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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살 예방 계획의 필요성

   ❍ 영암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3,777명으로 영암군 전체 인구의 24.8%  
      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47.3명을  
      나타내고 있어 인근 지역에 비해 높은 자살률을 보임

   ❍ 영암군은 2019년 정신건강증진센터 신규 설치 되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예정 이며 전담 인력구성과 다른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문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자살예방사업 수행을 하고자 함.  

   

   ❍ 영암군은 관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없어, 현재 당직의료기관 운영 

      으로 의료 취약지역이며, 주민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요구도가 증가

      하여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전인적 토탈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함. 

2. 자살예방계획 수립 근거 : 조례 없음

   ○ 2019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2019년 영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 예정임.

   ○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지자체에서 
      시급히 개입해 해결할 문제임.

3. 자살예방계획 영암군 홈페이지 탑제 

Ⅰ 영암군의 자살예방계획 수립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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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자원 현황

 m 영암군 주요 질환 급여현황

(자료원 : : 2014년 건강보험통계연보)

Ⅱ 영암군 일반 현황

구 분 시설명
시설 수
(개소)

소재지 비 고

직 영 합  계 548
자원봉사센터 1 영암읍 군청로1

읍면 복지회관 11 영암읍외 10개읍면

노인복지관 1 영암읍 오리정길 39

달뜨는 집 9
군서면,영암읍,미암면,도포면,신북면,
시종면,삼호읍,서호면,금정면,학산면

드림스타트 2 영암읍,삼호읍
청소년수련관 1 영암읍 영암로 151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영암읍 영암로 1511

청소년문화의집 1 삼호읍 방아재로 64-11
여성회관 1 영암읍 오리정길 39

장애인복지관 1 영암읍  오리정길 39

민 간 지역자활센터 1 영암읍 새동네길 22-1
공영목욕장 3 금정면, 시종면, 서호면

노인의료복지시설 12 소로전문요양원,

아동양육시설 2 영애원, 축성암 선재의집
재가노인복지시설 4 서호면, 삼호읍, 신북면, 삼호읍

경로당 437 영암읍외 10개 읍․면
지역아동센터 18 영암읍외 10개 읍․면

어린이집 40 영암읍외 10개 읍․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삼호읍 세가래로 88

종합복지회과 2층

행복한가정상담소 1 삼호읍 녹색로 1113
세한대학교 정보관

만성질환별

2014년 영암군 만성질환 급여현황

진료실인원 (명) 내원일수 (일) 급여일수 (일) 진료비 (천원)

고혈압 5,759 60,399 1,270,101 2,769,913
당뇨 2,288 22,899 439,218 1,456,778
치주질환 8,528 31,980 50,148 967,861
관절염 7,596 76,849 382,081 3,080,818
정신질환 2,348 86,513 339,933 4,951,501
전염병 7,006 20,612 117,543 1,383,871
간질환 925 3,477 41,239 30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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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중증 정신질환자 현황          
 (단위:명, 2017.12월 주민복지과)

 ❍ 2017년말 18세이상 64세이하 인구수 55,616명중 추정 환자 수           
     17,963명으로 주요정신질환 유병률 32.3% (알코올사용 4.4%, 정신병적  
     0.4%, 기분 3.6%, 불안 6.8%, 모든정신장애 17.1%)

 ❍ 정신장애 추정 수                       

구 분 유병률(%) 추정 환자 수(명) 비 고

모든 정신장애 11.9 6,217

※ 대상 :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인구수(53,600명)

*유병률 : 2016년 정신질환 역학조사 결과

(5년주기발표)

 ❍ 지역사회 주민관심
  - 주민의 건강 요구도에 관한 설문조사(1,400여명)실시 결과 역점을  두고 
    보건사업 시행하기를 원하는 사업은 노인건강증진사업이었으며, 영암군 보건소

가 주민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자는 1순위 노인, 2순위 임산
부와 영유아로 나타났다. 

