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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정신건강 앱

다운로드 방법
1

터치마인드

안드로이드 기반
터치마인드

정신건강 검진, 무료 상담센터(전라남도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 치료기관 안내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신건강 어플! ‘터치마인드’
총 12개의 검진 도구와 맞춤형 해석이 가능한 터치마인드!
최근 검진 검사 결과를 최대 30회까지 한 눈에 볼 수 있고,
우리 동네 있는 상담센터와 치료기관을 알려드립니다!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 터치마인드 함께 하실래요?

구글플레이 실행 후
검색창에

터치마인드!

2

터치마인드 검색!

터치마인드 앱
설치 버튼 터치!

ios 기반(아이폰)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

터치마인드

앱스토어 실행 후
검색창에

터치마인드 검색!

터치마인드 앱
받기 버튼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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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실태조사
비대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마음 쉼」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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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관리사업

주요사업
지역사회 지원체계구축
정신보건전문인력역량 강화사업
정신장애인 인권강화사업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

초발정신질환관리, 정신건강 전문역량강화, 정신장애인 인권강화,

정신건강서비스DB구축

정신질환 통계 DB관리를 통해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분기 추진실적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3차 운영위원회의
전라남도 정신건강증진기관 안내 리플릿 제작 및 배부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 설명회 및 사업 지원
전라남도 정신보건사업 담당자 워크숍
정신보건기관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전라남도 정신보건사업 상반기 추진 현황
및 3분기 실적보고, 4분기 사업 계획 검토
및 안건토의로 진행되었다. 3분기 사업 추
진내용을 토대로 4분기 사업방향에 대한

전라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3차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방향 제시,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의결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일정

2021. 9. 27. |월|

1 정신질환관리사업

Vol.29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4분기 사업을 위한 시간!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 설명회 및
사업 지원
전라남도 22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동네

사업설명회 일정

의원 마음이음 사업설명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2021. 7. 12. |목|

안내 및 질의응답으로 사업의 이해를 도모했다. 더불어 동네의원 마
음이음 사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매뉴얼 및 포스터, 리플릿, 현
판 시안 등을 배포하여 지역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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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정신건강증진기관
안내 리플릿 제작 및 배부
원활한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의 지역사회 연계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기존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전라남도 22개 시·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행정복지센터 등 396개소에 총 2,000부를 배부하였다.

9

소통의 자리 마련!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정신보건사업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역량
강화교육, 전라남도 정신건강사업 공유 및 지역사회 현안에 대
한 자문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소통의 자리가 되고 있다.

정신보건기관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실무자의 성장을 위한!

1 정신질환관리사업

Vol.29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전라남도
정신보건사업
담당자 워크숍

매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무자들의 소진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
기 위해 공통과정, 전문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정 및 주제

2021. 7. 12. |목|

일정 및 주제

정신건강증진사업 하반기 추진계획,

2021. 7. 29. |목|

전라남도 정신건강사업 안내 및 논의

신규직원 교육/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열어가는
직장예절, 정신장애의 회복을 돕는 10가지 원리

2021. 8. 12. |목|
소통&화합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구축 설명,

2021. 8. 19. |목|

자문, 전라남도정신건강사업 안내 및 논의

사례관리 심화 교육/실천 가능한 사례관리자의
역할, 사례발표 및 슈퍼비전

2021. 9. 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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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 날&정신건강 화합한마당,

2021. 9. 16. |목|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직무스트레스 관리/채우林 산림치유프로그램

전라남도정신건강증진사업 안내 등

2021. 9. 28. |화|
정신건강평가도구 교육/정신건강 통합서비스
평가척도, GAF, BP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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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사업

주요사업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 조성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자살예방정책 추진
“마음 돌봄 약국” 사업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생명지킴이 관리 사업

자살예방 정책추진 기반 강화를 통해

자살예방 연구체계마련

자산의 삶은 가치 있음을 알리고,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 내·안·愛

3분기 추진실적
2021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생명사랑 챌린지 경연대회
그래도 괜찮아, 함께하는 마음 진행
2020년 전라남도 자살사망률 분석
‘터치마인드’ 생명지킴이 사후관리
2021년 청소년 생명지킴이 강사 양성교육
‘안녕, 괜찮니?’
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내·안·愛’
현장 모니터링
전라남도 생명사랑 모니터링단 ‘마음클리너’ 운영

생명존중문화를 알리기 위해!

