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수신처  수신처 참조

(참조)

제  목  경기도 알코올중독 회복자 서포터즈「라인」4기 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는 알코올중독 회복자의 중독 치료 및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중독자의 

회복을 지원하며 스스로의 점진적 회복을 촉진하는 ‘경기도 알코올중독 회복자 서

포터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경기도 알코올중독 회복자 서포터즈 「라인」4기 양성과정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경기도 알코올중독 회복자 서포터즈 「라인」 4기 양성과정

  나. 교육일정 : 2022.05.03.(화) ~ 2022.06.07.(화)

  다. 장    소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대회의실

  라. 대    상 : 알코올중독 회복자, 담당 실무자

                 ※ 양성과정 참여 대상자, 세부 강의 일정 및 신청서류 [붙임]자료 참고

  마. 모집일정 : 2022.04.04.(월) ~ 2022.04.20.(수)

  바. 서류제출 : 2022. 04.20.(수) 18:00까지 (이메일 : gpmhc@hanmail.net)

                 ※ 서류는 기관에서 취합하여 제출

  사. 문    의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지원팀 안륜경

                 (TEL. 031-212-0435 / 내선 6077)

붙임 1. 경기도 알코올중독 회복자 서포터즈 「라인」4기 양성과정 안내 1부.

     2. 경기도 알코올중독 회복자 서포터즈 「라인」4기 양성과정 신청서(회복자용)

     3. 경기도 알코올중독 회복자 서포터즈 「라인」4기 양성과정 지원 추천서

     4. 경기도 알코올중독 회복자 서포터즈 「라인」4기 양성과정 단주 확인서

     5. 경기도 알코올중독 회복자 서포터즈 「라인」4기 양성과정 신청서(실무자용)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

수신처 : 道 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道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다사모, 카프이용센터 

담당  안륜경 팀장  박종숙 부센터장  윤미경 센터장  이명수

시행 : 경기정신건강22-194(2022.04.04.) 접수 :

우 1631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정자동) 경기도의료원 2층

전화 : 031)212-0435

       (내선 0000)

전송 : 031)212-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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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 목   적
 ○ 알코올중독으로부터 회복된 대상자를 전문적인 훈련과정을 통해 회복자 

서포터즈로 양성하여, 지역사회 내 개입이 필요한 알코올중독자에게 이

들의 회복경험담을 나눔으로서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 알코올중독 회복자 서포터즈 양성을 통해 회복자 서포터즈가 가치 있

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상을 갖도록 돕고 단주를 지속하도록 함. 

□ 경기도 알코올중독 회복자 서포터즈 「라인」 4기 양성과정

 ○ 회복자 서포터즈 양성과정
   - 회복자 서포터즈 양성교육(48시간) 

   - 회복자 서포터즈 워크숍(12시간)

   - 외부학술교육(16시간)

  ※ 양성교육, 워크숍을 모두 이수한 자에 한해 회복자 서포터즈 4기 수료증 발급

 ○ 경기도 알코올중독 회복자 서포터즈 「라인」 4기 양성과정 신청 대상 
   - 경기도 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알코올중독정신재활시설 등록자이면

서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년 이상 단주한 자

   - A.A.모임 또는 A.A.모임에 준하는 교육에 1년 이상 참석한 자 

  ※ 위 3가지 모든 조건을 충족한 자

※ 회복자 서포터즈란?

  경기도 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가와 사례관리(가정방문)에 동행하여 

자신의 알코올중독 치료 및 회복 과정을 나누며 알코올중독 대상자의 회복을 촉진하는 동료

지원 활동

※ 경기도 알코올중독 회복자 서포터즈 브래드 네임 : 라인

 ∎ 중독의 마침을 의미하는 마침표

 ∎ 새로고침 [e] 형태

회복선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자신과 동료의 회복에 힘쓰다

경기도 알코올중독 회복자 서포터즈  4기 양성과정 안내



 ○ 회복자 서포터즈 양성교육 제출서류
   - 일   자 : 2022.04.04.(월) ~ 2022.04.20.(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붙임2] 경기도 알코올중독 회복자 서포터즈 「라인」4기 양성과정 신청서(회복자용)