   
‣ 생애주기별 관심 대상 사업
     영유아기 : 1순위 - 예방 접종률 향상, 2순위 – 출산율 향상
     청소년기 : 1순위 - 흡연, 2순위 - 비만관리
     성 인 기 : 1순위 - 만성질환관리, 2순위 – 정신건강관리
     노     인 : 1순위 - 치매예방 및 관리, 2순위 – 정신건강관리

계 정신분열병 정동장애 조울증 우울증 정신지체

157 119 10 1 1 26



- 6 -

m  주요 건강지표

(자료원 : 2017 지역사회 건강통계 *전국 : 국민건강영양조사)

m 영암군의 정신보건사업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5년 20.2%에서 2017년    
26.8%로 전국 전남 대비 높은 수준이며, 우울감 경험률도 2017년 전국   
대비 6.3%로 높아 군민의 정신건강 보건사업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 

영
역

산출지표
2015 2016 2017

전국 전남 영암 전국 전남 영암 전국 전남 영암

정
신
보
건

스트레스 인지율 26.7 24.4 20.2 27.0 26.8 26.0 25.1 23.4 26.8

우울감 경험률 5.4 4.4 5.6 6.8 4.6 8.1 6.0 5.0 6.3

삶
의 
질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42.3 43.1 4.8 39.7 46.2 35.4 40.0 39.9 39.8

흡
연

현재흡연율 23.2 20.8 19.5 22.8 22.6 21.6 20.1 18.8 20.0

흡연자의 1개월내
금연 계획률

5.4 4.7 8.4 7.7 7.4 4.8 6.1 5.6 2.8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23.8 20.9 27.1 24.7 22.2 28.6 26.0 24.5 22.6

음
주

월간 음주율 56.7 50.4 48.8 57.2 58 44.1 57.3 52.2 51.2

고위험 음주율 19.0 17.7 19.4 19.3 18.8 14.1 19.6 19.1 20.4

신
체
활
동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실천율

21.7 30 19.0 21.2 29.5 23.4 21.6 27.2 21.1

걷기실천율 39.1 40.5 29.9 37.1 41.9 27.8 39.5 35.2 32.5

비
만

비만율 24.7 23.5 26.0 25.5 24.4 31.4 28.3 28.6 26.6

주관적 비만 인지
율

36.6 31.1 31.0 37.4 35.6 37.0 38.9 36.8 33.6

체중조절 시도율 56.2 46.1 42.6 53.6 51.8 46.6 57.8 56.1 40.6

구
강
건
강

저작불편 호소율
(65세 이상)

46.9 52.2 63.4 47.4 52.1 47.9 41.0 46.6 50.0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6.30 54.8 42.7 6.30 54.8 32.8 54.4 54.0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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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레스 인지율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영 암 19.3 26.8 20.2 26.0

전 남 24.4 25.3 24.4 24.1

                                          (※자료:지역사회건강통계. 2016)

 -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체 26.0%, 남자 23.3%, 여자 28.8%로 여성이 높았으
며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28.2%로 가장 높았고, 60대에서 10.6%로 가
장 낮았다. 연차별로는 2013년 19.3%, 2014년 26.8%, 2015년 20.2%로 
감소하다가 2016년 29.6%로 증가하였다.

 - 스트레스 원인은 대인관계가 2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문제 
   25.0%, 경제적인 문제 18.7% 등의 순이었다.

                         
 ❍ 우울감 경험률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영  암 4.4 5.9 5.6 8.1

전  남 4.4 5.0 7.2 4.5

                                           (※자료:지역사회건강통계.2016)
- 우울감 경험률은 전체 8.1%, 남자 7.1%, 여자 9.1%로 여성이 2.0%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2.8%로 낮았고, 40대에서 14.3%로 가장 높았다.  

연차별로는 2013년 4.4%, 2014년 5.9%, 2015년 5.6%, 16년 2.5%나 상승하

여 우울증 예방교육 및 우울증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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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정신질환 유병률 및 추정환자수
  (단위 : 명 )

 ❍ 알코올 사용장애
(단위 :명,  ,  % )

구 분 유병율 추정환자수 비고

알코올사용장애 3.5 1,946

 
 ❍ 월간음주율
 -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분율(%)
 - 월간음주율은 전체 44.1%, 남자 59.0%, 여자 28.6%로 남자에서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53.9%로 가장 높았고, 40대 이후 연령이 증가 할  

   수록 감소하였다. 연차별로는 2012년 40.9%, 2013년 52.1%, 2014년      

   49.1%, 2015년 48.8%로 2014년 이후 감소하였다.

