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수신처  수신처 참조

(경 유)  

제  목  2020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직원 워크숍 취소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정신건강20-086(2020.03.04.)호 관련입니다.

3.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범국가적 차원의 방역

활동이 권장되고 있어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1항 2에 의거하여 경

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신규직원 워크숍 개최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하였습니다. 참가실무자들의 안전 확보와 감염 확산 방지가 최우선이라 판단하여 

「2020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직원 워크숍Ⅰ,Ⅱ」를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4. 이에 2020 경기도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직원 워크숍 참가비 환불 방법을 아래와 같

이 안내드립니다.

  가. 환불대상 : 참가비를 납부한 개인 및 기관

  나. 환불방법 : 붙임. 환불신청서 및 통장사본  gpmhc@hanmail.net으로 4월10일까지 발송

  다. 지급일정 : 2020년 4월 14일(화) ~ 4월 17일(금) 지급 예정

붙임  환불신청서 1부.  끝.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

수신처 : 경기도 내 31개 시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담당  이예찬 상임팀장  김수영  부센터장  윤미경  센터장  이명수

시행: 경기정신건강20-122(2020.04.06.)  접수: 

우 1631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정자동) 경기도의료원 2층

 전화 (031)212-0435

      (내선6425)

 전송 (031)212-0442

홈페이지 http://www.mentalhealth.or.kr  전자우편 gpmhc@hanmail.net



붙임. 환불신청서 

* 환불신청서 및 통장사본 gpmhc@hanmail.net으로 발송(4월 10일까지)

1) 기관계좌로 환불 신청 시 환불금액에 총액 기재하여 환불정보 작성
2) 개인계좌로 환불 신청 시 환불정보에 각각 기재
3) 기관 및 개인계좌로 혼합 하여 환불이 필요 할 시 기관 환불정보, 개인 환불정보 각각 기재

2020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직원 워크숍Ⅰ,Ⅱ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2020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직원 워크숍에 관련된 개인정보 수

집 및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2020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직원 워크숍 참가비 환불처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 소속기관,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해당 정신건강증진사업 참가비 환불처리 종료시점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환

불처리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관명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 031-212-0435 내선)6425

환불대상 □ 기관1)  □ 개인2)  □ 혼합3)

환불정보

환불금액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3만원 이예찬 농협

9만원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