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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자살 예방 태스크포스(SUICIDE PREVENTION TASK FORCE)의 첫 

번째 보고서 공개 발표  

  

퇴역군인, 라틴계 여성,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를 포함,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태스크포스  

  

태스크포스 권고안을 통해 지방 정부와 옹호자 연합 구축 및 지지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자살 예방 태스크포스(New York State 

Suicide Prevention Task Force)의 첫 번째 보고서를 공개 발표하였습니다. 2017년 

11월에 주지사가 설립한 태스크포스는 퇴역군인, 라틴계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 구성원을 포함, 고위험군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함께 

인식을 개선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고서의 권고안에는 

공중 보건 예방 노력 강화, 건강 보험 내의 자살 예방 통합, 감시 및 계획을 위한 데이터 

적시 공유, 자살 예방 활동 전체에 걸친 문화적 역량 주입이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자원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주 전역의 지역사회, 특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있기에 이 권고안은 도움이 필요한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살 예방 태스크포스를 주 전역에 

개설하고자 하는 우리 주의 목표는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 미친 치명적인 영향을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특히 퇴역군인, 라틴계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 구성원과 같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인명을 

보호하고자 우리의 노력을 강화하는 미래 청사진을 그리게 됩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태스크포스는 뉴욕주와 지방 파트너 사이의 공조를 강화하고 

자원의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와 주 전역의 자살 예방 정책을 

검토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뉴욕주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OMH)의 집행 

부커미셔너인 Christopher Tavella 박사와 로체스터 치의학 대학 (University of 

Rochester School of Medicine and Dentistry)의 정신과 교수인 Peter Wyman 박사가 

https://omh.ny.gov/omhweb/resources/publications/suicide-prevention-task-force-report.pdf'


공동으로 의장을 맡고 있으며 주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의 지도자 및 자살 예방의 

권위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자살 위험도가 더 높은 취약한 계층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계층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 

소위원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 권고안은 네 가지 주요 카테고리와 목표로 나뉩니다.  

  

• 공중 보건 예방 노력 강화: 지역사회와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 지역의 필요도를 

평가할 자원과 전문가 투입, 연구 기반의 예방 프로그램 시행. 여러 가지 권고안은 

모범 사례를 이용하여 종합적인 공중 보건 예방 시행을 목적으로 예방 전문가를 

갖춘 지역사회의 숫자를 확대하여 주와 지역사회 차원의 활동을 바로 시작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건강 보험 내의 자살 예방 시행: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자살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도우며, 여기에는 서비스 접근을 촉진하고 더 

효율적으로 위험군 대상을 식별하고 가장 효율적인 치료법을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포함됩니다.  

• 감시와 계획을 위한 데이터 적시 공유: 지역적 경향에 따라 자살률 및 관련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 추적하는 것은 높은 품질의 공중 보건 예방 접근을 시행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 사용 가능성을 개선함으로써 서비스 격차는 해결될 

수 있으며 지역 계획과 예방 노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 자살 예방 활동 전체에 걸친 문화적 역량 주입: 자살 사고가 없는 뉴욕을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독특한 문화 및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범위의 자살 예방 활동에 걸쳐 

뉴욕주의 다양한 계층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문화적 

역량에는 인종, 성별, 성적 지향, 국적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 서비스뿐 

아니라 교외와 도시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요구를 차별화하는 주 정부 기관의 

역량, 다양한 지역사회의 대표를 참여시키는 지역 연합 내부의 역량, 각 세대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의 인식 및 자살 위험도가 높은 각 집단의 필요에 

맞추기 위한 프로그램의 선정 및 맞춤화가 포함됩니다.  

  

2017년 주지사는 자살 예방 계획,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할 때 라틴계 여성 청소년, 

퇴역군인,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포함하여 모든 인구 

집단과 계층의 독특한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Carmen De La Rosa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살 예방 

태스크포스의 활약과 성소수자(LGBTQ) 뉴욕 주민, 퇴역군인 그리고 특히 라틴계 여성 

청소년의 높은 자살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을 

통해 제가 입법하고 Cuomo 주지사께서 서명하신 법률의 목표를 시행하게 되며, 우리의 

가장 취약한 계층, 그중에서도 특히 뉴욕주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라틴계 여성의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뉴욕주의 노력에 대한 대화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고서가 완성된 후, 이미 다음과 같은 여러 권고안이 뉴욕주에서 시행되었습니다.  