 ❍ 고위험 음주율
 -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이상(또  

   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이상 마  

   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 고위험음주율은 전체 14.9%, 남자 23.6%,여자 3.5%로 남자에서 높았다. 

구   분 유병률
영암군

추정환자수

전남 

추정환자수

전국

추정환자수
비고

알코올 사용장애 3.5 1,946 49,751 1,503,605

2016년 

12월말 

인구기준

정신병적장애 0.5 278 2,842 85,920

기분장애 1.9 1,056 27,007 816,243
불안장애 5.7 3,170 81,023 2,448,729

모든 정신장애

(니코틴사용장애 

제외)

11.9 6,618 169,155 5,1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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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21.0%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에서 24.3%로 가장   

  낮았다. 연차별로는 2012년 11.9%, 2013년 18.9%, 2014년 17.8%, 2015년  

   13.6%로 2013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6년 증가하였다.

건강행태 구분

영암군
전남

‘16

전국

‘162012 2013 2014 2015 2016

고혈압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23.5 24.9 25.1 26.2 30.4 26.7 25.2

고혈압 약물치료율 92.4 93.1 91.7 90.6 86.4 92.5 90.3

신체

활동율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46.2 9.5 8.9 11.2 16.1 17.9 -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50.2 18.0 18.0 19 23.4 27.6 21.9

걷기실천율 58.5 30.6 31.8 29.9 27.8 38.2 38.4

비만

비만율 23.9 26.0 24.8 26.0 31.4 28.5 27.9

주관적 비만인지율 29.1 30.6 31.0 31.0 37.0 35.9 39.1

체중조절시도율 40.7 39.1 42.1 42.6 46.6 50.2 55.2

음주
월간음주율 40.9 52.1 49.1 48.8 44.1 51.8 57.4

고위험음주율 10.7 9.9 15.7 19.4 14.1 18.7 19.2

흡연
현재흡연율 24.0 20.8 21.8 19.5 21.6 20.2 20.9

금연시도율 26.5 16.1 16.7 27.1 28.6 30.0 28.8

구강건강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47.5 49.0 45.8 42.7 40.7 51.4 -

저작불편호소율 57.7 55.7 51.6 63.4 47.9 52.1 45.7

정신건강
스트레스 인지율 27.4 19.3 26.8 20.2 26.0 24.1 26.2

우울감 경험률 2.0 4.4 5.9 5.6 8.1 4.5 5.7

당뇨병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9.6 11.9 14.0 13.2 10.6 11.7 10.5

당뇨병 치료율 90.3 89.3 89.7 89.1 90.3 89.6 88.7

관절염
관절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28.7 21.5 26.7 33.7 25.5 25.3

19.1



- 10 -

Ⅲ 영암군 자살 현황              

 ○ 자살률(십만명당) 
   우리군 자살률은 2005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국, 전남과    
   비교 높은  수준임.
  

 ○ 영암군 자살률

구 분
자살자수

자살률
(인구10만명당 건) 비고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영 암 21 11 13 27 35.6 18.8 22.4 47.3

전 남 583 556 583 562 30.8 29.4 30.8 29.7

전 국 14,427 13,836 13,513 13,092 28.5 27.3 26.5 25.6

(※자료원: ‘16년 중앙자살예방센터)

 - 2016년 전국 사망자 수는 13,092명으로 전년 대비 421명 감소하였고, 자살  
  률(인구 10만 명당)은 25.6명으로 전년 대비 0.9명 감소하는 반면 영암군은  
  자살자수는 전년 대비 14명 증가하였고, 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은 47.3명으
로 전년 대비 24.9명 증가하여 영암군은  자살예방 정책 전력질주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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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대별(2015년)
 
   60대 이상 노년층의 자살률이 55%를 차지하며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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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노인인구 현황
 - 영암군의 2013년부터 2017년의 노인 인구수를 살펴보면 13,087명         
   (22.2%)에서 13,777명(24.8%)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5세 이하
9,002

(15.2%)
8,686

(14.8%)
8,305

(14.3%)
7,677

(13.5%)
7,086

(12.7%)

16세 ~ 64세
36,972
(62.6%)

36,851
(62.6%)

36,373
(62.6%)

36,794
(64.5%)

34,753
(62.5%)

 노인 인구수
(65세 이상)

13,087
(22.2%)

13,315
(22.6%)

