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K 후견·신탁 연구센터
수신자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제6차 정신장애인 인권포럼 개최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는 아동, 발달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인 등 장애인과 치매노
인, 초고령자 등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를 목적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설립,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OECD국가를 비롯한 해외 주요 국가의 정신건강서비스 정책이 수용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으
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신의료기관 수용 중심의 정책에 머
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중심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정신장애
인 인권보고서'를 통해 7대 핵심과제와 세부추진과제를 권고한 바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와 함께 정책적 변화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센터에서는 정신장애인 당
사자, 가족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각계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정책변
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고 마련하기 위한 ‘정신장애인 인권포럼’을 개최합니다.
4. 이에 귀 기관의 회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
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1) 일 시: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14:00~17:00
2)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 본 행사는 YouTube Live로 진행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장소가 협소하오니 가급적 온라인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3) 주제: 정신장애인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방향성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와 미래)
4) 방향: 장애인등록과 서비스 지원, 여타 장애인과의 서비스 차별 등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복지법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논의
5)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6) 후원: 한국연구재단
7) 참여방법 : YouTube Live Streaming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채널 동시 송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
문서번호 2022-47 (발송 2022.07.11.)
(04763)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HIT 305호/ TEL. 02-2220-2785/ www.kcgat.org/
kcgat.info@gmail.com 공개

※ 국가인권위원회 채널: https://www.youtube.com/c/NHRCkr
※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GeS_2FkSVXtElaQmxFsqtw

8) 수어통역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7. 13. (수) 18:00 까지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9) 문 의 :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02-2220-2785 / kcgat.info@gmail.com

첨부) 웹포스터

SSK 후 견 · 신 탁 연 구 센 터
수신처: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 가족단체, 장애인 및 정신건강 관련 유관기관(정
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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