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수신처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경기도 중증정신질환 집중사례관리 운영보고 세미나 일정변경 안내
1. 귀 기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경기정신건강18-161 (2018.07.30.)호」관련, 태풍‘솔릭’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경기도 중증정신질환 집중사례관리 운영보고 세미나’개최 일정을 공지 드리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가. 행 사 명 : 경기도 집중사례관리 프로토콜 운영보고 세미나
나. 일

시 : 2018년 9월 20일(목) 09:30-13:30

다. 장

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

라. 참여대상 : 31개 시군 센터별 중증정신질환 집중사례관리 담당자(시군별 3명)
마. 신청기간 : 2018년 9월 13일 (목) 까지
바. 신청방법 : 경기도정신보건사업홈페이지 아카데미 오프라인 신청
사. 주최주관 : 경기도/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아. 문
붙임

의 : 회복지원팀 오희영(031-212-0435, 내선 6405)

경기도 중증정신질환 집중사례관리 운영보고 세미나 변경 계획안 1부. 끝.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

수신처 :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 오희영

팀장 김정진

부센터장 윤미경

시행: 경기정신건강18-183(2018.08.28.)

접수:

우 1631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전화(031)21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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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6405)
전자우편 ohyohy@nate.com

센터장 이명수

전송(031)212-0442

붙임. 계획안

2018 경기도 중증정신질환

집중사례관리 운영보고 세미나 변경 계획

Ⅰ. 추진목적
「경기도형 중증정신질환 집중사례관리 프로토콜」에 의거하여 시군 센터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 모형으로 제공되고 있는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경기도
집중사례관리 서비스의 시군별 편차를 좁히고 표준화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상반기 시군 운영현황을 공유하여 각 시군별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모형을 수정 및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적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Ⅱ. 추진개요
사 업 명 : 2018 경기도 중증정신질환 집중사례관리 운영보고 세미나
일

시 : 2018년 9월 20일 (목) 09:30-13:30

장

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참여대상 : 31개 시군 센터별 중증정신질환 집중사례관리 담당자(시군별 3명)
신청기간 : 2018년 9월 13일 (목) 까지 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 경기도정신보건사업홈페이지(www.mentalhealth.or.kr)→아카데미→오프라인신청
주

최 : 경기도

주

관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문

의 : 회복지원팀 오희영(031-212-0435, 내선6405)

Ⅲ. 세부일정
시

간

분

교 육 내 용

09:30-10:00

30

등록 및 접수

10:00-10:05

5

인 사 말

10:05-10:15

10

10:15-10:25

10

비 고

이명수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

경기도 중증정신질환 집중사례관리

이명수

서비스 프로토콜 안내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

김정진

경기도 중증정신질환 집중사례관리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 보고

회복지원팀장

양희숙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10:25-11:40

75

손은미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시군 모형별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김남희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 공유

전지영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석지현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11:40-12:10

30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질의응답

12:10-13:30

80

집중사례관리 운영방안 토의 및 점심식사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Ⅳ. 기대효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집중사례관리 방안을 함께 공유하고 효
과적인 서비스 제공방법을 모색함.
31개 시군별 운영현황 파악을 통해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프로토콜을 수정 및 보완
하여 실효성과 효용성을 증진함.

Ⅴ. 오시는 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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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차안내
- 광교테크노밸리 내 유료주차 가능
- 당일 데스크에서 주차 50%할인권 500원에 구입 가능(당일 500원 동전 필수 지참)
→ 4시간 이용 시 50%할인권 구매하여 주차비 총 2,000원 발생(경차 경우 총 1,250원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