13,459
(23.2%)

13,574
(23.8%)

13,777
(24.8%)

총 인구수 59,061 58,852 58,137 57,045 55,616

 - 2016년 자살률
   (단위 : 명)

구분 영암군 전라남도 전국

2016년 자살자 수 27 562 13,092

2016년 자살률(십만명당) 47.3 29.7 25.6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2016년 65세 이상 자살률
(단위 : 명)

구분 영암군 전라남도 전국

2016년 자살자 수 27 562 13,092

2016년 자살률(십만명당) 47.3 29.7 25.6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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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별 자살현황(2017년)

 ○ 혼인상태, 자살수단, 사망장소, 교육정도에 따른 자살현황 통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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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자살 문제의 특성

- 영암군 2017년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2.3명으로, 전라남도 평균(25.1  
  명)와 비교해 높고 인근 강진군(27명), 해남군(23명), 무안군(29.3명) 보다 
  높아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방향 재설정 및 내실화 필요
 

- 2017년 자살자 사망 수단 분석 결과 1위 목맴, 2위 농약, 3위 가스중독 4위  
  추락 순으로 나와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 기관에 의뢰 할 
  수 있는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및 관리 필요

- 여전히 높은 자살 사망률을 보이는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하여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팀 및 치매 사업과 연계 정신건강평가를 실시하여 위험군을 조기 

  발견 및 경로당 중심 시니어 게이트키퍼 교실 확대 운영 필요

- 자살생각으로 인한 정신 상담률은 전체 9.7%, 남자 10.3%, 여자 9.4%였으
  며 연령대별로  50대에서 가장 높았고 5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70 대 이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자살 고위험 군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므로 다각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를 양성하고, 필요시 정신보건기관 및 의료기  
  관의 상담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신질환인식개선 홍보와 취약계층 접근성  
  이 좋은 인적 자원을 활용 방안 모색 필요 

- 2019년 하반기 신규 운영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을 책임질 수 있음을 알리는 홍보 전략이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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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 방향과 전략

1. 자살예방사업의 추진 방향성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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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추진 과제

비 전  자살로부터 안전한 행복한 영암

목 적

○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살률 감소
○ 게이트키퍼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확보로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 접근 도모

중·장기 목표 ▷ 영암군 자살률(2017년)18명 → (2022년)까지 16명으로 감소
▷ 자살예방 교육 참여자수 (2018년)1,056명 → (2022년)까지 2,000명

단기목표

○ 정신질환·자살에 대한 인식개선
○ 생애주기별 생명사랑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 자살위기 상담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자살 고위험군 지지체계 강화
○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추진전략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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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 진 체 계

1. 추진체계

 영암군수

영 암 군 

영암군보건소

⇒ 의뢰, 연계

치매정신팀

여성가족과, 교육청 

노인,청소년,여성,상담전화 

등 ⇒ 의뢰, 연계

2. 자살예방위원회(자문위원회)
<지자체 자살예방 위원회>

구분 이 름 소  속 직 위 연락처

위원장 이국선 영암군보건소 보건소장 061-470-6521

자문의 임대창  정신과 전문의 영암병원 자문의 061-470-7100

위  원 김미현 영암군청 여성가족과 팀장 061-470-6510

위  원 민병훈 영암군청 주민복지실 팀장 061-470-2861

위  원 손양익
영암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감 061-470-0321

위  원 119 영암소방서 119 구조구급팀장 061-460-0832

위  원 김복실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팀장 061-470-6537

위  원 정현주 영암군보건소 정신보건사업 담당자 061-470-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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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추진 인력
<지자체 자살예방사업 주요 추진 인력>

4.유관·민관조직

소속 역할 연락처
영암군청 ․ 긴급복지지원 상담자 중 고위험군 발굴의뢰 061-470-2127

영암경찰서
․ 자살고위험군 및 유가족 의뢰
․ 자살고위험군 관련 통계자료협조
․ 회의, 사업공유

061-470-0321

영암소방서 ․ 자살고위험군 및 유가족 의뢰
․ 회의, 사업공유

061-460-0882

영암군노인복지관 ․ 독거노인 및 고위험군 연계
․ 노인 서비스 대상자 교육 협조  061-470-6743

전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회의 및 홍보 협조
․ 자살고위험군 및 유가족 의뢰  061-350-1708

