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 COVID-19 기간 자살 예방 블로그 포스트 

블로그 포스트 1 - COVID-19 기간 자살 예방: 자살 위험 신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엄청난 중압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런 펜데믹 

기간에는 과거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의 자살 위험도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누군가 자살 충동을 느낀다면 은연 중에 다음과 같은 위험 신호를보냅니다: 

 

● 죽고 싶거나 자살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 자살 관련 온라인 검색을 하거나 총을 구매하는 등 방법을 모색합니다. 

● 희망이 없거나 살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 궁지에 몰려있거나 참을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 타인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 알코올이나 마약을 자주 사용합니다. 

● 안절부절 못하고 무모한 행동을 합니다. 

● 잠을 거의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잠을 잡니다. 

● 침잠히 있거나 혼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 분노를 표출하거나 복수하겠다고 말합니다. 

● 심한 감정 변화를 보입니다. 

(위험 신호 스페인어 번역) 

 

여러분 또는 아는 다른 사람에게서 이런 위험 신호가 보이면, 주저 말고 바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러한 리소스는 24/7일 제공됩니다: 

● 커뮤니티 서비스 이사회 응급 서비스에 703-573-5679로 전화주십시오. 

● 855-11에 "CONNECT"라고 문자를 입력하여 PRS CrisisLink에 연락하십시오. 

● PRS CrisisLink에 703-527-4077로 전화하십시오. 

● 미국 자살 예방 라이프라인에 전화하십시오: 1-800-273-TALK (8255) 

● 생명 위협의 위급한 상황에는 911으로 전화하십시오. 

 

추가적인 서비스로서, Fairfax - Falls Church 커뮤니티 서비스 이사회(CSB)는 정신 질환, 마약 사용 

문제 및/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원격 도움”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CSB는 원격 의료 서비스로 전환하여 전화나 영상, Zoom을 통한 건강관리 등,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SB에서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개인 치료 

● 케이스 관리/지원 코디네이션 

● 집단 치료 (원격 의료 사용) 

● 정신 질환 서비스 

● 간호 서비스 

● 약국 서비스 

● 응급 서비스 

● 알코올(마약)중독 치료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prevent-suicide/warning-signs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prevent-suicide/warning-signs-spanish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services/emergency-crisis
https://prsinc.org/crisislink-hotline-textline/
https://prsinc.org/crisislink-hotline-textline/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news/2020/assistance-from-a-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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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 센터 

● 거주 시설 

● 위기 상황 대응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한국어 또는 베트남어로 원거리에서 인쇄가능한 도움 관련 

전단지 사본을 받으십시오. CSB 장소에 직접 방문하시기 전에 가능하시면 미리 전화주십시오. CSB 

출입 & 소개의 연락처는 703-383-8500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운영합니다. 

 

자살은 예방 가능하며, 조금만 도와주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COVID-19 기간의 자살 방지 및 

정신 건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십시오.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prevent-suicide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prevent-suicide/warning-signs  

https://www.fairfaxcounty.gov/covid19/wellness-resources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sites/community-services-board/files/Assets/Documents/PDF/assistance-from-a-distance.pdf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sites/community-services-board/files/Assets/Documents/PDF/assistance-from-a-distance-spanish.pdf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sites/community-services-board/files/Assets/Documents/PDF/assistance-from-a-distance-arabic.pdf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sites/community-services-board/files/Assets/Documents/PDF/assistance-from-a-distance-farsi.pdf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sites/community-services-board/files/Assets/Documents/PDF/assistance-from-a-distance-korean.pdf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sites/community-services-board/files/Assets/Documents/PDF/assistance-from-a-distance-vietnamese.pdf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prevent-suicide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prevent-suicide/warning-signs
https://www.fairfaxcounty.gov/covid19/wellness-resources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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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트 2 - COVID-19 기간의 자살 방지: 특정 집단을 위한 리소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엄청난 중압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런 펜데믹 

기간에는 과거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의 자살 위험도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Fairfax County에서는 맞춤식 자살 예방 리소스를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아래는 청소년, 성인, 군인, 

재향군인 및 그들의 가족과 건강 전문가에게 제공하는 일부 리소스입니다. 

 

여러분 또는 아는 다른 사람에게서 이런 위험 신호가 보이면, 주저 말고 바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러한 리소스는 24/7일 제공됩니다: 

● 커뮤니티 서비스 이사회 응급 서비스에 703-573-5679로 전화주십시오. 

● 855-11에 "CONNECT"라고 문자를 입력하여 PRS CrisisLink에 연락하십시오. 

● PRS CrisisLink에 703-527-4077로 전화하십시오. 

● 미국 자살 예방 라이프라인에 전화하십시오: 1-800-273-TALK (8255) 

● 생명 위협의 위급한 상황에는 911으로 전화하십시오. 

