사망수준이 6-10% 초과하고, 토요일은 5-13% 감소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4]. HSS의 요일별 사망수준은 월요일에 가장 높고, 주

말에 낮으며[6], 우리나라(2011년)의 HSS 사망수준은 월요일이 일일 평

균 27.9명으로 높고, 화, 수, 목, 금요일 순으로 낮았고, 토, 일요일, 공휴

일은 21-22명 수준이었다[16].   

체계적 리뷰(systematic review)에 의한 계절별 의도적 자해 시도는 

봄과 여름에 빈도가 높다[25]. 본 연구에서 일일 평균 HSS 사망수는 봄 

22.7명, 여름 21.5명, 가을 19.6명, 겨울 17.9명이었고, 사계절 모두 HSS 

사망수준은 월요일이 가장 크며, 월요일의 HSS 사망수는 봄 26.1명(사

망지수: 128), 여름 24.3명(119), 가을 22.2명(109), 겨울 21.1명(103)이고, 

토요일의 사망지수는 75-96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

우 남자는 여름과 겨울에 의도적 자해 사망수준이 높은 요일은 월요

일이고, 여자는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26]. 일본은 휴일 전후 의도적 자해 사망수준은 휴일 전, 당일은 낮고, 

휴일 다음 날은 증가하고, 모든 계절에서 남녀 모두 이러한 추세를 나

타내며, 여성의 경우 가을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8]. 

본 연구에서 성별 HSS 일일 평균 사망수는 월요일에 남자 16.7명(사

망지수: 116), 여자 6.7명(112)으로 가장 크고, 남자는 토요일에 12.2명

(85), 여자는 공휴일에 5.5명(87)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호주 퀸스랜

드(1996-2007년)에서 남자는 월요일에 사망수준이 정점에 이르고, 토

요일에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6]. 우리나라의 HSS 사망수는 남자

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망수가 점차 감소하고, 여자는 월요

일(9.3명)과 금요일(8.3명)에 높은 이봉성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16]. 도시화와 연관이 없는 러시아 북부지방의 토착 원주민 네네

츠족(Nenets)에서 남자는 요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자는 주말에 자

살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7]. 요일별 사망수는 여성보다 남성

에서 범위가 더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9], 본 연구에서 Table 2의 

요일별 평균 HSS 사망수를 이용하여 변이계수를 산출해보면, 남자 

10.8%, 여자 6.5%로 남자가 요일별 평균 사망수의 산포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연령군에서 HSS 사망수준이 월요일에 크고, 토

요일, 일요일, 휴일에 낮았고, 월요일의 HSS 사망지수는 40-59세가 117

로 가장 크고, 20-39세 113, 60세 이상은 1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able 2의 요일별 평균 HSS 사망수를 이용한 변이계수에서 40-59세가 

11.1%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20-39세 9.3%, 60세 이상은 7.5%였다. 의도

적 자해 사망수준에서 30세 이상은 월요일에 높은 분포를 보이나 29

세 이하에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지 않으며[9], 남자의 경우 생산연령

(15-64세)에서 월요일에 사망수준 증가 현상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

다[27]. 본 연구에서 40-59세에서 HSS 사망지수와 변이계수가 가장 큰 

Table 6. Average number of daily HSS deaths before and after a holiday, 2010-15

Day

Average number of daily HSS deaths  Index of death occurrence (IDO)2

Gender Age (y) Gender Age (y)

Male* Female* 20-39* 40-59* ≥60* Male Female 20-39 40-59 ≥60

T -4 12.1 4.5 4.5 7.0 5.1 116 107 115 104 128 
T -3 11.3 4.7 4.2 7.8 4.0 109 112 108 116 100 
T -2 11.0 5.0 5.6 7.2 3.3 106 119 144 107  83 
T -1  9.3 4.5 4.3 5.4 4.0  89 107 110  81 100 
Holiday1 10.4 4.2 3.9 6.7 4.0 100 100 100 100 100 
T +1 14.6 6.7 6.3 7.7 7.3 140 160 162 115 183 
T +2 15.2 7.8 5.0 9.7 8.3 146 186 128 145 208 
T +3 14.6 4.8 4.2 8.8 6.3 140 114 108 131 158
T +4 16.9 6.5 4.5 10.7 8.3 163 155 115 160 208

HSS, intentional self-harm by hanging, strangulation and suffocation.
1Consecutive holidays: the lunar new year’s day and the Korean thanksgiving day. 
T -: Days before a holiday.
T +: Days after a holiday.
2IDO: Ratio of the average number of HSS deaths per day before and after a holiday to the average number of HSS deaths per day of a holiday.
*ANOVA,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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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이 생산연령에 기인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영향인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 공휴일(국경일 포함)의 일일 평균 HSS 사망수는 비교

적 적으며, 공휴일의 사망지수는 88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크

리스마스, 독립기념일, 추수감사절. 부활절의 경우 의도적 자해 사망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3,14,21], 그러나 국경일 이후[21], 