영암군자활센터 ․ 독거노인 및 고위험군 연계
․ 노인 서비스 대상자 교육 협조  061-471-9933

Ⅵ 중장기 계획 및 전년도 사업 평가

1.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추진 

소속 이름 직위 역할 연락처

보건소

이국선 소장 보건소 업무 총괄 061-470-6521

김복실 팀장 정신건강증진총괄, 협력체계 구축 061-470-6537

정현주 담당 사업 기획, 평가, 홍보 등 061-470-6539

2019년

2018년 ‣ 정신보건사업 추진
‣ 농약보관함 가구 지속적 모니터링
‣ 번개탄 생명사랑실천가게 확대(20개소) 
‣ 농약판매업소 생명사랑실천가게(36개소)
  신규 지정
‣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 농약보관함 모니터링
‣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 번개탄 생명사랑실천
  판매업소 지정(13개소)

2017년

‣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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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방향

Ⅶ 세부사업 계획

사업 
범주

세부 
사업명

주요 내용 목표 결과 자체 평가
개선 
방향

자살
관련
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홍보 
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

 건강증진상담 
 켐페인 실시

지역주민들의 
관심 유도,
인식 개선.
2회/2,000명

1회/1,22
0명

‣단일
 홍보 추진이 
성과목표 
미달성 원인임.

보건사업
연계추진

자살예방 
및 정신
건강증진
교육

‣임산부 대상 
 우울증 
예방교육

‣취약계층 아동 
대상 및 청소년 
생명 사랑교육

자살 예방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유도 및 공감대 
형성 4회/500명
(교육횟수)

6회/
913명

‣지역주민의 
 관심유도

대상확대

자살 
위험
환경 
개선

농약안전
보관함
보급사업 

‣마을 생명 
사랑지킴이 
양성 및 
모니터링

‣농약보관함보급 
지정 마을 정신 

보급 마을 대상 
농약에 의한 
자살 사망자수

0 명

자살수단을 
차단하고
소중한 생명
지키기 

사업 범주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성과 목표

1. 자살관련 사회인식
개선

▸생명존중 및 정신건
강증진 캠페인 실시 세계 자살예방기념주간 캠페인 및 

지역축제연계 홍보관 운영
켐페인 및 홍보
(2회,2,000명)

▸자살예방 홍보 
2.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지지 체계 
   마련(인프라)

▸정신건강사례관리
  시스템 활용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자살 
고위험군 통합사례관리 등 시스템사용자직원교

육: (2회 5명)▸민관 협력체계 구축 유관기관 실무회의 개최 등

3. 자살위험환경개선

▸농약안전보관함 
  모니터링
▸번개탄 생명사랑
  실천가게 확대 운영
▸농약판매업소 
  생명사랑 실천가게
  신규 선정

-2019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 대상 마을 사후 모니터링 
- 번개탄 판매업소 
생명사랑실천가게 13개소⇒20개소
- 농약판매업소                  

생명사랑실천가게 36개소

농약음독에 의한 자살 
사망자수‘17년
 7명 ⇒ 6명

1. 세부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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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생명존중 및 정신건강증진 캠페인 실시

기간 19년 4월,10월 (지역축제 및 타사업 연계), 9월 (자살예방의 날)

대상 지역 주민

주요 내용 생명존중 캠페인 운영

목적 및 기대효과 생명존중문화 확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

성과 목표 자살이 예방 가능한 목표임을 인식하는 군민 대상 2회/2,000여명

추진 체계(담당자) 치매정신팀

  1. 자살관련 사회인식 개선
    1-1. 생명존중 및 정신건강증진 캠페인 실시

 ❍(자살예방기념 주간 캠페인) 9월을 생명사랑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 
     생명존중․사랑 운동, 검진, 상담 등 캠페인 운영

4.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대책 추진

▸어린이 교육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 유해성
홍보

자살예방교육 실시 건 
‘19년 15회
⇒ 2,000명

▸청소년 교실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과 유형안내

▸예비 맘 
  산후 우울증예방교육 산후 우울증 검사 및 예방법 교육

▸중장년대상
  빈새둥지 증후군
  에방교육

빈새둥지 증후군 바로 알기 

▸지역리더대상
  게이트키퍼 교육

보건복지인증 자살예방 보고 듣고
말하기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노인우울증 예방교육 노년기 정신 건강에 대한 이해
▸농민대상
  농약보관함가구
  정신건강증진교실
  운영

