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 유)  

제  목  2021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직원 랜선 워크숍 참가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이념과 역사를 익히고 신규직원 간 소통 및 

선배직원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신규직원 워크숍을 진

행하였으나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

인 실시간 라이브 방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2021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직원 워크숍」을 랜선으로 개최하오니 

신규 실무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행 사 명 : 2021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직원 랜선 워크숍

  나. 일    정 : 2021. 06. 03.(목) 14:00~16:20 / YouTube 실시간 라이브

  다. 참석대상 : 경기도 내 지역 정신건강증진사업 유관 기관 신규 직원

                 (※ 2019년 이후 입사자이면서 신규직원 워크숍 미참석 실무자)

  라. 신청방법 : ①, ② 모두 작성 후 제출

신청서 ① 기관 신청서(붙임4) ② 개별 신청서(구글)

제출방법 gpmhc@hanmail.net 회신
URL 접속 후 신청

(https://forms.gle/q9NLe7BRqzz4iMo19)
※ YouTube 접속 URL의 경우 개인 연락처 또는 각 기관 메인 담당자에게 발송 예

정이며, 일부공개로 URL이 전달된 사전 신청자에 한해 접속 가능합니다.

※ 개별 신청서를 제출한 참여자에 한해 행사 참여 및 상품 제공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이후 입사자의 경우 익년 신규직원 워크숍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청기간 : 2021. 04. 21.(수) 18:00까지

  바. 주최주관 : 경기도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자살예방센터

  사. 문    의 : 기획조정팀 이현주(031-212-0435 / 내선 6404)

붙임  1. 2021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직원 랜선 워크숍 참가 안내 1부.

      2. G-mind Worker의 하모니로 시작하는 OPENNING! 참가 안내 1부.

      3. 무엇이든G 물어보살 참가 안내 1부.

      4. 2021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직원 랜선 워크숍 기관 신청서 1부.  끝.

mailto:gpmhc@hanmail.net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

수신처 : 경기도 정신건강과, 경기도 31개 시․ 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담당  이현주 팀장  오희영  부센터장  윤미경  센터장  이명수

시행: 경기정신건강21-224(2021.04.12.)  접수: 

우 1631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정자동) 경기도의료원 2층

 전화 (031)212-0435

      (내선6404)

 전송 (031)212-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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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2021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직원 랜선 워크숍 참가 안내

ㄴ

2021년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직원 랜선 워크숍

“언텍트로 활력충전하G”

Ⅰ  목적 및 배경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이념과 역사 및 기본 사업을 교육하여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개념과 정체성 확립

 ❍ 정신건강증진사업 선배로부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통해 동기부여와 자신감 성취

 ❍ 기존 ‘신규직원 워크숍’의 경우 오프라인(1박2일)으로 진행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진행으로 변경하여 신규직원 간의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정

신건강증진사업 현장에서의 네트워크 형성

Ⅱ  개  요

 ❍ 행 사 명 : 2021년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직원 랜선 워크숍

 ❍ 일    시 : 2021. 06. 03.(목) 14:00 ~ 16:20 / YouTube 실시간 라이브

 ❍ 참석대상 : 경기도 내 지역 정신건강증진사업 유관 기관 신규 직원

             (※ 2019년 이후 입사자이면서 신규직원 워크숍 미참석 실무자)

 ❍ 신청기간 : 2021. 04. 21.(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①, ② 모두 작성 후 제출 필요

신청서 ① 기관 신청서(붙임4) ② 개별 신청서(구글)

제출방법 gpmhc@hanmail.net 회신
URL 접속 후 신청

(https://forms.gle/q9NLe7BRqzz4iMo19)
※ YouTube 접속 URL의 경우 개인 연락처 또는 각 기관 메인 담당자에게 발송 예정이며, 일

부공개로 URL이 전달된 사전 신청자에 한해 접속 가능합니다.

※ 개별 신청서를 제출한 참여자에 한해 행사 참여 및 상품 제공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이후 입사자의 경우 익년 신규직원 워크숍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최/주관 : 경기도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자살예방센터

 ❍ 문    의 : 기획조정팀 이현주(031-212-0435 / 내선 6404)

 ❍ 협조사항 : 신규직원 랜선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신규직원들이 별도의 공간에서 랜선 워

크숍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협조 요청 드립니다. 

mailto:gpmhc@hanmail.net
https://forms.gle/q9NLe7BRqzz4iMo19


Ⅲ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05 5분

G-mind Worker의 하모니로 시작하는 OPENNING! 

 └ 신규직원들의 하모니와 함께하는 감동의 

오프닝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14:05~14:30 25분

 大王 선배님께서 답해주신다! 무엇이든G! 물어보살

 └ 선배로부터 현장에서의 고민을 해결하고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경기도 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14:30~15:20 50분
G혜로운 신규직원이 되기 위한 미니렉쳐!