휴일 다음 날[8]이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의도적 자해 

시도율은 크리스마스 이후에 기대치보다 40% 높다[14]. 본 연구에서 명

절(설, 추석) 연휴에 일일 평균 HSS 사망수는 명절 당일에 낮고, 명절 

후 4일 동안 HSS 사망수는 남여 모두 1.5배 증가하였다. 명절 이후 전

체 4일간 평균 HSS 사망수는 명절 당일에 비해 20-39세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고, 40-59세는 1.4배, 60세 이상은 1.9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각 

연령별 6년간 일일 평균 HSS 사망수를 기준으로 40-59세의 명절 이후 

4일간 평균 HSS 사망수는 5.7% 높고, 60세 이상은 15.4% 더 높게 나타

났다. 명절 후 2일째, 4일째 HSS 사망수준은 매우 높았으며, 60세 이상

에서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명절 이후 노령층에서 HSS에 의

한 의도적 자해 사망수준이 증가하는 것은 산업화 도시화로 명절 직

후 가족이 모두 떠남에 따라 홀로 남은 외로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

측되나 이 부분은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HSS는 신체적 손상이 없고, 자살도구의 접근 용이성, 효과가 빠르

고 방법이 쉽다는 점 등에 의해 이용되며(28), 의도적 자해 시도자 중 

HSS의 시도자가 가장 나쁜 예후를 보이고, 또한 재 자살 치사율이 높

다[29]. 본 연구에서 별도의 표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HSS 사망 발생 장

소는 주거지가 67.8%, 기타 장소(12.6%), 상업 및 서비스 구역(7.9%), 농

장(1.6%), 학교 및 공공행정구역(1.5%), 산업 건설지역(1.5%)등의 순으로 

HSS 사망자의 거주시절 점유율이 매우 높다. HSS 사용 도구는 주위 

환경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재소자 시설을 

제외하고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30]. 

본 연구에서는 요일별 자살 변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HSS 사망

자 중심으로만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망신고에 의해 집계된 HSS 자료

이기 때문에 제한된 인구학적 정보와 원시자료로부터 일일 HSS 사망

자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인구학적 정보가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아 

직업, 혼인상태와 관련한 부분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점, 의도적 자

해 시도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가 없는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HSS 사망수의 요일별 변동에 대한 부분을 우리

나라 전체 지역사회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HSS의 요일별 변동 인자에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사망통계나 자

살 시도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적, 심리학적으로 다각적이고 체

계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체계화된 연구에서 도

출된 결과는 의도적 자해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구축에 매우 필

수적이고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결  론

본 연구는 2010-15년 사망신고에 의해 집계된 자료 중 의도적 자해 

중에서 HSS (목맴, 목 졸음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 사망자 44,794

명을 대상으로 요일별 사망 변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20세 이상 HSS에 의한 사망률(10만 명당)은 2010년 22.1명에서 2015

년 16.3명으로 감소하였고, 성별 HSS 사망률은 남자 27.0명, 여자 11.1

명, 연령별 사망률은 20-39세 13.0명, 40-59세 19.4명, 60세 이상은 28.6

명이었다. 6년간 일일 평균 HSS 사망수는 20.4명이었으며, 요일별 일일 

HSS 사망수는 월요일이 23.4명(사망지수: 115)으로 가장 높고, 화요일

부터 금요일 순으로 낮고, 토요일 17.9명(88), 공휴일 18.0명(88)으로 가

장 낮았다(p< 0.01). HSS 사망수준이 높은 월요일(299일)에 사망수가 

90퍼센타일 이상에 해당하는 날짜는 23.1%, 10퍼센타일 이하는 4.0%

였고, 토요일(296일)은 10퍼센타일 이하는 24.0%, 90퍼센타일 이상은 

5.4%이었다. 사계절에 따른 요일별 일일 HSS 사망수는 월요일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 일일 HSS 사망수는 남여 모두 월요일이 가장 크

고, 금요일까지는 사망수가 순차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남자는 토요일 

12.2명, 여자는 공휴일 5.5명으로 사망수가 낮았다. 모든 연령군에서 월

요일에 HSS 사망수준이 높고, 40-59세는 토요일에 7.3명, 20-39세와 60

세 이상은 공휴일에서 사망수가 각각 4.5명, 5.7명이었다. 명절 연휴 기

간 동안 일일 HSS 사망수는 명절 당일에 남자 10.4명, 여자 4.2명으로 

가장 낮고, 명절 후 4일 동안 일일 평균 HSS 사망수는 남자 15.3명, 여

자 6.4명으로 증가하였다. 연령별 일일 HSS 사망수는 20-39세의 경우 

명절 당일, 전후에 유의한 차가 없었으며, 40-59세는 명절 당일 HSS 사

망수(6.7명)에 비해 명절 후 4일간 평균 HSS 사망수는 1.4배 증가하였

고, 60세 이상에서는 명절 당일 사망수(4.0명)보다 1.9배 증가하였다

(p< 0.01).

요일별 일일 평균 HSS 사망수는 월요일에 가장 높은 사망수준을 

나타내고, 토요일과 공휴일에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성별, 연령별, 계절별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명절 전후 HSS 사

망수준은 20-39세의 경우 차이가 없었으나, 40-59세, 특히 60세 이상에

서 명절 직후 사망수준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HSS 예방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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