농약으로 인한 음독 및 우울
 에방

▸주간재활프로그램
  교실 운영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활동과
정서적 안녕 도모

5. 자살고위험군 예방․  
  지지체계 강화

▸정신과 병원 재원 퇴
원시 자살예방 

정신질환자 재원환자 관리 및 
퇴원시 연계, 등록 강화 등

퇴원사실 의뢰 건수
‘19년 15명

6. 자살위기대응 및   
 사후 관리 체계마련

▸자살위기전화 운영 
및 긴급출동 연계 경찰, 소방서 위기 개입, 연계 강화

▸지역사회 자살 사후관리 사건발생 및 의뢰, 연계 고위험군 
발굴, 상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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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자살예방 홍보

 
 ❍ 생명존중 홍보, 지역신문 기획보도 등을 제작․활용하여 인식개선 추진
  
2.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인프라)
    2-1.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연계 활성화

세부 사업명 정신건강사례 관리시스템 연계 활성화

기간 연중

대상 자살고위험군 의뢰 대상 및 시스템 사용자 교육

주요 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 보건복지 연계 및 지원

목적 및 기대효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자살예방

성과 목표
지역사회 연계 자살고위험군 관리 10건, 시스템 교육 1회 24
명

평가방법 상담자료 건수 및 교육 실시 여부

추진 체계(담당자) 치매정신팀

 ❍ 보건 복지 연계활성화를 통한 고위험군에 대한 통합적인 사례관리
   - 자살 위험집단의 복지수요 발굴 및 서비스 제공 (자살위기 평가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의료기관 연계 지원)
   - 사회복지공무원, 희망복지지원단 등 통합사례관리자등 사례관리 

사업담당자에 대한 센터 정보 제공 및 연계 회의 참석

세부 사업명 자살예방 홍보

기간 연중(1월 ~ 12월중)

대상 경로당 이용 주민(보건소 한방, 중풍 에방교실 연계)

주요 내용 생명존중홍보, 우울증 등 검사, 상담, 등

목적 및 기대효과 생명존중의식 강화,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률 개선

성과 목표 자살이 예방 가능한 목표임을 인식하는  150회/3,000명

추진 체계(담당자) 치매정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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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유관기관과의 실무업무추진을 위한 실무회의 참석
 ❍ 협력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 회의 실시

3. 자살위험환경 개선
 3-1. 농약안전보관함 사후관리 및 정신건강행복마을 육성

세부 사업명 농약안전보관함 사후관리 및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기간 3-12월중

대상
농약보관함 보급가구(83가구) 및 정신건강행복마을 3개 마을 

주요 내용 농약보관함 모니터링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목적 및 기대효과 농약으로 인한 음독자살 방지 및 마을 내 생명사랑 안전망 구축
(농약 음독에 의한 자살사망자수 ‘17 7명 ⇒ ‘19 6명)

성과 목표
농약안전보관함 모니터링 실시 가구(각 가구별 반기 1회)/정신건강
증진프로그램 (7~8월, 각 마을  1회)

평가방법 실적자료

추진 체계(담당자) 치매정신팀

 3-2. 번개탄 판매업보 생명사랑실천가게 신규 지정 및 사후관리 

세부 사업명
번개탄 및 농약 판매업소 신규 지정 및 모니터링
판매업소 대상 게이트키퍼 교육 실시

기간 3-12월중

대상
번개탄 판매업소 20개소
농약 판매업소 36개소 생명사랑실천가게 신규 지정 

주요 내용
농약 및 번개탄 생명사랑실천가게 지정 및 모니터링 
업소 대상 게이트키퍼 양성

목적 및 기대효과
농약 음독자살 방지 및 번개탄 가스 사망 방지 생명사랑 안전망 구
축
(농약 음독에 의한 자살사망자수 ‘17 7명 ⇒ ‘19 6명

성과 목표
농약안전보관함 모니터링 실시 가구(각 가구별 월 1회)/
생명사랑실천가게 업주 게이트키퍼 참여율 80%

평가방법 실적자료
추진 체계(담당자) 치매정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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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추진
  4-1. 초등학교 교육 종사자 교육