               [붙임3] 경기도 알코올중독 회복자 서포터즈 「라인」4기 양성과정 지원 추천서

               [붙임4] 경기도 알코올중독 회복자 서포터즈 「라인」4기 양성과정 단주 확인서

               [붙임5] 경기도 알코올중독 회복자 서포터즈 「라인」4기 양성과정 신청서(실무자용)

   - 수 신 처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이메일 : gpmhc@hanmail.net)

   - 문   의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지원팀 안륜경 (T. 031-212-0435 / 내선 6077)

□ 경기도 알코올중독 회복자 서포터즈 「라인」 4기 양성과정 일정
 ○ 양성교육(48h)
   - 세부일정

회 날짜 구분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강의주제 강사 소속·직위

1
2022.
05.03.
(화)

회복자 
서포터즈 

「라인」 이해

9:30 12:00 제1강 양성과정 오리엔테이션 이인숙 수원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장

12:00 13:00 점심식사

13:00 15:00 제2강 회복자서포터즈 
이해와 역할 이미형 TC마음창조연구소장

15:00 17:30 제3강 중독상담가의 
기본태도 김선민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복지
윤리와실천연구소장)

2
2022.
05.10.
(화)

치유적 
의사소통-1

9:30 12:00 제4강 건강한 의사소통 이미형 TC마음창조연구소장
12:00 13:00 점심식사
13:00 17:30 제5강 나 이해하기 이미형 TC마음창조연구소장

3
2022.
05.17.
(화)

중독관련지식-1

9:30 12:00 제6강 중독과 가족 박규희 안양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팀장

12:00 13:00 점심식사

13:00 15:00 제7강 중독문제의
신체적 사회적 폐해 이주용 성남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팀장

15:00 17:30 제8강 중독과 동반된 
정신병리(이중진단) 문재석 아주다남병원장

4
2022.
05.24.
(화)

중독관련지식-2

9:30 12:00 제9강 중독적 사고 박차실 다사랑병원 상담부장
12:00 13:00 점심식사

13:00 16:00 제10강 중독의 재발과 예방 우보라 안양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장

16:00 17:30 제11강 중독과 12단계 이경곤 수원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팀원

5
2022.
05.30.
(화)

치유적 
의사소통-2

9:30 12:00 제12강 갈등해결기술 이윤주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12:00 13:00 점심식사

13:00 14:30 제13강 분노조절과 
스트레스 관리 이윤주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중독관련지식-3 15:00 17:30 제14강 중독자의 
심리치료적 접근 김경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장

6
2022.
06.07.
(화)

회복자 
서포터즈 

라인 
활동및실제
직무이해

9:30 11:30 제15강 사례관리 이론 및 이해 서은선 화성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장

11:30 12:30 점심식사

12:30 15:30 제16강 중독문제대상자의 
사례관리 실제 이인숙 수원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장

15:30 17:30 제17강 실제 활동을 위한 
직무이해 이인숙 수원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장



 ○ 워크숍(12h)
   - 목    적 : 회복 경험에 대한 소통 및 역량강화

   - 일시/장소 : 6월중/추후 안내

   - 세부일정

구분 시 간 분 내 용

1일차

10:00~11:00 - 집결 및 OT 진행

11:00~14:00 180 이동 및 점심식사

14:00~15:00 60 입실 및 오리엔테이션

15:00~16:30 90 기조강연

16:30~19:00 150 프로그램Ⅰ(회복경험 나누기)

19:00~20:00 60 저녁식사

20:00~23:00 180 프로그램Ⅱ(회복경험 나누기)

2일차

07:30~08:30 60 아침식사

08:30~10:00 90 프로그램Ⅲ(아침모임)

10:00~10:30 30 평가 및 수료식

10:30~11:00 30 퇴실 

11:00~14:00 180 점심식사 및 이동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외부학술교육(16h)
   - 목 적 : 공공기관, 관련학회 등에서 주최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여 중독 지식 및 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회복자 서포터즈 역량 강화

   - 기 간 : 6월 ~ 12월(※ 자세한 일정 추후 공지)

   - 내 용 : 알코올중독 및 예방 관련 교육, 토론회, 공청회 등 참석(※자세한 내용 추후 공

지/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오시는길
 ○ 장  소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2F 대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경기도의료원 별관 2층)

            ※ 주차공간이 협소하며, 주차증 제공이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약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