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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자살 예방의 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캠페인 발표  

  

자살과의 싸움에 대한 주정부의 헌신을 재확인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취약하고 위험에 처한 지역사회를 위함  

  

9월을 뉴욕주의 자살 예방의 달로 선언하는 주지사 선언문  

  

주지사의 선언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정서적 지원 헬프라인: 1-844-863-9314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모든 뉴욕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주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살 예방 자원에 대해 알리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캠페인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9월을 자살 예방의 달(Suicide Prevention Month)로, 9월 

10일을 자살 예방의 날(Suicide Prevention Day)로 뉴욕에서 지정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자살 예방 자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자살률을 해결하고 낮추는 데 중요하며 더 많은 뉴욕 주민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특히 이 팬데믹 중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이 자살의 경고 징후를 인식하고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계속 교육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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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습니다. "모든 자살은 주 전역의 가족, 친구, 지역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비극입니다. 정신보건국은 자살 예방 노력을 확대하고, 특히 가장 취약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만드는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모범 사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이 

생산적이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자원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뉴욕의 자살률은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치에 속합니다. 그러나 뉴욕주는 매년 자살로 

1,700명의 뉴욕 주민을 잃습니다. 정신보건국의 뉴욕 자살 예방 센터(Suicide Prevention 

Center of New York, SPC-NY)은 이러한 추세를 추적하여 주의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s://omh.ny.gov/omhweb/news/suicide-prevention-month-2020.pdf#_blank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cebdaab4-929b9e00-cebf5381-000babd9fe9f-8a9364d1e574a2b8&q=1&e=a83300cc-f352-43fe-b1c1-4f41ee2d0c18&u=https://www.preventsuicideny.org/#_blank


 

 

  

뉴욕 케어스 캠페인(NY Cares Campaign)  

  

자살 예방 노력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정신보건국 및 뉴욕 자살 예방 센터는 뉴욕 

케어스 캠페인을 출범합니다. 일련의 공익광고(Public Service Announcements) 및 소셜 

미디어 도표는 도움을 얻는 것의 중요성과 성공을 포함하여 자살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공유합니다. 공익광고는 특정 목표를 갖고 두 가지의 주요 청중을 대상으로 합니다.  

함께하는 뉴욕 케어스(NY Cares Together): (https://youtu.be/syPOb6sdcv4)  

  

이 캠페인은 뉴욕 주민들에게 자살에 대한 생각이 생각보다 더 흔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모든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뉴욕 케어스(NY Cares about Preventing Suicide) 

(https://youtu.be/6jnbcaIwntY)  
  

이 캠페인은 도움을 찾는 행동을 정상화하며 우울증에 대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최대 

90%가 호전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또한 정신보건국은 뉴욕 주민들이 자살의 영향, 경고 신호 및 가정에서 자살의 위험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일련의 유익한 도표를 

운영할 것입니다. 스트리밍 디지털 라디오 광고는 자살 생각의 유행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자살 시도에서 살아남는 분들 및 자살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을 위한 자원이 있는 뉴욕 케어스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의 국가적 리더  

  

뉴욕은 자살 예방 혁신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는 Cuomo 주지사가 2017년 

11월에 설립한 뉴욕주 자살 예방 태스크포스(New York State Suicide Prevention Task 

Force)가 포함됩니다. 태스크포스는 흑인 및 라틴계 청소년,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 

일원, 재향 군인 및 주의 교외 지역 거주민 등을 포함한 고위험군에게 서비스를 가장 잘 

제공하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태스크포스의 노력은 이러한 그룹들을 돕고, 흑인과 

라틴계 청소년들에게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주목할만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최초의 시험 프로그램인 자살 시도 단기 중재 프로그램(Attempted 

Suicide Short Intervention Program, ASSIP). 이 유망한 중재 프로그램은 

개인의 이야기를 사용하여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를 위한 대처 기술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살 시도 단기 중재 

프로그램은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생존자들의 새로운 자살 시도를 80% 

줄였습니다.  

https://youtu.be/syPOb6sdcv4#_blank
https://youtu.be/6jnbcaIwntY#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launch-suicide-prevention-task-force#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launch-suicide-prevention-task-force#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launch-suicide-prevention-task-force#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first-nation-suicide-prevention-program#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first-nation-suicide-prevention-program#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first-nation-suicide-prevention-program#_blank


 

 

• 자살 사망률 검토(Suicide Fatality Review, SFR) 보조금 프로젝트는 네 개 

카운티(이리, 오논다가, 서퍽, 웨스트체스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검토는 중재를 권장하며, 여기에는 사람들이 자살을 계획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자주 반려동물을 포기하는지를 조명한 연구 이후 동물 보호소의 

직원을 훈련시키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 뉴욕은 자살 제로(Zero Suicide) 이니셔티브 를 앞서 홍보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환경, 정신적 비상 프로그램 및 약물 사용 환경에서의 모형을 

시행하였습니다. 주정부는 이제 이 모형을 의료 응급부서 및 일차 진료 

관행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상 환경, 학교, 고등 교육,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우리의 최신 청소년 집중 자살 예방 기금이 5년 동안 35,000명의 

청소년에게 도달하기를 기대합니다.  

  

자살 예방 훈련  

  

20,000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지난 2년간 정신보건국의 자살 예방국(Suicide Prevention 

Office, SPO)을 통해 자살 예방 훈련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뉴욕에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자살예방국은 새롭고 중요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 자살예방국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접촉 추적자(Contact Tracers) 

650명에게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살과 관련된 생각을 할 때 

대응하는 방법을 훈련하였습니다.  

• 9월 10일의 국제 자살 예방의 날(International Suicide Prevention Day)은 

궁극적으로 6,000명의 응급 의료 요원(Emergency Medical Personnel)이 

이용할 수 있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이 교육은 일선 

근로자가 동료의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정부는 또한 뉴욕 프로젝트 희망 감정적 지원 헬프라인(NY Project Hope Emotional 

Support Helpline) 개설을 포함하여 팬데믹 동안 뉴욕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무료이며 기밀이 유지되는 헬프라인은 발신자에게 대처하는 팁을 

제공하고, 이를 자원에 연결하며, 의료 및 기타 최전선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헬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844-863-9314.  

  

팬데믹이 최고조에 이른 기간 동안, Cuomo 주지사는 또한 협력을 발표하여 케이트 

스페이드 뉴욕(Kate Spade New York) 및 크라이시스 텍스트 라인(Crisis Text Line)과 

함께 FRONTLINENY 키워드를 생성하고 이는 코로나19로 정신적인 영향을 받은 최전선 

근로자 전용입니다.  

  
###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28e12bea-74c71f5e-28e3d2df-000babd9fe9f-e4dd7b6aa6d5a4e8&q=1&e=a83300cc-f352-43fe-b1c1-4f41ee2d0c18&u=https://zerosuicide.sprc.org/about#_blank
https://apps.cio.ny.gov/apps/mediaContact/public/view.cfm?parm=D873C443-D3F4-29A2-824B88C919A8E693&backButton#_blank
https://omh.ny.gov/omhweb/suicide_prevention/#_blank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a5af7e44-f9894af0-a5ad8771-000babd9fe9f-7309d5666c476d3d&q=1&e=a83300cc-f352-43fe-b1c1-4f41ee2d0c18&u=https://www.preventsuicideny.org/training-options/#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amid-ongoing-covid-19-pandemic-governor-cuomo-announces-schools-and-college-facilities#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amid-ongoing-covid-19-pandemic-governor-cuomo-announces-schools-and-college-facilities#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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