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독관련 서비스제공자 대상
사례관리 강화 교육 안내
Ⅰ

사업개요

 목

적: 도내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효율적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적 환경 조성
및 강원도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일

시: 2019. 4. 26.(금) 12:40~16:30

 장

소: 원주시 건강문화센터 3층 중회의실(강원 원주시 원일로 139)

 참가대상: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련 유관기관 실무자 등
 교육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19. 3. 18.(월)~ 3. 2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참가 신청서 작성 후 광역센터 E-mail(gangwon0199@hanmail.net)로 신청

Ⅱ

세부일정

 교육내용
❍ 도박 상담의 실제
❍ 중독 선별, 단기개입, 치료의뢰 매뉴얼(SBIRT: Screening, Brief, Intervention,
Referral to Treatment) 교육
 세부일정
시

간

12:40∼13:20

40

13:20∼14:50

90

14:50∼15:00

10

15:00∼16:30

90

16:30

-

내

용

등

록

도박 상담의 실제
휴

식

SBIRT 교육
폐

비고
정보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북부센터 센터장)
-

김용진
(구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회
(※세부일정 변경될 수 있음)

【첨부 1】오시는 길
 오시는 길 안내
❍ 주소: 원주시 건강문화센터 3층 중회의실(강원 원주시 원일로 139)

❍ 주차: 건물 내 지하주차장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5시간 무료. 추가주차비용 발생시 주차비 지원하지 않음.)

【첨부 2】참가신청서

「2019년 중독관련 서비스제공자 대상 사례관리 강화 교육」

참가신청서
◼ 기관명:

◼ 차량번호(뒤 4자리):

이름

연락처(H/P)

직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표시)

ex)홍길동

010-0000-0000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참가신청을 위한 업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기관명, 이름, 연락처, 직종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종료 시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
다만, 거부할 경우 참가신청 불가

※ 귀하는「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 22조」에 따라 참가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칸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안내사항 】
- 신청기간: 2019. 3. 18.(월) ∼ 3. 29.(금)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E-mail(gangwon0199@hanmail.net)로 전송
- 문

의: 정신건강증진팀 민은경(Tel.033-251-1970)
「중독관련 서비스제공자 대상 사례관리 강화 교육」에
위와 같이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신청자 대표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귀하

일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