그래도 괜찮아, 함께하는 마음
전라남도 22개 시·군과 함께 지역 밀착형 자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생명사랑마을과 생명안전망 구축
기관(동네의원 마음-이음, 생명사랑약국, 응급의료기
관)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챌린지 경연대회 ‘그래도 괜
찮아, 함께하는 마음’을 진행하였다.

생명사랑 챌린지 경연대회

그래도 괜찮아,
함께하는 마음
진행

2 자살예방사업

Vol.29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2021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일정

2021. 9. 6. |월|

2021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진
행하였다.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은 생명사랑
챌린지 영상제작 및 송출, 기념사, 격려사, 시
상식(유공기관·유공자, 사진 공모전, 챌린지
경연대회, 로고송 공모전)이 진행되었으며

#동네의원 마음-이음 #최우수상
#생명사랑마을_부문 #최우수상

대면,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기념
14

식과 더불어 생명사랑 사진전도 함께 진행

15

#생명사랑약국_부문 #최우수상

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별 안내와 자
살예방사업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
였고 이와 동시에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챌린지 경연대회 사업설명회

#응급의료기관 생명이-음_부문
#최우수상
#생명사랑마을_부문 #우수상

#동네의원 마음-이음 #우수상

#생명사랑약국_부문 #우수상
#생명사랑마을_부문 #우수상

2020년 자살통계자료 발표에 따라 전라남도의 자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년, 장년의 자살률이 확연히 높아져 이에 대한 분석

2 자살예방사업

Vol.29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2020년
전라남도
자살사망률 분석

전라남도 성별 자살률

살 현황을 정리한 결과, 전국의 자살률은 ’19년 10
만 명당 26.9명에서 ’20년 25.7명으로 감소하였으
나 전라남도는 ’19년 25.4명에서 ’20년 28.5명으
로 증가하여 전라남도의 자살 문제가 심각해졌음을

41.3

알 수 있었다. 전년 대비 여성 자살률 증가와 노인, 청
과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군 담당자 회의를 통해 자살률 분석 결과 교
육 및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2020년도 자살통계 분
석결과서도 배포하였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전
라남도 자살 예방사업 계획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사
업의 효율화를 기할 예정이다.

15.6

남자

16

여자

17

2020년 전국 대비 17개 시·도 자살률
전국 25.7

33.2

34.7

전라남도 연령대별 자살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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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지킴이 활동을 위해!
생명지킴이의 역량강화와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 내 생명지
킴이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를 위해
‘터치마인드’ 생명지킴이 사후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976명의 생명지킴이들이 가입 하였고 총 5회의
마인드 미션(생명지킴이, 우울증, 자살예방 캠페인 영상 등)

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내·안·愛’
현장 모니터링

노인들의 행복한 정신건강을 위해!

2 자살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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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마인드
생명지킴이
사후관리

개발된 프로그램의 참여 노인들의 반응을 살피
고, 프로그램 진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프
로그램 보완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모
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준비물품 점검, 회기별 교
육내용 이해도, 진행 매뉴얼 시간과 실제 운영시
간 격차, 각 회기별 참여자가 동일한지, 지난 회

이 배포되었다. 터치마인드 내 생명지킴이 관리체계가 구축

기에 대한 복습 및 이해도 평가, 프로그램 진행

됨으로써 생명지킴이 사후관리 사업의 활성화의 기회를 마

동안 참여자 반응 탐색과 집중도 평가 프로그램

련하였다

후 참여자들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추후 효과적
생명지킴이 가입자 현황

인 프로그램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976명

503명
208명
133명
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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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3차

4차

5차

자살예방환경 조성하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생명
사랑 모니터링단 ‘마음클리너’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94명으로
구성된 마음클리너는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와 자살보도권고

청소년 생명지킴이 양성을 위해!
청소년 생명지킴이 양성을 위해 청소년용 생명지킴
이 인증 교육 자료 ‘안녕, 괜찮니?’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하였다. 총 27명의 강사
가 양성 되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 및 안전망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1년
청소년 생명지킴이
강사 양성교육
‘안녕, 괜찮니?’

