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 유)
제

목 2018년 2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장소 변경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역량강화 및 사업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2018년 2차 교육 장소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어 신청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18년 2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나. 참여대상 : 경기도 31개 시·군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실무자 100명
다. 일

시 : 2018.12.13.(목) 13:30~17:30

라. 장

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DB 1층 대교육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마. 신청기간 : 2018.11.09.(금) 09:00 ~ 12.10.(월) 18:00
바. 신청방법 : 경기도정신건강증진사업홈페이지(www.mentalhealth.or.kr) → 아카데미 → 오프라인신청
사. 주최/주관 : 경기도/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아. 문

의 : 정신건강증진팀 한지원 (031-212-0435, 내선 6415)

붙임 2018년 2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계획안 1부. 끝.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

수신처: 경기도 31개 시 ․

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고양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성남시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

터, 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부천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담당

한지원

팀장

고혜선

부센터장

윤미경

시행: 경기정신건강18-271(2018.11.08.)

접수:

1631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전화 (031)212-0435

(정자동) 경기도의료원 2층
홈페이지 http://www.mentalhealth.or.kr

센터장

이명수

전송 (031)212-0442

(내선6415)
전자우편 hjiwon4021@gmail.com

2018년 경기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2차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계획안
아동ž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수
행능력을 향상시켜 효과적인 사업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7)에 따르면, 청소년의 12.4%는 자살사고를 호소하며, 실제 청소년 중 2.6%
는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음. 과거 DSM-Ⅳ에 경계성 성격장애, 우울증 등으로 평가되던 비자살성 자해
는 2013년 DSM-Ⅴ로 개정되며 ‘비자살성 자해’로 분리되었고 국내·외 학자들은 자해 시작 연령을 주로
20세가 되기 전(12세~14세)로 보고 있어 실무자들에게 청소년기 자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따라서, 실무자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업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실무자의 역량강화 및 잠재력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Ⅱ

개

요

교 육 명

2018년 경기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2차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일

정

2018.12.13.(목) 13:30~17:30

장

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DB 1층 대교육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참석 대상

경기도 31개 시·군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실무자 100명

교육 내용

청소년의 자해 실태와 심리, 비자살자해질환(Non-Suicidal Self-Injury:NSSI)의 확산

접수 기간

2018.11.09.(금) 09:00 ~ 2018.12.10.(월) 18:00

접수 방법

경기도정신건강증진사업홈페이지(www.mentalhealth.or.kr) → 아카데미 → 오프라인신청

주최 / 주관

경기도/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문

정신건강증진팀 한지원 031-212-0435 (내선6415)

의

Ⅲ

세부내용
시

간

13:30 ~ 14:00

14:00 ~ 17:00

분

교 육 내 용

강 사

30

접수 및 등록

-

180

김현수

청소년의 자해 실태와 심리,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비자살자해질환의 확산

/성장학교 별

김현수
17:00 ~ 17:30

30

질의응답 및 마무리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성장학교 별
※ 상기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Ⅳ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에게 발병할 수 있는 정신질환의 이해를 통해 전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청소년 자해 실태, 심리 등의 이해를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개입 방안 모색
❍ 실무자 역량강화를 통하여 경기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사업의 사업수행능력을 향상

Ⅴ

오시는 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DB 1층 대교육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 대중교통 안내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3번 출구에서 500m도보(약 20분소요)
(강남역 출발) M5422번/ 3002번[광교테크노밸리 하차], 3007번[경기대 후문 하차]

버스

(사당역 출발) 7002번[광교테크노밸리 하차], 7000번 / 7001번[경기대 후문 하차]
(서울역 출발) M5115번 / M 5121번[광교테크노밸리 하차], 8800번[경기대 후문 하차]
(기타) 7번 / 60번/ 80번 / 85번 / 660번 / 700-2번 / 720-1번/ 720-2번

❍ 주차안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테크노밸리) 내 유료주차 가능
- 당일 데스크에서 주차 50%할인권 500원에 구입 가능 (당일 500원 동전 필수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