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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장애인의 인권’지키기 위한 대화의 장 마련 

- 4월 26일(금) 오후 1시부터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

- 정신장애인이 직접 기획, 정신장애인 인권존중문화 환경 조성 기대

- 제16대 정신건강홍보대사(변호사 이재만) 위촉식 함께 진행

- 市 , “이번 공청회로 정신장애인과 일반 시민이 마음의 벽 허무는 장이 되길...”

□ 서울시는 오는 4.26(금)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종사자, 일반시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인권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신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당사자가 당당하게 말하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편견을 해소시키고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서울시는 2012년 ‘세친구와 함께하는 시처럼,,, 연극처럼,,, 다시

말하기!’라는 슬로건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구성된 인권문화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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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청회는 더 나아가 일반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인권문화조성을 위하여

정신장애인들이 직접 기획한 것이 특징이다.

□ 크게 3분야로 구성된 이번 공청회는 ▴미디어편 ▴인권현장편 ▴소통편

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나의 인권」을 주제로

정신장애인 인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시민과 당사자가 함께

토론해 보는 시간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정당당’-미디어편」은 ‘미디어를 통해 보는 우리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성공회대학교 서진환 교수의 특강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보도자료나

방송에서 보여진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례 소개를 통해 인권의

감수성을 향상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정당당’-인권현장편」에서는 ‘내마음을 비추는 창’이라는 주제로

당사자가 현장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직접 사진을 통해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그들도 일반 시민과 똑같이 존중받는 삶을 살고 싶다는

고민에 대해 시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또한 「‘정정당당’-인권소통편」에서는 앞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정신장애인이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살아가기 위한 정책적 기반 및 현장에서의 실천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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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의 법률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만

변호사의 ‘제16대 정신건강홍보대사’ 위촉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정신건강홍보대사’는 시민들에게 친숙함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인지도

있는 각계 유명인으로 구성되며 6개월의 위촉기간 동안 서울시 정신

보건사업에 대한 서울 시민의 적극적 관심을 유도하고 올바른 인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 정신건강홍보대사 위촉은 현 정신건강홍보대사가 차기 정신건강홍보

대사를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들의 주요 활동내용은

멘투멘 계몽활동, 홍보영상 촬영, 방송 및 라디오 캠페인, 서울시 주최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게 되며, 활동 기간 중 매월 1회 ‘정신건강홍보대사

칼럼’을 게재하여 블루터치 회원들에게 소식지로 발송하게 된다.

□ 서울시의 역대 정신건강홍보대사는 제1대 2005년 박종구 전 TBS

본부장을 시작으로, 한국독서교육개발연구원장 남미영, 성악가 임웅균,

변호사 강지원, 산악인 엄홍길, 방송인 박상원, 뮤지컬 배우 남경주,

최정원, 김은영, 의학전문기자 이찬휘, 기상캐스터 홍서연, 지휘자 서희태,

아나운서 강재형, 탁구감독 현정화, 배우 김연주로 이어져왔으며, 현재까지도

각 분야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홍보 활동을 해주고 있다.

○ ‘평소에도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으며, 특히 변호사로서

당사자들의 인권증진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며 소감을 밝힌 이재만은 올해 9월까지 서울시 정신건강홍보대사

로서의 공식적인 홍보대사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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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당당’ 인권 공청회의 자세한 일정은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블루터치(http://www.blutouch.net) → 블루터치 행사

및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2011)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인권의식과

자신의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존중도는 16.1%로 나타났다.

○ 이는 여성(48.1%), 아동/청소년(43.6%), 어르신(30.3%)에 대한

존중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 또한 정신장애인은 다른 집단에 비해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인권은 비인권적 차별, 낙인, 배제 등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고하고 있다.1)

□ 서울시와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옹호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정신보건기관종사자 인권교육

등의 인권감수성 및 의식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또한 우리 사회의 오랜 편견과 차별,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부터

정신장애인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 신영전(2008), “인권 측면에서 본 한국의 정신보건정책변화,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변화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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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당사자

스스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정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기획한 이번 ‘정정당당’ 인권 공청회가 전문가가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정신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인권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자, 서로간의 마음의 벽을 허무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정정당당’ 인권 공청회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02-3444-9934(220-223)),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2133-7547)로

문의 하면 된다.