기준3.0을 지키고 있지 않은 무분별한 기사의 모니터링을 통해
자살예방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3분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건수 770 건
3분기 자살보도권고기준3.0 미준수 모니터링 건수 248건
생명사랑 모니터링단 ‘마음클리너’ 현황
452
333

일정

2021. 7. 19. |월|

자살유발정보
자살보도권고기준

생명사랑 모니터링단 ‘마음클리너’ 조치현황
452
123

238

7월

95

30

8월

9월

자살유발정보
자살보도권고기준
233
30

234
181

203
123

333
95

233

329

전라남도
생명사랑
모니터링단
‘마음클리너’
운영

120

95

57

83

7월

8월

9월

19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주요사업
전라남도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기획 및 관리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및 연합행사
비대면 지능형 정신건강서비스
코로나우울 극복 및 재난 심리지원 사업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문화조성, 전라남도 심리지원, 중독예방사업 등

정신건강 행복선 “도(島)란도(島)란”

전라남도민의 정신건강증진을 통한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건강한 마음,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3분기 추진실적
전라남도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전라남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사업 간담회
-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4차
대학생 온라인 정신건강 교육
전라남도지역자활센터사례슈퍼비전및정신건강교육
중독예방사업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2차
전라남도 정신건강의 날 기념 온라인 이벤트
전라남도 코로나19 현장대응인력
- 정신건강 실태조사
- 비대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 「마음 쉼」 캠프

사업 간담회
전라남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업무 협업 논의
를 위해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립나주병원
간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상반기 사례 슈퍼비전 성과에
대한 공유와 하반기 사례 슈퍼비전 운영방향과 협의사항
에 대해 논의하여 전라남도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
업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전라남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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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년정신건강
증진사업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일정

2021. 8. 24. |화|
조기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청년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22

청년정신건강사업
서비스 활성화 기대!
전라남도 22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순천
시 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실무자 대상 청년정신건
강증진사업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이 대면과 비
대면으로 7월(1차)과 9월(2차) 총 2회 진행되

23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4차
전라남도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실무자를 대상
으로 사례관리 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9월 15일 |수| 나주 씨티호텔 별관에서 진행되었다.

었다. 1차 교육은 ‘조기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이번 교육은 사례 수퍼비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사례

및 실천 현장에서의 개입’의 주제로 비대면으

개념화’ 특강을 주제로 김해숙 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로 진행되었으며, 2차 교육은 ‘청년정신건강(우

교수가 내담자 정보수집 시 고려사항, 핵심 문제에 대한 설

울, 불안, 기분장애)에 대한 이해 및 면담기법’의

명 등으로 상담 전략을 학습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와 추후

주제로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각 시·군 정신건

진행되는 사례발표 및 수퍼비전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

강복지센터와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 학생상담

로 기대된다.

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업 과정 및 대상자 만족도
를 공유하며 청년정신건강사업 서비스 활성화
를 기대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실무자 하반기 사례 수퍼비
전은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립나주병원 소
아청소년 정신과와 공동주관으로 10월과 11월 두 번에 걸
쳐 진행 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전라남도 아동·청소년 실무
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전라남도 소재 16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
기정신증, 우울, 불안, 중독, PTSD 5개의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6,008명의 대학
생이 교육을 수강하였다.

대학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

중독예방사업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2차
일정

2021. 8. 26. |목|
조기정신증

우울

불안

중독

PTSD

22개 시·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대상 중독예
방 역량강화와 적극적 사례개입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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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온라인
정신건강 교육

이번 교육은 김경중 광주제일정신과의원 원장의 ‘공동
의존과 효과적인 중독질환자 가족 개입’을 주제로 진행
되었고, 전라남도 중독예방사업 실무자들의 사례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장소
전라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실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와 지
역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연계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
7월과 9월 총 2회 진행 되었다. 이번 사례 슈퍼비전 및
정신건강 교육은 김경민 국립나주병원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가 진행해주셨다. 실무자 정신건강 관리와
24

더불어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취약한 대상자에 대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지속관리를 위한 역

전라남도
지역자활센터 사례
슈퍼비전 및
정신건강 교육

25

량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정 및 주제

7월
낮은 자존감과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중심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9월

2021년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여 전라남도민

자활사업 참여자 간 갈등과

을 대상으로 온라인이벤트를 9월 27일 |월| 개최

직장 내 괴롭힘, 정서적지지 및

하였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

갈등상황 해결

고 편견을 해소하며, 정신건강에 대한 전라남도
민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정신
건강의 날 정보제공 및 전라남도 비대면정신건
강서비스인 ‘터치마인드’ App 과 코로나19로 장
기화로 인해 전라남도민 코로나 우울극복을 위
해 전라남도민과 함께하는 ‘내 마음 살피기 캠페
인’이 안내되었다.

