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공통과정」계획(안)
법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018. 12. 13.)
· 제17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 동법 시행령 제13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의 위탁
·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공포(2018. 2. 13.)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실시 내용 및 절차, 시행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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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교육명: 2019년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공통과정
○ 공통과정 주제 및 시간
- 정신건강복지정책과 관련 법령: 2시간
- 정신질환자 등의 의료·복지와 윤리: 2시간

○ 일시 및 장소
연번

일시

1차
2019. 5. 9.(목) 13:30~17:30
2차 2019. 5. 29.(수) 13:30~17:30
3차 2019. 5. 30.(목) 09:00~13:00
4차 2019. 6. 12.(수) 13:30~17:30
5차 2019. 6. 26.(수) 13:30~17:30
6차 2019. 7. 11.(목) 13:30~17:30
7차 2019. 7. 17.(수) 13:30~17:30
8차 2019. 9. 19.(목) 13:30~17:30
9차 2019. 9. 25.(수) 13:30~17:30
10차 2019. 10. 2.(수) 13:30~17:30
11차 2019. 10. 16.(수) 13:30~17:30
12차 2019. 11. 13.(수) 13:30~17:30

참석인원

장소

400명
400명
400명
250명
250명
400명
200명
400명
200명
150명
200명
150명

부산은행 본점 강당

＊ 교육일정 및 강사는 내부사정상 변경 가능

강사

신하늘, 박경덕
김 욱, 황태연
대구은행 제2본점 강당
김 욱, 박경덕
신권철, 이수정
경남은행 본점 강당
신권철, 이수정
부산은행 본점 강당
신권철, 황태연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강당 손지영, 현진희
부산은행 본점 강당
김양태, 김선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강당 손지영, 현진희
국립부곡병원 강당
박정윤, 김영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강당 김양태, 김선주
국립부곡병원 강당
박정윤, 김영애

○ 대상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그 외 기관에서 정신건강업무에 종사하는 자 포함(예: 노숙인 시설 등)

○ 인원: 대구 1,200명/부산 1,400명/경남 800명
○ 교육인정시간: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과정 보수교육 4시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학술활동 4시간

○ 담당자: 국립부곡병원 정신건강사업과 김지영(☎ 055-520-2640)
2

세부 내용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주의사항
- 당일 보수교육 접수 불가
- 보수교육 당일 교육시간 30분전부터 접수 가능
- 당일 보수교육 서명 시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번호 필수 작성
-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번호 필수 입력 후 교육 참석
- 지각·교육장소 이탈 및 보수교육 시간 미충족 시 보수교육 이수처리 불가
- 교육장 주차권 지원 불가(개인 부담)
- 교육장 내 음식물 반입 절대 금지(생수를 제외한 모든 음식물 반입 금지)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강사

○ 정신건강복지정책과 관련 법령

- 신하늘(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 김 욱(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 신권철(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양태(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교수)
- 손지영(법무부 인권구조과 변호사)
- 박정윤(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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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등의 의료복지와 윤리
- 황태연(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장)
- 현진희(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박경덕(나눔과행복병원 부장)
- 김영애(대구 마음성장센터장)
- 김선주(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수정(경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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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 교육신청
- 접수방법: 온라인 사전접수(교육 신청자 50명 이상 시 교육 가능)
-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www.ncmh.go.kr:2450) 회원가입
-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상단 “보수교육” 클릭
- 좌측 메뉴에서 “보수교육 신청 일정” 검색 후 신청
- 결제 후 신청 완료
＊ 상단바 ⇒ 내 페이지 ⇒ 보수교육 신청내역 ⇒ 신청 상태 확인

○ 교육비: 인당 20,000원
○ 신청 시 유의사항

-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 신청
및 이수확인 불가(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번호 입력 필수)
＊ 기존 가입자는‘회원정보 변경’을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번호 입력

□ 무통장 입금안내

○ 무통장 입금은 입금 확인 후 수강 신청 완료 처리
- 입금 확인이 되지 않을 시 수강 취소 발생
- 수강 신청 후 24시간 내 입금 요청(주말, 공휴일 제외)

○ 입금 시 입금자명 교육 신청자명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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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영수증

○ 결제 시

이니시스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회원정보에

KG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자동 발송
-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회원정보 이메일 필수 확인

□ 취소 및 환불 규정

○ 취소 신청 방법

-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로그인
- 내 페이지 ⇒ 보수교육 신청내역 ⇒ 교육 명 ⇒ 신청 취소

○ 교육비 환불 규정

교육취소(환불신청) 시점

환불금액

교육일로부터 5일 전까지

교육비 전액

교육일 4일 전부터 교육일 2일 전까지

교육비 50%

교육일 전일부터 교육 당일까지

교육비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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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 주차장소가 협소하여 대중교통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주차권 지원 불가)
대구은행 제2본점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
053-357-6871

부산은행 본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1588-6200

경남은행 본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055-29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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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
053-200-2114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1577-7512

국립부곡병원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부곡로 145
055-536-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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