세부 사업명 초등학교 교육 종사자 교육

기간 5월, 7~8월

대상
지역아동센터 4개소, 초등학교 교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
자

주요 내용
아동 생명사랑교육, 취약계층 아동 교육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동영상 자료 활용 교육 게이트키퍼 교육 

목적 및 기대효과 아동 생명사랑존중 인식으로 어린이 보호 

성과목표 아동 생명사랑존증 인식 개선 교육 

평가방법 실시건수

추진 체계(담당자) 치매정신팀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고위험군 관리) 여성가족과 청소년 수련관 연계 상담 

 4-2. 청소년 교실

세부 사업명 청소년 교실

기간 3-12월중

대상 청소년 1,000명(청소년 수련관 연계)

주요 내용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 유해성 홍보, 청소년 게이트키퍼 교육

목적 및 기대효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인식개선 및 생명사랑 존중 인식 개선 

성과 목표 청소년 생명사랑존중 인식 개선 교육

평가방법 실시건수

추진 체계(담당자) 치매정신팀

 

❍ 청소년자살 예방 교육 실시, 선별검사, 상담, 고위험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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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예비 산모 및 산후 우울증 예방 교실

세부 사업명 예비 산모 및 산후 우울증 예방 교실 

기간 반기 1회

대상 산모 출산교실 참석자 50명

주요 내용
산후 우울증에 대한 이해, 산후 우울증 검사 실시, 산후 우울
증
예방법 소개

목적 및 기대효과 산후 우울증 예방, 선별검사로 인한 고위험군 관리

성과 목표 산후우울증 예방 교실 

평가방법 실시건수

추진 체계(담당자) 치매정신팀

 ❍ 예비맘 우울증 예방 교육 실시, 선별검사, 상담, 고위험군 관리
 
4-4. 빈새둥지증후군 예방교육

세부 사업명 빈새둥지증후군 예방 교실

기간 3∼10월중

대상 중년 200명

주요 내용
빈새둥지 증후군 바로 알기, 우울증 바로 알기, 게이트키퍼 교
육
웃음 요가 등

목적 및 기대효과 자살사망감소, 선별검사로 인한 고위험군 관리

성과 목표 빈새둥지증후군 예방 교실, 게이트키퍼 교육 

평가방법 실시건수

추진 체계(담당자) 치매정신팀

 ❍ 빈새둥지증후군 예방 교실로 자살 예방 교육 실시, 선별검사, 상담, 
고위험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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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지역리더대상 게이트키퍼 교육

세부 사업명 지역리더대상 게이트키퍼 교육

기간 5월중 1회

대상 지역리더 및 공무원 200명

주요 내용 보건복지인증 자살예방 보고듣고 말하기 게이트키퍼 교육

목적 및 기대효과 게이트키퍼양성 교육으로 생명존중인식 고취

성과 목표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평가방법 실시건수

추진 체계(담당자) 치매정신팀

 

4-6. 노인우울증 예방교육 

세부 사업명 노인 우울증 예방 교실

기간 3∼12월중

대상 경로당 이용 주민 200명

주요 내용
지역사회 노인관련 유관기관 연계 교육, 고위험군 관리
게이트키퍼 교육 등

목적 및 기대효과 노인 자살사망감소, 선별검사로 인한 고위험군 관리

성과 목표 노인우울증 예방 교육, 게이트키퍼 실시 횟수

평가방법 실시건수

추진 체계(담당자) 치매정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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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명 주간재활프로그램 교실 운영

기간 3∼12월

대상 정신질환 환우 및 가족 25명(Happy반)

주요 내용 정신환자의 투약에 대한 정보 및 관리 

목적 및 기대효과 정신환자의 신체적 활동 지지와 정서적 안녕도모

성과 목표 주간재활프로그램 실시

평가방법 실시건수

추진 체계(담당자) 치매정신팀

 4-7 주간재활프로그램 교실  운영

5. 자살고위험군 예방·지지체계 강화
  5-1. 정신과 병원 재원․ 퇴원 시 자살 예방

세부 사업명 정신과 병원 재원 ․ 퇴원 시 자살예방

기간 연중

대상 입원, 퇴원한 자살 고위험군

주요 내용 정신질환자 퇴원시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의뢰, 연계

목적 및 기대효과 정신 ․신체 질환으로 인한 자살사망 감소

추진 체계(담당자) 치매정신팀

❍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재원시 월 1회 재원환자 관리 시행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정보제공, 의료기관 연계기관 간담회를 통한 퇴원시 의뢰, 
연계 협조체계 구축

