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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참조
제6회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워크숍 참석 요청의 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원시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 13조」 및 「수원시 자살예방 및 생
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문적인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과,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
여 사회 각계와 연대한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3. 본 기관에서는 매년 자살예방관련 이슈를 다루는 전문가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올해 『제6회 수원시자살예방
센터 워크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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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아픈 아이와 함께하라’
2019년 11월 04일(월) 12:30 ~ 17:00
경기도과학진흥원 광교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07)
‘마음이 아픈 아이와 함께하라’

①청소년 자해사례의 실제(학교중심):고재관 (경기도 교육청 학생위기지원센터 주무관)
②청소년 자해사례의 실제(지역사회중심):백민정(수원시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③마음이 아픈 아이와 함께하라(건강한 회복을 위한 노력):안병은(수원시자살예방센터장)

마. 문

의 :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윤주연(031-247-3279)

붙임 1. 제6회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워크숍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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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6회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워크숍 안내문

제6회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워크숍
“마음이 아픈 아이와 함께하라”
아픈 아이들이 참 많은 요즘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지쳐갑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상처로 말하는 우리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자해라는 표면 아래에 아이가 마주하는 삶과 현실이 놓여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자해청소년의 사례를 알아보고
마음이 아픈 것을 몸으로 나타내는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가장 최선의 도움은,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 시 : 2019년 11월 4일(월) 12:30 ~ 17:00
▶장 소 : 경기도과학진흥원 광교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07)
▶대 상 : 자살예방센터등 정신건강 기관 실무자, 상담전문가, 보건복지영역의 사례관리자 100
명
▶주 제 : ‘마음이 아픈 아이와 함께하라’
▶사전 등록기간 : 2019년 10월 14일(월) 10시 ~ 10월 25일(금) 18시
▶등록방법 : 수원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www.csp.or.kr) → ‘참여마당’ 게시판 → 워크숍 참
여 신청
▶등록비용 : 무료
▶워크숍 세부일정

일 정

내 용

12:30~13:10

등 록

13:10~13:30
13:30~14:15
14:15~15:00
15:00~15:15
15:15~16:45
16:45~17:00

인사말
환영사
청소년 자해사례의 실제
-학교중심청소년 자해사례의 실제
-지역사회중심-

강 사

안병은
최혜옥

▎(수원시자살예방센터장)
▎(장안구보건소장)

백민정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고재관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센터 주무관

휴식
마음이 아픈 아이와 함께하라
- 건강한 회복을 위한 노력-

안병은

▎수원시자살예방센터장

질의응답 및 폐회

▶문 의 : 수원시자살예방센터 031-247-3279 (담당자 윤주연)
▶장소안내 : 경기도과학진흥원 광교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07)

-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당일 주차 50% 할인권을 500원에 판매하오니 주차권구매를 희망하
시는 분은 현금 500원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등록접수시 신청가능/잔돈준비가 어렵습니다).
-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