전라남도
정신건강의 날 기념
온라인 이벤트

정신건강 실태조사

「마음 쉼」 캠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건·의료현장 일선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현장대응팀의 직무스

서 헌신하는 현장대응팀의 정신건강 실태 점검

트레스 해소 및 업무 탈진 예방을 위한 「마음 쉼」

및 향후,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

캠프가 전라남도마음건강치유센터와 연계하여

마련을 위해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온라인(URL)

총 3회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로 총 1,659명 진행되었다.

소중한 당신
항상 곁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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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코로나19
현장대응인력

심리지원 프로그램(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1

조사 결과, 1,659명 중 고위험군 63명(우울·불

상담, 차훈 명상, 미술 치료), 통합의학치료(온냉

안 심한 수준), 위험군 1,100명(전체 70.1%)으

치료, 아로마테라피, 한방 치료), 장흥우드랜드 산

로 나타나, 업무 과중과 소진으로 정신건강 위협

림치유 프로그램으로 숲 요가, 명상, 버스킹 등 다

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 대상

채로운 프로그램 구성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충

자에게 검사 결과 및 심리지원 서비스(상담, 캠프

분한 쉼과 힐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등) 안내로 사후관리와 안전망 체계 구축하였다.

26

27

대면·비대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일정

2021. 8. 26. |목| ~ 9. 30. |금|

코로나19 정신건강 실태조사 이후 정신건강 고
위험군 및 상담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총 8명 진행되
었고, 현재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과 더불
어 정신건강 관리 및 대처방안, 수면위생, 스트레
스 대처, 치료 안내·유지 등 정보제공으로자기관
리능력향상기회를제공하였다.

전라남도민들의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여 정신적 안녕을 도와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4 정신응급대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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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대응
사업

주요사업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 운영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전라남도 정신건강 인식개선

마음이 건강한 전라남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3분기 추진실적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운영
전라남도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 간담회 진행
전라남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생명 이-음’
28

전라남도 정신건강 인식개선

29

24시간 365일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운영을
통하여 전라남도민의 자살위기, 정신건강 상담
과 지지, 정신건강의료기관 정보 제공, 서비스 연
계 등을 제공한다.
정신응급개입 평일 야간 및 휴일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총 상담건수

977 건
연계

30

건

* 2021. 7. 1 ~ 9. 30.

경찰, 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출동(나주시 한정)
하여, 정신과적 평가를 진행한다.

정신응급
대응팀

위기평가, 전화대응,
현장지원(나주시 한정), 지역사회 연계

경찰(112)

현장대응, 응급입원, 안전확보

소방(119)

의료기관 이송, 신체적 문제 확인
및 처지

정신의료
기관

대상자 입원, 응급병상(보호실)운영

전라남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생명 이-음’
* 2020년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보도자료
(2021년 8월 19일 |목|) 일부 발췌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자살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생명 이-음’을
진행하고 있다.

4 정신응급대응사업

Vol.29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1577-0199 운영 및
정신응급개입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0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 발표

8월 1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2020 응
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사망, 전원 제외) 중 59.7%가 사
후관리에 동의했다. 이 가운데 사례관리 서비스 4회 이상 완료자
63.6%를 대상으로 서비스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후관리를 진행
할수록 자살 및 정신건강 관련 지표(전반적 자살위험도, 자살 생
각, 우울감, 알코올 사용문제, 식사·수면 문제 등)가 호전되는 효

응급실 내원

과가 나타났다.

139 명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살 재시도 방지를 위해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연계

62 명

30

전라남도는 도내 정신의료기관 10개소를 지정하여
야간 및 휴일에 정신과적 응급 상황 시 신속하고 안
전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지정정신응급의
료기관 운영하고 있다. 응급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
기 위하여 9월 24일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 간담회
를 진행하여 운영상황 공유 및 추후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전라남도
지정정신응급
의료기관 간담회
진행

알 수 있었다.
31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현황 조사

누적 연계율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내원 통보시

44.6 %

스템의 적극 활용을 위해 매월 전라남도 내 응급의료기관 자살시
도자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신건강과 관련한 잘못된 정도 및 편견,
유용한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전라남도 내 정신건강에 대한 편
견 및 인식개선, 그리고 조기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그래도 괜찮아’ 영상 제작 및 배포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향상,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환
경 조성에 기여 하고자 생명사랑·자살예방 로고송 공모전 당선작
(그래도 괜찮아 - 이가영)을 활용한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였다.
해당 그림은 학생 작가 ‘이수’가 그렸으며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
재임을 깨진 물컵 ‘벤’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있다.

