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웰빙과
정신건강에 대한 다층적 모색
2022. 6. 29. (수) 13:00 ~ 18:00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문의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정보팀 044-287-8364, editor@kihasa.re.kr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29일, 제7회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보건사회연구』는 1981년 창간되어 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학술지로서, 그동안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변화, 보건복지 통계 등과 관련된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는 2016년부터 연 1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한국사회 보건·복지 분야가 당면한 과제를 

발굴하여 집중 조명하면서 이슈의 공론화와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2022년 콜로키움 주제는 “사회적 웰빙과 정신건강에 대한 다층적 모색”입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을 장기간 겪으면서 우리는 관계의 위축과 단절을 경험하였습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심각하게 고립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정신건강이 개인에 닥친,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협소한 시각에서 

나아가, 안정적인 삶의 환경에서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강화하는 총체적인 사회적 노력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신건강 이슈와 관련된 여러 학문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생애주기별, 성별, 지역별 정신건강의 

상황을 알아보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정책적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정신건강 분야 현장 실무자들과도 머리를 맞대 보려고 “국민의 마음 

행복을 위한 대국민 정신건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함께 진행합니다.

학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현장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든 지혜가 모든 사람의 

정신건강 증진에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2022년 6월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  용  득

초청의 말씀

프로그램
사회 :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수어 통역 제공

   •개회사 및 축사

13:30~14:00

개 회 사 김용득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장, 성공회대학교 사회융합자율학부 교수)

축    사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보건사회연구』 전 편집위원장)

시    상
• 『보건사회연구』 우수논문, 우수심사자 시상식

• 국민의 마음행복을 위한 ‘대국민 정신건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발제

14:00~16:30

기조 발제
사회적 웰빙과 사회의 품격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 표 ①
코로나19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현진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 표 ②
여성의 정신건강, 역학에서 바라보는 생물학적 근거 VS. 사회적인 근거

정선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발 표 ③
정신질환의 사회적 결과와 지역사회 접근

기명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발 표 ④
한국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거는 기대와 우려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연구위원)

16:30~16:40 휴  식

   •토론

16:40~18:00

좌 장 김건엽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토 론

김한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백종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성준모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장)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연구위원)

생중계 채널 접속 방법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접속하거나

2                      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검색하시면 채널 접속이 가능합니다.

생중계 바로가기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 수어 통역 제공

생중계 바로가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XMwz9MaMr5wH-koNRm7tNw
https://www.youtube.com/channel/UCXMwz9MaMr5wH-koNRm7tN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