첨부 1. 인권 공청회 포스터 1부.

2. 공청회 일정표 1부.

3. 역대 정신건강홍보대사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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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정정당당 인권공청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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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내    용
13:00 ~ 13:30 접수 접수 및 등록

13:30 ~ 13:50 개회식

⁃ 개 회 사 김창보 서울시보건정책관
⁃ 인사말씀 김정진 한국정신장애연대 회장
⁃ 축    사 김기옥 보건복지위원장  
⁃ 16대 정신건강홍보대사 위촉식 이재만 변호사

13:50 ~ 14:30 특별
강연

미디어를 통해 바라보는 
           우리의 인권       서진환 성공회대 교수

14:30 ~ 14:45 break time
14:45 ~ 14:55 영상 정정당당 걸어온 발자취 영상

14:55 ~ 15:35 강연 ‘정정당당’ 인권 현장편Ⅰ  -“내 마음을 비추는 창” 

15:35 ~ 16:15 강연 ‘정정당당’ 인권 현장편Ⅱ  -“우리가 생각하는 쟁점” 

16:15 ~ 16:30 break time

16:30 ~ 18:00 패널
토의

‘정정당당’ 인권 소통편
  -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토론/질의응답

허  진 한국정신장애연대
한승일 태화 샘솟는 집
박동명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첨부 2 인권 공청회 일정표

 일 시 : 2013. 04. 26(금) 13:00~18:0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사회 : 당사자 1인, 실무자 1인>

 오시는 길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2호선 > 시청역 4번 출구

 5호선 > 광화문 역 6번 출구

버스
 간선버스 > 109, 150, 402, 102(심야), 506, 103
 지선버스 > 0014, 0015, 1711, 7016, 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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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기 이름 경력 활동내용

1대

05.03.01

~

05.05.31

 박종구

 

방송인

경찰공무원

전 TBS 서울시교통방송본부 본부장

· 홍보동영상 촬영협조

·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협조

· 행사참석 및 축사

2대

05.06.01

~

05.12.31

남미영

 

아동문학가

연구인

클애들교육 교육개발이사

한국독서교육대학 교수

한국독서교육개발원 원장

· 홍보동영상 촬영협조

· 서울시 대시민 정신건강캠페인 참석(2011)

· 아동, 부모 등 대상자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및 의식전달

3대

05.09.01

~

05.12.31

임웅균
대학교수

성악가

한국국제협력단 지구촌체험관 자문위원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공동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가 교수

· 홍보동영상 촬영협조

· 하이서울뮤직페스티벌 협조 

· 언론에 정신건강홍보대사 홍보

4대

06.01.01

~ 

06.06.30

강지원

변호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상임공동대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

· 홍보동영상 촬영협조

· 서울시 정신건강 캠페인 발대식 격려사

· 2011 서울정신건강 포럼 특별강연(2011)

· 서울시 대시민 정신건강캠페인 축사(2011)

· 정신건강홍보대사의 밤 참석(2011)

· 청소년/여성 정신건강 의식부각

5대

06.07.01

~ 

06.12.31

엄홍길
산악인

히말라야로체샤르(해발8400m)등정

남극대륙빈슨매시프(해발4897m)등정

대한산악연맹 대회협력위원회 위원장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

· 홍보동영상 촬영협조

· 서울시정신보건실무자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산행 진행(2007)

· 블루터치콘서트 홍보영상촬영협조(2009)

· 정신건강홍보대사의 밤 참석(2011)

· 블루터치 가을산행(2011, 2012)

   첨부 3 역대 정신건강홍보대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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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07.01.01

~ 

07.06.30

박상원

 

탤런트

박앤남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서울특별시홍보대사

· 홍보동영상 촬영협조

· 블루터치콘서트 축하영상 촬영(2011)

· 문화와 정신건강 관련 논의

7대

07.07.01

~ 

07.12.31

남경주

 

뮤지컬배우

박앤남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주연상

· 홍보동영상 촬영협조

· 라디오 캠페인 녹음(TBS, KBS)

