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재난정신건강서비스 발전을 위한 국제세미나 초대장 1부

초대의 글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과 지역사회 회복,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문제의 

치료를 위해  수고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여러 전문가 분들을 특별한 자리로 모

시고자 합니다.  2015년 국가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

난정신건강모형 및 평가기술 개발 연구단과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 공동주관으

로 열리는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지난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개발된 연구 성

과의 소개를 비롯하여 일본과 스리랑카, 그리고 미국의 재난정신건강전문가를 초

대하여 정책, 시스템, 프로그램 차원에서의 경험적 노하우와 지식을 나누고자 합

니다. 

특히 2만여 문헌 검색을 통해 도출된 재난 현장에서의 서비스 제공 행위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며, 대국민 온라인 재난정신건강정보포탈의 첫 선을 

보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후쿠치 선생은 통하여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재난정신건강서비스 경험(특히 아동을 위한)을 들으실 수 있을 것이며 및 Sendai 

Disaster Risk Reduction framework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아난다 갈라파티 

선생을 통하여 재난위험경감에 있어 어떻게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이 통합

적으로 작용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난

정신건강서비스 현장에 참여하는 정신건강전문가를 위한 resilience 훈련에 대한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7년의 절반이 경과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국내의 재난정신건강지원체계를 합리

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학술적 노력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17일

이  명  수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 재난정신건강모형 및 평가기술개발연구팀 주 연구자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장

■ 장    소 :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

■ 일    시 : 2017년 6월 20일(화) 13:00 ~ 17:30

■ 주최주관 :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 재난정신건강모형 및 평가기술 개발 연구팀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



세  부  일  정

13:00 

~ 13:20 
등    록

13:20 

~ 13:30 
개 회 식

13:30 

~ 14:30 

Symposium 1 (Korean Session)

좌장 : 권자영,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장

한국형 근거기반 재난정신건강서비스 가이드라인 1.0 

: 개발과정과 주요내용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대국민 재난정신건강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 

현진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난보건과 재난정신건강서비스의 연결

 : 한국형 모형

왕순주, 

한림대학교 응급의학과

14:30 

~ 14:50 
Break

14:50 

~ 17:30 

Symposium 2 (English Session, 순차통역)

좌장 : 채정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대형재난 이후의 아동 정신건강지원

Dr. Naru Fukuchi, 

Miyagi Disaster Mental 

Health Care Center

현장에서의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Resiliency Training 

William Moore, 

LCSW, Dept of Behavioral 

health, BAA Community 

hospital 
응급상황에서의 재난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 

: 재난위험감소체계로의 통합을 위하여

Ananda Galappatti, 

Director, The Good 

Practice Group

한국에서의 재난정신건강서비스 모형
이명수,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

토론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