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자본, 이해관계로 부터의 독립 ‘웰페어이슈’

즐거운사회복지궁리소 협동조합
수 신: 서울특별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외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경유)
제 목: 웰페어이슈 창간, 즐거운사회복지궁리소 협동조합 창립기념‘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톺아보기
1. 귀 기관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즐거운사회복지궁리소 협동조합은 웰페어이슈라는 사회복지 미디어와 선진적이고 발전적인 다양
한 사회복지 콘텐츠를 통해 즐겁게 소통하고자 사회복지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3. 즐거운사회복지궁리소 협동조합은 창립기념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톺아보기 행사를 아래의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조직문화형성과 사회복지사 개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많은 사회
복지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일시: 2019. 8. 24. 오후 3시
나. 장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다. 내용: 강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톺아보기(박상진변호사) *톺다: 꼼꼼히 살펴보다
토크콘서트 : 건강한 사회복지직장문화 만들어가기(사회-윤귀선/토커-양원석, 박영민, 박진제)
라. 신청: 구글독스 신청(https://bit.ly/33c8ud6)
마. 참가비 : 참가비 1만원(카카오뱅크 7979-02-12096 즐거운궁리소 윤귀선
바. 문의: 즐거운사회복지궁리소 협동조합 전진호(010-2007-9624)

붙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톺아보기>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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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사회복지궁리소 협동조합
수신자 서울특별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외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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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톺아보기
일상의 대부분을 지내는 직장생활, 여러분은 즐거우신가요?
다양한 연령대의 동료들이 한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 세대간 소통방식의 차이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다 갑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직장동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는 일도 있습니다.
최근 직장에서 가해지는 갑질, 괴롭힘 등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중입니다.
즐거운 사회복지궁리소 협동조합에서는 창립기념 행사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톺아보기 강좌 및 토
크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래의 일정을 살펴보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로 건강한 조직문화, 즐거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현장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

일시: 2019년 8월 24일 (토) 오후 3시
장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참가비: 1만원(조합원 무료/카카오뱅크 7979-02-12096 즐거운궁리소 윤귀선 )
내용

1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톺아보기
강사: 박상진 변호사 (사회복지사,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대표사례소개 / 신고방법 및 절차 / 질의응답

2부: 토크 콘서트 “건강한 사회복지 직장문화 만들어 가기”
진행 윤귀선
즐거운사회복지궁리소협동조합 이사장

양원석
푸른복지사무소 소장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

박영민
사회복지 노동조합 사무처장

※ 수어통역 : 류승남(즐거운사회복지궁리소 협동조합 이사)

□ 주최, 주관 즐거운사회복지궁리소 협동조합, 웰페어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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