· 대시민 연합캠페인 개회식참석 / 축

  하공연(뮤지컬하이라이트)

· 블루터치콘서트 홍보영상촬영 협조(2009,2011)

· 서울시 대시민 정신건강캠페인 공연(2011)

· 2012 블루터치 콘서트 공연(2012)

· 정신건강테마 뮤지컬 기획 논의 

8대

08.01.02

-

08.06.30

최정원

뮤지컬배우

광주국제공연예술제 홍보대사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

· 홍보동영상 촬영협조

· 블루터치콘서트 홍보영상촬영협조(2009)

· 정신건강홍보대사의 밤 참석(2011)

· 2012 블루터치 콘서트 공연(2012)

· 정신건강테마 뮤지컬 기획 논의 

9대

08.07.01

-

08.12.31

김은영
뮤지컬배우

미스피가로, 랩퍼스 파라다이스 시

즌2,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등 다수

· 홍보동영상 촬영협조

· 정신건강홍보대사의 밤 참석(2011)

· 정신건강테마 뮤지컬 기획 논의 

10대

09.01.02

-

09.12.31

이찬휘

SBS 의학전문기자

‘SBS 생활경제 이찬휘기자의 건강리

포트’ 등

· 홍보동영상 촬영협조

· SBS 생활경제 이찬휘기자의 건강

  리포트에 정신건강 이슈 방송

· 정신건강관련 기획보도

· 정신건강 및 자살 언론보도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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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10.01.01

-

10.06.30

홍서연

SBS 기상캐스터

‘SBS모닝와이드’, ‘뉴스와 생활경제’, 

‘홍서연의 날씨와 생활’ , ‘SBS 8뉴

스’, ‘뉴스퍼레이드’ 등 다수

· 홍보동영상 촬영협조

· TBS라디오 캠페인 녹음(2010)

· 블루터치 뉴스레터 칼럼연재(2010)

· 서울시 대시민 정신건강캠페인 참석(2011)

12대

10.07.01

-

10.12.31

서희태

지휘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명예교사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 홍보동영상 촬영협조

· TBS라디오 캠페인 녹음(2010)

· 2011 서울정신건강 포럼 특별강연(2011)

· 블루터치 콘서트 축하영상(2011)

· 정신건강홍보대사의 밤 참석(2011)

· 마인드스파 ‘뮤자인’ 개발협조(2011)

· 2012 블루터치 콘서트 공연(2012)

· 음악과 정신건강 접목 논의

13대

11.01.01

-

11.06.30

강재형

아나운서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회장

MBC 아나운서국 아나운서2부 차장 

· 홍보동영상 촬영협조

· 서울시 대시민 정신건강캠페인 사회(2011)

· 블루터치 뉴스레터 칼럼연재(2011)

· 정신건강홍보대사의 밤 참석(2011)

· 블루터치 콘서트 참석(2011)

· 자살예방 시민옴부즈만 발대식(2012)

· 정신건강홍보대사 강연회 진행(2012)

· 블로그 등을 통한 정신건강 관련 홍보활동

14대

11.07.01

-

11.12.30

현정화 탁구감독

전 탁구선수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

대한탁구협회 전무이사

올림픽, 아시아경기,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등 다수 수상

· 홍보동영상 촬영협조

· 블루터치 뉴스레터 칼럼연재(2011)

· TBS라디오 캠페인(2011)

· 블루터치 콘서트 축하영상(2011)

· 정신건강홍보대사 강연회 진행(2012)

· 각종 인터뷰 협조 및 공/사적 활동

  에서의 정신건강 관련 홍보

15대

12.01.01

-

13.04.25

김연주 배우

제43회 미스코리아대회 ‘진’

미스코리아 봉사단체 ‘녹원회’ 활동

‘슬픈연가’, ‘주홍글씨’, '영광의 재인

‘ 등 드라마 다수 출연 

· 홍보동영상 촬영협조

· 블루터치 뉴스레터 칼럼 연재(2012)

· 블루터치 콘서트 인사말(2012)

· 자살예방 시민옴부즈만 발대식(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