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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icide Prevention 

It is commonly believed that suicide cannot be 

predicted and a person who has resolved to end 

their own life cannot be stopped but if we were to 

look around us with more interest and awareness 

then we could easily identify person(s) who are at 

high risk of suicide. If we could recognise the 

warning signs coming from them, then the 

prevention of suicide can become a possibility. If 

your loved one expresses thoughts of self harm or 

suicide then act accordingly to agreed plans. This 

may include informing appropriate clinicians. 

When a person decides to commit suicide, he/she 

may believe that suicide is the only solution to 

address their problems and suffering.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them to be able to tell their story in a 

safe environment with someone they can trust. By 

talking through their problems, a solution may be 

able to be found and this may lead to restoration 

of hope and reduction of suicidal impulse. Providing 

a safe and protective environment through 

removing items that may be used to commit suicide 

or avoiding risky situations could be of benefit.  
 

 Warning Signs 

Person(s) planning to commit suicide may implicitly 

or explicitly display signals to indicate their suicidal 

intention. Expressing a suicide plan can be a 

particularly dangerous sign. Also if the behaviour of 

someone who previously expressed suicidal 

intention suddenly and unexpectedly changes (for 

example, became calm, collected or even cheerful), 

this may be a sign of person coming to terms with 

decision to end one’s own life and could signal a 

significant suicide risk. 

   Suicide 

Suicide is a phenomenon that results from a 

complex interplay of psychological, biological and 

social factors, often borne out of a crisis or a 

stressful situation, which causes severe suffering for 

the person involved. A suicidal person may 

communicate their distress and call for help through 

their behaviour rather than their words. Suicide is 

not a psychiatric condition in itself but up to 80% of 

suicides may be directly related to mood disorders 

such as depression whilst up to 20% may take place 

in a state of high impulsivity. 
 

 Risk Factors 

 Major depression or other serious mental 

illnesses 

 Physical illnesses – especially chronic illness or 

pain 

 Alcohol, drug or gambling addictions 

 History of severe angry or emotional outbursts, 

or use of violence 

 Social isolation and rejection of help from 

others in times of need 

 Loss of employment / retirement 

 Marital state – being separated, widowed, 

divorced or single 

 History of suicide attempt(s) 

 Suicide in the family or in other close person(s) 

 

 

 

 

 

 

 

 

 

Sae Woom Tor is a charitable trust which was 

established in 2009 to support and help Korean 

individuals and/or their families who suffer from 

mental illness and to give them hope for the future. 

The members are both Korean and English speaking 

professionals including psychiatrists, social workers, 

nurses and counselors. Sae Woom Tor refers to a 

place where new sprouts burst open in the spring; it 

is a symbol of hope for the future. 

 

Sae Woom Tor aims at promoting the mental health 

and wellbeing of all people in the Korean community 

by providing information, education and advocacy to 

the services which support people with mental illness.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website www.saewoomtor.org.nz.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by email;   admin@saewoomtor.org.nz 

Sae WoomTor guarantees strict confidentiality 
 

 

 

 

This brochure is intended to help you better understand 

mental health. Please consult your doctor for accurate 

diagnosis and treatment (Updated in July 2014) 

 

http://www.saewoomtor.org.nz/
mailto:admin@saewoomtor.org.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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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예방 
 

흔히들 자살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자살하기로 결심한 

사람을 막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보내

는 위험 신호를 인지할 수 있다면 예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살만이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된     

분위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자신의 고통스러

운 감정과 자살하고 싶은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그들이 겪고있는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이야기한 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이런 대화를 통하여 본인의 문제에 

희망을 품을 수 있으며 자살의 충동도 줄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을 시도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

을 제거하며, 그런  상황에 가까이 있지않게 하는 등,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여 줍니다. 

 

 

 

 
 

 

 
 

 

 

 

자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작성: 2013년 11월)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는 전문가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 (Suicide) 

자살은 심리적, 생물학적, 사회적 요인이 관련된   

복합적인 현상으로, 당사자에게 심한 고통을 주는  

위기나 어려운 문제에서부터 벗어나려는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위로써 주위 

사람에게 자신이 고통스럽다는 신호를 보내며 

도움을 요청하는 몸짓을 보입니다. 자살은 그 자체가 

정신과 질병은 아니나, 자살의 80%는 우울증을 거쳐 

자살에 이르게 되며, 나머지 20%는 충동적인 

상태에서 자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험 요인 

 장기간 지속되는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적 질병 

 신체적 질병, 특히 심각한 만성질환 혹은 통증 

 알코올, 약물, 도박 중독 

 격한 분노나 흥분을 잘하며 폭력을 자주 행사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를 원치않음 

 실직, 은퇴 

 이별, 사별, 이혼, 또는 독신 

 자살을 시도한 경험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의 자살 (Suicide Survivor) 
 

 위험 신호 

사람들은 자살 시도 이전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자살하겠다는 신호를 주위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만약 자살할 계획을 언급한다면 특별히 위험한 신호

입니다. 혹은 자살의사를 표현하던 사람이 전에 없이 

갑작스러운 변화 (예; 조용, 침착 또는 쾌활)를     

보인다면 이는 자살을 결심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았다고 생각하여 생기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새움터 (Sae Woom Tor)는 새싹이 움트는 곳이라는 

뜻으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개인이나    

가족들과 함께 희망의 씨앗을 틔우려는 열정을 가진   

정신과 의사, 사회 복지사, 간호사, 상담사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새움터는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시각을 향상 시킴으로써    

서로 돕고 이해하는 밝고 건강한 한인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새움터는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Mental Health 

Foundation of NZ (Like Minds, Like Mine)와   

Internal Affairs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전 (Vision) 
 

 정신 건강을 증진하여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고  

개선하여 삶의 희망 나누기 

 

 

 

 

 

새움터 홈페이지 www.saewoomtor.org.nz 을 통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으면, 궁금한 점을 이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철저) 
 

 

http://www.saewoomtor.org.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