 └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직원을 위한 강의
미 정

15:20~16:00 40분
 G퀴즈 온 더 블럭

 └ 동고동락 본격 라이브방송!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16:00~16:10 10분
인생을 바꿀 신규살이 10계명을 전수하G
 └ 선배들의 노하우를 전수받다!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16:10~16:20 10분
폐회

 └ 폐회 및 마무리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2]「G-mind Worker의 하모니로 시작하는 OPENNING!」참가 안내

ㄴ

2021년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직원 랜선 워크숍

“ 하모니로 시작하는 OPENNING! ” 참가 안내

 코로나19 등의 많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음악을 함께 나눠 부르며 

서로에 대한 공감과 위로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 서 계신 신규직원 선생님들~! 희망찬 노래를 불러주세요 J

Ÿ 곡    명 : 가호 – 시작 (이태원클라스 OST)

             https://youtu.be/hWYM5QEt0Fg

Ÿ 참가방법 : ①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노래 파트와 음원 MR을 받는다. (메인담당자에게 

연락 예정)

② 촬영본을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로 발송한다.

Ÿ 참조사항 : 풍성한 오프닝 영상을 위한 Tip!

   ① 노래만 부르기 보다는 소품을 활용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활용 가능합니다.

   ② 노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뮤직비디오와 같은 연출 大환영!

Ÿ 제출방법 : gpmhc@hanmail.net로 회신

Ÿ 제출기한 : 2021. 05. 03.(월) 까지

Ÿ 문   의 : 기획조정팀 문현아 (T. 031-212-0435 / 내선 6403)

https://youtu.be/hWYM5QEt0Fg
mailto:gpmhc@hanmail.net


[붙임3]「무엇이든G 물어보살」참가 안내

ㄴ

2021년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직원 랜선 워크숍

“무엇이든G 물어보살” 참가 안내

 그 어떤 누구보다 남다른 열정으로 일하는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직원 여러분들의 고

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大王 선배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회는 단 한번!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은 신규직원 선생님들께서는 망설임 없이 신청해주세요.J

Ÿ 참가자격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

직원이면 누구나 환영

Ÿ 신청자격(★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거침없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이런 질문... 정말해도 될까? 

      고민하는 신규직원

   2) 끝이 보이지 않는 Never ending 업무와 

대인관계로 힘든 신규직원

   3) 정신보건... 정말 내 길이 맞을까 고민하는 

신규직원

Ÿ 제출방법 : 신규직원 랜선 워크숍 사전 신청

서에 참여 동의 

Ÿ 상   품 : 당신을 더욱 찬란하게 만들어줄 

엄청난 상품이 제공될 예정

Ÿ 참고사항

   1) 사전 녹화 촬영 진행 후 워크숍 당일 영상 송출 예정

   2) 촬영일자의 경우 참여자 선정 이후 조율 예정

   3) 사전 녹화 촬영 장소는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

Ÿ 문   의 : 기획조정팀 문현아(031-212-0435 / 내선 6403)



[붙임4] 2021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직원 랜선 워크숍 기관 신청서

ㄴ

2021년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직원 랜선 워크숍

“언텍트로 활력충전하G” 기관 신청서

기 관 명 기관 연락처

메인 담당자 이름 메인 담당자 연락처
직  통 :

휴대폰 :

기관 메일 *총 참석인원

※ 메인 담당자는 신규직원이든 일반 실무자든 상관없이 행사 조율 및 의사소통 역할의 담당자를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 메인 담당자 역할 : 광역 소통, 기관 내 신규직원 manage, 오프닝영상 촬영 및 회신총괄 등

 * 총 참석인원 

  : 메인담당자도 신규직원 랜선 워크숍 참여자일 경우 : 메인 담당자 포함하여 총 인원 기재하고 기관신청서 및 

개별신청서 모두 제출(메인 담당자가 신규직원 워크샵 미 참여자일 경우 참석자 미기재 & 총 참석인원에서 제외) 

G 퀴즈

 온 더 

블럭

행사 당일

▶ 행사 당일 G 퀴즈 온 더 블럭 참여 시 필요한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세요~
(※ 6/3(목) 실시간 영상 송출 시 소통 가능한 (행사 참여용) 연락처 필요)

참석인원 10명 이상 센터

(참여 핸드폰번호 2개 기재)

참석인원 10명 미만 센터

(참여 핸드폰번호 1개 기재)

 ①
 ① 

 ②

행사 전

▶ 행사 전 찾아가는 G 퀴즈 온 더 블록 참여 신청

광역에서 지역 센터로 찾아가 지역 센터 신규직원들과 함께 「퀴즈」 등의 코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없을 신규 동료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참가 가능(      명)  □참가 불가

※ 참가 기관이 많을 경우 일부만 선정될 수 있음

2021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직원 랜선 워크숍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 서명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2021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직원 랜선 워크숍에 관련된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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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2021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직원 랜선 워크숍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전화번호(직통),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해당 정신건강증진사업 종료 시까지 사용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교

육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