 

청소년용 리소스: 아이들이 원격 학습을 하면서 정신 건강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아이들의 웰빙에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자녀의 해당 학교 지원 인력에게 직접 연락하여 

카운셀러, 심리학자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상담을 받으십시오. 이러한 인력에 대한 정보는 학교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 Fairfax County 공립 학교 리소스 

○ 정신 건강 및 강화 

○ 정신 건강 리소스 및 응급 서비스 정보 

○ 학교 카운셀링 서비스 

○ 학교 심리 서비스 

○ 학교 사회 복지 서비스 

● CSB 아이들, 청소년 & 가족 서비스에서는 정신 건강적 문제 및 약물 사용 문제에 대해 

카운셀링, 약물 치료, 위기 대응, 회복 지원 그리고 아이들 및 청소년(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LGBTQ 청소년들을 위해 Trevor 프로젝트  24/7 위기 지원을 제공합니다. TrevorLifeline 

에 1-866-488-7386로 전화주시거나 678-678로 “START”라고 문자를 보내시거나 

thetrevorproject.org에서 온라인으로 채팅을 하십시오.  

● 온라인 청소년 자살 방지 훈련 

○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CSB의 무료 온라인 

훈련 코스 를 수강하십시오. Fairfax County의 온라인 청소년 자살 방지 훈련은 

10개의 간이 코스를 포함합니다. 

 

성인용 리소스: 우울증이 일상이 되어버린 장년께서는 우울증이 나이 드는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우울한 것 같다면 언제든지 도움 받으면 치료될 수 있고 회복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services/emergency-crisis
https://prsinc.org/crisislink-hotline-textline/
https://prsinc.org/crisislink-hotline-textline/
https://www.fcps.edu/resources/student-safety-and-wellness/mental-health-and-resiliency
https://www.fcps.edu/resources/student-safety-and-wellness/mental-health-resources-and-emergency-services-information
https://www.fcps.edu/resources/student-safety-and-wellness/school-counseling-services
https://www.fcps.edu/resources/student-safety-and-wellness/school-psychology-services
https://www.fcps.edu/resources/student-safety-and-wellness/school-social-work-services
http://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youth
http://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youth
https://www.thetrevorproject.org/
https://www.thetrevorproject.org/
https://www.thetrevorproject.org/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training/suicide-prevention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training/suicide-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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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건강을 돕기 위해 Fairfax County 노화를 위한 지역 에이젼시 다양한 아트 및 문화 활동, 

휘트니스 수업 및 유의미한 자원 봉사의 기회를 통해 노인들을 참여시킵니다.  

● 여러분 또는 아시는 누군가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면 커뮤니티 서비스 이사회에 전화하셔서 

안내와 리소스를 받으십시오. 

 

군인, 재향군인 및 그 가족을 위한 리소스: 

● Fairfax County CSB 군인 리소스 

● 재향군인 위기 라인: VA 또는 VA 건강 관리에 등록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누구나 무료로 

제공되는 기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www.veteranscrisisline.net에서 온라인 채팅을 하십시오 

○ 1-800-273-8255번에 전화하셔서 1번을 누르십시오 

○ 838-255로 문자를 주십시오 

○ TTY 사용자: 선호하시는 중계 서비스를 사용하시거나 711로 전화하신 후  

1-800-273-8255로 연결하십시오. 

● 재향군인 서비스 VIRGINIA 지부: 군인, 참전 용사/불명예 퇴직 군인 및 그 가족들에게 정신 

건강, 고용, 교육, 주택, 동료 지원 및 재입대 서비스와 같은 리소스 등을 지원하며 제공합니다. 

○ www.dvs.virginia.gov  

○ 1-877-185-1299 

○ 모바일 앱: Virginia Veterans 

○ 모바일 앱: COVID Coach 

■ 팬데믹 기간 대처법 교육 

■ 자기 관리 및 정서적 웰빙 향상을 위한 도구 

■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개인적 목표를 향한 성장을 측정하는 추적기 

■ 시간 경과에 따른 진척도를 나타낸 그래프 

● 군인 원 소스: 현역 군인, 재향 군인 및 그 가족들에게 사회, 교육 및 심리 문제에 대한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www.militaryonesource.mil 

○ 1-800-342-9647 

 

의료 전문가용 리소스: 의사, 간호사 또는 기타 건강관리 전문가는 CSB의 무료 온라인 코스를 

수강하여 우울증, 자살 위험 및 기타 정신 건강의 문제를 식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십시오. 

 

자살 예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십시오.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prevent-suicide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publications/aging-mental-wellness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publications/depression-not-new-normal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prevent-suicide/military-veterans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prevent-suicide/military-veterans
http://www.veteranscrisisline.net/
http://www.dvs.virginia.gov/
https://mobile.va.gov/app/covid-coach
http://www.militaryonesource.mil/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training/health-care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training/health-care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prevent-suic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