전라남도
정신건강
인식개선사업

#함께_행복

#함께_행복

Vol.29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함께_행복
독서의 계절, 가을.
가을에 어울리는 시 또는 노래 등을 찾아 읽고, 듣고, 감상해보면 어떨까요?
아래의 가사는 생명사랑·자살예방 로고송 당선작 세 곡 중 두 곡의 가사입니다.
노래가 궁금하시다면,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풍성한 가을 만끽하며 겨울을 맞이해보아요 :)

포기하지 마

아름다운 세상
김은정

32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소중하게 지켜가요
지치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반짝이는 행복도 있을 거야
밝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요
조금만 더 힘을 내요(힘을 내요)
모두 함께 웃을 있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와 줄 거야
생각을 바꾸면 보여요
아름다운 세상

김경민

포기하지 마
그래 포기하지 마
사람들이 뭐라 해도 포기하지 마
이길 수 있어 넌
해낼 수 있어 넌
세상 가장 빛날 거야
이 세상이 어두워도 빛나는 별, 그게 너이니까
힘이 들 땐 전화해봐 1577-0199
포기하지 마 그래 포기하지 마
사람들이 뭐라 해도 포기하지 마
이길 수 있어 넌
해낼 수 있어 넌
세상 가장 빛날 거야

33

01

일시 10월 7일 |목|

2021년 제20회
정신건강화합한마당
영상제작

대상 전라남도 22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및 회원, 가족

02

일시 10월 ~ 12월, 매월 둘째 주 |목| 10:00 ~ 12:00

전라남도 정신보건사업
담당자 워크숍

내용 2001년 ~ 2019년 정신건강화합한마당 행사

대상 전라남도 22개 시·군 정신보건사업 담당자
내용 지역사회 자문, 사업공유 및 협의, 역량강화 교육

일시 11월 4일 |월|

정신건강사례
관리시스템(MHIS)
담당자 교육

대상 전라남도 22개 시·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담당자

07

일시 12월

내용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담당자 업무 및 안내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우수사업
발표대회

대상 전라남도 22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센터,

08

일시 11월

전라남도 정신건강증진
기관 안내 리플릿 제작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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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관리사업

06

정신재활시설 실무자 등
내용 2021년 정신건강우수사업(사례 및 프로그램, 사업 등)

대상 전라남도 관내 복지관 및 유관기관
주제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기관 정보제공

34

35

03

일시 10월 ~ 12월, 매월 둘째 주 |목| 13:00 ~ 15:00

전라남도 기초정신건강
심사위원회 지원

대상 전
 라남도 4개 권역(목포권, 동부권, 중서부권, 순천권)

04

일시 10월 ~ 11월, 매월 셋째 주 |목| 10:00 ~ 16:00

장소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라남도 정신보건기관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대상 22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요양시설

05

일시 10월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 홍보 이벤트

주제 변화를 이끄는 동기강화상담,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

대상 전
 라남도 소재 동네의원
주제 동
 네의원 마음이음
온라인 이벤트

09

일시 10월 ~ 11월

초발정신질환자 가족
안내서 제작

대상 전라남도 22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초발정신질환자 가족

10

일시 11월 ~ 12월

주제 초발정신질환자 가족대처 전략 및 기관 정보제공

인권강화프로그램
‘세나비’ ver2 제작

대상 전라남도 22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11

일시 12월

2021년 전라남도 정신
건강사례관리시스템
(MHIS) 통계집

주제 기존 자료를 토대로 인권강화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대상 전라남도 22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용 전라남도 정신질환자 등록현황 및 사례관리, ISP수립, 평가척도 등

01

일정 10월 20일 |수|

‘안녕하십니까?’
생명지킴이 강사
양성교육

대상 22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02

일정 11월

생명지킴이 강사
보수교육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의 시연 및 시뮬레이션 등

대상 22개 시·군 생명지킴이 강사 00명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사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일정 12월

