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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자살예방 캐릭터 이름 선호도 조사 실시
-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갈매기와 등대 모티브로 캐릭터 개발 - 이달 25일까지, 캐릭터 이름 선정을 위한 시민 선호도 조사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캐릭터’ 2종을 개발하고, 시민에게 더
욱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캐릭터 이름을 선정하
기 위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캐릭터는 어디든 날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갈매기’와 인천 바다에 듬직하게 서서 밝
은 빛을 비춰 길을 알려주는 ‘등대’를 모티브로 했다. ‘자살예방
은 무겁고 어두운 주제’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밝고 따뜻한 느낌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에게 부담감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됐다.
캐릭터 이름 후보* 중 시민이 선호하는 이름과 시민이 생각하는 자살
예방에 적합한 캐릭터 이름을 함께 수렴한 후 최종 캐릭터 이름을 선
정할 계획이다.
*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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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이달 25일까지 2주간, 참여링크(https://han.gl/XShDB)로
접속 후 온라인 투표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캐릭터 이름이 정해지면, 일상 속 자살예
방에 대한 인식개선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에도 캐릭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캐릭터는 시민과 친하게 소통하는 중요한 콘텐츠인 만큼, 이번
에 개발된 캐릭터가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인식 향상은 물론 생
명존중 문화콘텐츠로 시민과 소통하는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인천시
의 자살예방과 인식개선에 걸 맞는 캐릭터 이름이 선정될 것을 기대
한다”며 “시민과 함께 만든 자살예방 캐릭터가 꾸준하게 관심을 받
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인식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
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
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마음건강자가진단 및 온라인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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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자살예방 캐릭터 이름 선호도 조사 이벤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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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캐릭터 이름 후보[안]
종류

번호

후보명

1

이따

2

우미

3

나래

4

사나래

5

매리

6

마온

1

드니

2

듬지기

3

금쪽이

4

수호

5

모아

6

라온

갈매기

등대

의미
~~ 할 수 있다 응원메시지 + 살릴 수 있다 각오메
시지 + 생명을 잇다 생명존중 메시지
자살생각으로 힘든 사람을 보면 귀 기울여 듣
고 도움을 주는 도우미를 의미
날개의 우리말로 우리 모두 희망의 날개를 펴
칠 수 있다는 의미
천사의 날개라는 뜻으로 마음을 살펴 생명을 지
킬 수 있도록 천사의 날개짓을 하겠다는 의미
누구든 힘들 때 혼자 있지 말고, 매순간 우리
함께해요
당신의 마음이 평온(穩)해 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하는 존재
든든히(든드니) 너를 지키고, ‘힘드니?’라고 물어
보며,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
힘든 마음을 털어놓고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친
구가 되어주겠다는 의미 (듬직+지기)
당신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이며, 우리는
당신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의미
바닷길를 지키는 등대처럼 소중한 생명을 지키
는 수호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뜻을 모아 함
께 하면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의미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빛을 비추어(Light on)
생명을 켜다(Life on)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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