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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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

목

수신처 참조
국가 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2019 정신건강정책포럼 개최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서는

국가정신건강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2019 정신건강정책포럼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가. 행 사 명 : 국가 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2019 정신건강정책포럼
나. 일
구분

일시

정
장소

주제(안)

사전신청기한

1차

2019. 10. 30.(수)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 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09:30~12:30
B1층 어울림홀
재원마련 및 체계구축방안

10/25(금)
17:00 까지

2차

2019. 11. 15(금)
09:30~12:30

11/11(월)
17:00 까지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국가 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필요재원 및 향후과제

다. 등록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gmlrud12@korea.kr)로 신청
※ 각 포럼별 참석인원 150명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라. 참석대상 : 정신건강전문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정신건강담당 공무원,
당사자 및 가족, 언론인 등 (공무원 상시학습시간 3시간 인정)
마. 주최·주관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바. 문

의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사무처 (☎ 02-747-3070)

붙임 : 1. 2019 정신건강정책포럼 안내문 1부
2. 참가신청서 양식(1차, 2차) 1부
3. 포스터(1차, 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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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정신요양시설(59개소),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14곳), 정신건강 관련 학·협회 및 유관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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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9 정신건강정책포럼 안내문

국가 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2019 정신건강정책포럼 안내문
○ 국민의 정신건강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만큼, 정신건강관련 국가
조직이 확대 및 강화되는 것이 선진동향이라 할 수 있음. OECD국가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정신건강관련 행정, 연구조직, 재정 면에서 많은 투자를 이루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5.4%이며, 질병부담은 7번째로 높음. 자살
률은 26.6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반면, 보건예산 중 정신보건예산비중은
2.6%로 적은 수준임. (WHO고소득국가기준 정신보건예산비중은 5.1%)
○ 정신건강문제해결을 위한 선행전략으로 국가 정신건강 거버넌스가 강화되어 추진동력
을 확보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신건강서비스제공으로 이어질 것임.
○ ‘2019 정신건강정책포럼’을 통해 국가정신건강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및 체
계 확대의 필요성을 다시 상기하고 서비스 분야별 향후과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함.

Ⅰ

개

요

 행 사 명 : 국가 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2019 정신건강정책포럼
 일

정
일시

장소

주제

2019. 10. 30.(수)
09:30~12:30

국립정신건강센터
B1층 어울림홀

국가정신건강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및 체계구축방안

2019. 11. 15(금)
09:30~12:30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국가정신건강거버넌스강화를 위한
필요재원 및 향후과제

 참석대상 : 정신건강전문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정신건강 담당 공무원,
당사자 및 가족, 언론인 등 150명
 등록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gmlrud12@korea.kr)로 신청
※사전접수기한 : [1차] 10/25(금) 17시, [2차] 11/11(월) 17시
 주

최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Ⅱ

세부진행일정

국가 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2019 정신건강정책포럼
 국가 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및 체계구축방안
시간
09:30 ~ 09:40

09:40 ~ 10:05
10 :05 ~ 10:30

10:30 ~ 11:20

11:20 ~ 12:30

10월 30일 (수) 09:30 / 국립정신건강센터 B1층 어울림홀
내용(안)
연자
□ 축
사 □
보건복지부
□ 개 회 사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좌장 : 윤석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전진아
국가 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방안
(보건사회연구원)
이명수
지역 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방안
(경기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정토론]
이동우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박경덕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나눔과행복병원)
송현주 (한국임상심리학회/서울여자대학교)
최명민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국가 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필요재원 및 향후과제
시간
09:30 ~ 09:40

09:40 ~ 10:00
10:00 ~ 10:20
10:20 ~ 10:40
10:40 ~ 11:10
11:10 ~ 11:30
11:30 ~ 12:30

11월 15일 (금) 09:30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내용(안)
연자
□ 축
사 □
보건복지부
□ 개 회 사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좌장 : 윤석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백종우
정신의료분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준희
지역사회재활분야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이해우
정신건강증진분야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오홍석
중독재활분야
(중독정신의학회)
[지정토론]
강지언(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장명찬(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신성식(중앙일보)
박종언(마인드포스트)
종합토론

Ⅲ

기 타 안 내

 등록방법 : 사전등록(선착순) _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gmlrud12@korea.kr)로 신청
※ 공무원 상시학습시간 3시간 인정

 등록마감일
- 1차포럼 : 2019년 10월 25일(금) 17시 / 2차포럼 : 2019년 11월 11일(월) 17시
 오시는 길
[1차 포럼 (10/30)]
주소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국립정신건강센터 B1층

대중
교통

▪지하철 : 7호선 중곡역 하차 1번 출구, 우측방향으로 100m
▪버 스 : 320, 2012, 2227, 마을버스 3번 대원고교 앞 하차

약도

주차
안내

주차장소 :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주차장 이용
주차료 : 최초 30분 무료 / 추가 10분당 300원 (1일 최대 20,000원)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2차포럼 (11/15)]
주소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20층

대중

▪ 지하철 :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프레스센터 방향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에서 프레스센터 방향 300m
▪ 버 스

교통

- 서울신문사 하차 : (간선) 101, 150, 402, 405, 501, 506, N40 (지선) 1711,
7016 (순환) 91S투어
- 광화문빌딩 하차 : (간선) 700, 707 (광역) 9703, 9714, M7106, M7111, M7119

약도

주차
안내

주차장소 : 한국프레스센터(한국언론진흥재단) 주차장 이용
주차료 : 최초 30분 3,000원 / 추가 10분당 1,200원 (1일 최대 60,000원)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