일산화탄소중독
자살예방 지원 사업
평가회

대상 22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07

일정 11월 ~ 12월

내용 모
 니터링 결과 공유, 평가회 및 인센티브 수여 등

2021년 시·군
자살예방 시행계획

대상 22개 시·군

08

일정 10월 ~ 12월

전라남도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정신건강검진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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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사업

06

내용 자
 살예방 시행계획 계획 작성 및 평가

대상 22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내용 실
 무자 대상 정신건강검진 실시 및 고위험군 선별

36

37

03

일정 상시

‘터치마인드’
생명지킴이 사후관리

대상 22개 시·군 생명지킴이

04

일정 11월 ~ 12월
대상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정신건강사업 고위험군 선별자

내용 정
 신건강정보 제공 등 마인드미션 배포

전라남도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대상 힐링캠프 진행

일정 11월

10

일정 11월

자살예방사업 담당인력
현황조사

대상 22개 시·군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05

일정 11월

농약안전보관함
모니터링

09

내용 자
 살예방사업 담당자 및 생명지킴이 강사자격 여부 조사 등

대상 22개 시·군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지역
내용 2
 021년 기준 전라남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현황 파악

내용 힐링캠프 및 힐링프로그램 진행

전라남도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대상 전라남도 22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11

일정 11월 7일 |수|, 11월 24일 |수|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내용 자
 살예방시행계획 작성법과 관련한 교육

대상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중견간부과정 및 맞춤형복지과정)
내용 생
 명지킴이양성 교육 및 전라남도 자살예방사업의 이해

민간 자살예방수행기관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13

이·통장과 함께하는
생명사랑사업
업무협약식

14
38

생명사랑
약국사업 평가회

일정 12월
대상 전라남도 자살예방수행기관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내용 자살고위험군 상담기법

일정 11월 19일 |금|
대상 전라남도 이·통장 협의회, 22개 시·군 기초센터

17

자살유족사업
서비스 제공 실무자 교육

대상 22개 시·군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18

일정 12월 ~ 1월

2020년 전라남도
자살통계 분석
결과보고서 발간

생명사랑
사진전

일정 12월
대상 전라남도 22개 시·군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39

내용 평
 가지표에 따른 결과보고 및 평가회 실시
일정 10월 7일 |목|

2021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및 전라남도
화합한마당 진행

대상 전라남도 정신보건사업 관계자, 22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및 가족

02

일정 10월 8일 |금| ~ 10월 31일 |일|

주제 정
 신건강 증진사업 유공자 및 우수시군 표창, 정신건강 퍼포먼스,
비대면 정신건강 화합한마당

일정 12월
대상 전라남도민
내용 제
 7회 생명사랑 사진 공모전
장소 전
 라남도도청 윤선도홀

2021년 노인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보고

내용 전
 라남도 자살 및 22개 시·군별 자살통계자료 취합 및 정리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당선작 게시

16

내용 자
 살유족 대상별 특징에 따른 개입, 애도상담 및 위기상담

내용 자
 살예방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01

15

일정 11월 ~ 12월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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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정 12월
대상 22개 시·군 전라남도 노인
내용 노
 인 정신건강(우울, 자살사고 등)실태조사 결과보고

2021 정신건강의 날
기념 「내 마음 살피기
캠페인」

대상 전라남도민

03

일정 10월

코로나19 현장대응인력
마음 쉼 캠프(4~7차)

주제 터
 치마인드 활용 정신건강 검진 이벤트

대상 전라남도 코로나19 현장대응팀
내용 정
 신건강전문서비스, 통합의학관리,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등

일정 10월

전라남도 중독관리체계
지원사업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대상 전라남도 22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05

일정 11월

내용 행
 위중독과 물질중독의 회복과 재활, 중독질환 관리 사업 평가도구
의 이해 및 활용

전라남도 중독질환
실태조사

대상 전라남도민

06

찾아가는 정신건강
행복선 島란島란

10

일정 11월

비대면 지능형
정신건강서비스 개발
완료보고

대상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개발업체

11

일정 11월

내용 ‘터치마인드’ 앱 고도화 및 지식베이스 구축 완료보고

대상 전라남도 14개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각 시·군 기초센터 실무자

내용 중
 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 전라남도 중독관리사업 요구도 등

2021년 전라남도
대학생정신건강실태조사
사업결과 보고회

일정 11월

12

일정 10월 ~ 11월

대상 2021년도 계획 미진행 6개 무의도서 중 선정
내용 정
 신건강 선별검사 및 전문의 1:1상담, 고위험군 지역사회 연계

전라남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 대상
정신건강 전수조사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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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내용 2021년도 대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배포