• 성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 통과,  

• 지역 수준의 자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접근 향상,  

• 매우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현역 군인에서 퇴역군인 상태로 전환하는 

시기의 개인을 위해 준비된 행사에의 협력 개선 및  

• 지역사회가 더 효과적으로 예방 노력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살 사망 

사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자살 예방을 위한 뉴욕주의 추가적인 노력  

태스트포스의 활약뿐 아니라 정신보건국(OMH) 및 보건국의 자살 예방 사무국(Suicide 

Prevention Office, SPO)에서는 라틴계 여성 청소년, 퇴역군인,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소년과 교외 뉴욕 주민을 포함하는 고위험 

계층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과 지원 활동 방법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사무국(SPO)에서는 자살 예방 연합과 주전역의 지방 정부에 자원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협업하여 도시 내부와 교외 학교, 지역사회에 자원과 프로그램을 

제공, 위험군에 대한 인식 및 접근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사무국(SPO)에서는 매년 9월에 개최되는 제4회 뉴욕주 자살 방지 

콘퍼런스를 개최 및 후원하며 기조연설자와 30가지 브레이크아웃 세션을 통해 주 

전역에 걸친 자살 예방을 강화하고 지역 파트너십 및 다양한 위험군을 대상으로 삼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한 정신보건국(OMH)에서는 6월에 2일 동안 "행동 건강 형평성을 위한 전략: 그 

누구도 홀로 남겨두지 않기". 심포지엄을 개최할 것입니다. 이 콘퍼런스에서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정신 건강 형평성을 구축하여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에게 최상의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자, 정책 결정자, 정신 건강 임상의 

및 일선 활동가들이 한곳에 모이게 됩니다.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자살 예방 태스크포스의 활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살 예방 노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가 해낸 일들은 말 그대로 많은 취약 

계층 뉴욕 주민의 인명을 구할 것입니다."  

  



뉴욕주 보훈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Veterans' Affairs) 국장인 Jim 

McDonoug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퇴역군인과 현역 군인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데 있어, Cuomo 주지사의 자살 예방 태스크포스같은 정신 건강 서비스와 자살 예방 

노력에 적시에 접근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태스크포스의 파트너들과 

협업하며 정신 건강 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뉴욕의 퇴역군인과 현역 군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조하기 위해 중요한 지식, 국가 주도의 자원 및 지원과 돌봄의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주입하기 위해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며 수용하고 있습니다."  

  

교정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DOCCS)의 

Anthony J. Annucci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태스크포스의 

인명 구조 활동을 통해 모든 자살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모두 

협업하여 서로 간의 주의를 멈추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저희는 

협업을 통해 자살 사건과 자살 시도에 맞서 싸우고 그 수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뉴욕주 경찰(State Police)의 Keith M. Corlett 서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로 우리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자살 예방 노력에 집중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저희는 파트너들과 인명을 구한다는 궁극적인 목표의 솔루션 및 

궁극적으로 인명을 구하는 목표에 대해 계속하여 협업하고 전념할 것입니다."  

  

아동가족사무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의 Sheila J. Poole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동가족사무국(OCFS)에서는 자살 예방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에 빛을 밝혀준 태스크포스의 활동과 권고안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 

보고서는 정신 및 행동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특히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의 청소년, 나이를 먹고 위탁 가정 시스템에서 나오게 되는 청소년, 청소년 

범죄자 취업 알선에 따라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청소년들을 위해 태스크포스가 지역사회 

기반의 자원에 있어 더 나은 지원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뉴욕주 보건부(NYS Department of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의학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살은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는 비극이기에 Cuomo 

주지사는 자살을 예방하는 방법을 찾고자 태스크포스를 신설했습니다. 저는 뉴욕주 

전역에 걸쳐 자살 위험 계층의 인명을 구하기 위해 지원과 해결책을 포함하여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이 시행되는 것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OASAS)의 Arlene González-Sánch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물 

사용과 자살 사이의 연관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뉴욕주 자살 예방 태스크포스 보고서의 연구 결과는 우리가 뉴욕 

주민의 전체적인 복지를 개선하고 있으며 동시에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 또한 

보호하고 있음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커미셔너인 

Mike He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께서는 자살 예방 및 자살로 인해 가족과 

지역사회가 받은 치명적인 영향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은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효과적인 지원과 치료를 받을 것을 보장하도록 

서비스를 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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