❍ (신체질환자) 만성, 중증질환으로 인해 우울, 자살의 고위험군인 환자를 
대상으로 선별검사 시행 및 정신의료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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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살위기대응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6-1. 자살위기전화 운영 및 긴급출동 연계

세부 사업명 자살위기전화 운영 및 긴급출동 연계

기간 연중

대상 자살고위험군(자살위기전화 상담자)

주요 내용 경찰서, 소방서 위기상담전화 연계 강화 등

추진 체계(담당자) 치매정신팀

❍ (자살위기 전화운영) 1577-0199(정신건강상담전화)를 통한 자살위기 
정신건강위기 상황에 대한 24시간 긴급대응체계 운영 (주말, 야간에는 
전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개입 후 기초 센터에 의뢰)

❍ (긴급출동 및 연계) 112, 119에서 위기상담전화와 연결한 현장출동 및 
긴급구조실시, 의료기관 및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 경찰(112) : 자살시도자 발견 및 신고 접수시 보건소로 의뢰
 - 소방(119) : 자살시도자 응급상황발생 시 응급처리 및 병원 이송
 - 정신건강증진센터 : 자살시도자 및 가족 상담, 연계 서비스 실시   

6-2. 지역사회 자살 사후 관리

세부 사업명 지역사회 자살 사후 관리

기간 연중

주요 내용 사건발생 및 의뢰, 연계 고위험군 발굴, 상담 서비스 등

추진 체계(담당자) 치매정신팀

❍ (예방적 접근) 지역사회 개별, 또는 마을 단위 우울증 검사 및 상담, 
교육서비스 확대

❍ (자살고위험군 의뢰 체계) 지역주민, 복지시설종사자,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보건소 의료기관, 등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에서로부터 조기 발굴 및 

사건발생 후 의뢰 , 연계 협력 구축



- 28 -

Ⅷ 추 진 일 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살관련 
사회인식개선 ● ● ●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지지 

체계 마련(인프라)
●

자살위험환경개선 ● ● ● ● ● ● ● ● ●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추진 ● ● ● ● ● ● ● ● ● ●

자살고위험군 예방․ 
지지체계 강화 ● ● ● ● ● ● ● ● ● ● ● ●

자살위기대응 및 
사후 관리 
체계마련

● ● ● ● ● ● ● ● ● ● ● ●

<월별 사업 추진 일정>

 : 비예산으로 타사업 연계 및 지원 협조로 운영

Ⅸ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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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자 체 평 가

1. 자체평가계획 
 가 -1. 평가시기
  ▸ 사업 종료 후 익년 1월 중 평가
 가-2. 평가 내용
  ▸ 자살예방사업 목표 대비 실적 평가
  ▸ 구조, 과정, 결과평가를 통한 평가 실시
 가-3. 평가 목적
  ▸ 사업 평가 결과 부족한 부분의 원인 및 관련요인 분석, 장․단기적인 전략  
     수립에 활용

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방법 배점

구조  
평가

(투입목표)
(10%)

인력
예산

투입 인력수 투입인력 수/계획된 수
90%이상
90%이하

5
3

예산확보 확보액/목표액 90%이상
90%이하

5
3

과정 
평가

(산출목
표)

(60%)

사업 
수행

자살예방사업홍보 달성량/계획량
90%이상
80%이상
70%이상

10
 8
 6

자살위험군등록관리 실시인원/계획인원
90%이상
80%이상
70%이상

5
4
3

자살예방교육 실시인원/계획인원
90%이상
80%이상
70%이상

10
 8
 6

연계건수 실시인원/계획인원
90%이상
80%이상
70%이상

5
4
3

선별검사 및 일반상담 실시인원/계획인원
90%이상
80%이상
70%이상

10
 8
 6

농약보관함 사후관리 실시횟수/계획횟수
90%이상
80%이상
70%이상

20
16
12

결과 
평가 

(30%)
10만명당 자살률 감소 전년대비 감소인원

90%이상
80%이상
70%이상

30
25
20

 가-4. 자체 평가 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