대상 전라남도 23개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
주제 우
 울, 불안 등 ‘터치마인드’ 활용 정신건강 전수조사

40

41

07

일정 11월

정신건강 앱
‘터치마인드’
실무자 앱 설명회

대상 전라남도 22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08

일정 11월

내용 실
 무자 앱 업데이트(기능개선) 및 관리자페이지 운용 000등

전라남도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실무자 사례관리 교육 및
수퍼비전

대상 전
 라남도 6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사업 실무자,

09

일정 11월

전라남도 지역자활센터
사례 슈퍼비전 및 정신
건강교육

13

2021년 대학생 청년정신
건강증진 온라인 정신
건강 교육

Wee센터 전문상담인력

내용 사례 발표 및 슈퍼비전, 정신건강교육

대상 목포대, 목포해양대, 청암대, 동아보건대, 전남도립대 재학생
주제 조
 기정신증, 우울, 불안, 중독, PTSD

정신응급
대응사업

내용 사례발표 및 사례수퍼비전

대상 전
 라남도 23개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일정 10월 ~ 11월

01

응급실 의료진을 위한
자살시도자 대응 가이드
제작 및 배포

일시 10월 ~ 11월
대상 전라남도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생명 이-음’ 참여기관
18개소
주제 자살시도자 대응 안내 및 생명 이-음 사업 안내 등

일시 11월

전라남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생명 이-음’ 간담회

대상 생명 이-음 참여 기관 담당자

03

일시 11월 25일 |목|

정신응급 실무자
전문성 강화 교육

04

정신응급 책자
제작 및 배포

주제 사
 업 진행사항 공유 및 논의 등

대상 22개 시·군 정신응급 실무자 30명
주제 정
 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경찰의 정신응급대응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운영

06

전라남도 지정정신응급
의료기관 운영

대상 전
 라남도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 10개소

09

일시 11월

내용 야
 간 및 휴일 응급입원 지원(당직제로 해당 요일 1개 병상확보)

전라남도 지정정신응급
의료기관 업무협약

대상 전
 라남도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 10개소

10

일시 11월 ~ 12월

전라남도 정신응급대응
협의체 회의

내용 전
 라남도 정신응급대응 현황 및 후후 방향성 논의 등

11

일시 11월 ~ 12월

방법 서
 면협약

대상 2
 2개 시·군 실무자 또는 유관기관 종사자
주제 응급상황 시 실무에서 사용가능 할 수 있는 대응매뉴얼 책자 제작 및 배포

일시 10월 ~ 12월
대상 전
 라남도민
내용 2
 4시간 365일 전화상담, 야간 및 휴일 현장대응(나주시)

일시 10월 ~ 12월

1577-0199 사례집
제작 및 배포

대상 전
 라남도 22개 시·군

07

일시 10월 ~ 11월

터치마인드 홍보
영상 제작

일시 10월 ~ 12월

일시 10월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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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라남도 시·군 정신
응급대응 협의체 현황 조사

대상 전
 라남도 22개 시·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12

일시 11월

내용 시
 ·군 정신응급대응 협의체 구성 유무, 운영 횟수

내용 1
 577-0199 운영 현황, 전화상담 사례

대상 전
 라남도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등
내용 터
 치마인드 구성, 효과성, 설치방법 등

전라남도시·군정신응급
대응 현황 조사

대상 전
 라남도 22개 시·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내용 시·군 정신응급대응 현황(정신응급 건수, 경찰 등 유관기관 요청 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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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어려움
극복방법!

1577-0199

목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1-276-0199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363-9917

여수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1-659-4290

구례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780-2048

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1-749-6695

고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830-6673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1-333-6200

하나!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853-5500

우울감&불안감
증상

광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1-797-3779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374-4600

담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380-2973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864-0199

강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430-3570

장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395-0199

해남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531-3768

완도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550-6745

영암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470-6569

진도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540-6058

무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450-5102

신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240-5480

셋!

함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320-2428

전문가에게
도움을!

영광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350-5666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 부작용에 대한 걱정과 불안, 우울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코로나19 심리지원’을 검색해보아요!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 어려움이 발생하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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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상담전화

둘!

코로나19
심리지원 검색!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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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전후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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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ess 전라남도 나주시 세남로 1328-31 국립나주병원 본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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