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소통·신뢰의 협업체계 구축과 사회적 책임을 준수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수  신 수원상공회의소

(참조) (기업지원센터)

제  목 인사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사노무관리 교육 홍보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센터는 수원시가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산하

위탁기관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센터에서는 합리적 인사노무 관리를 위해 「수원시 산하기관을 위한 인사관리 

매뉴얼」을 발간하였으며, 수원시에 사업장 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인사노무관리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4. 이에, 수원시 상공회의소 회원사에 교육 홍보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 아   래 -

모집기간 2017년 10월 11일(수) ~ 10월 27일(금)

운영기간 2017년 11월 01일(수) ~ 11월 22일(수)

매주 수요일, 15:00~17:00(총4회)

교육장소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천천동)

교육대상 수원시 관내 사업장 대표자 및 인사담당자

(사업장당 3인 이내 신청 가능)
모집인원 20명(최소인원 미달 시, 폐강 가능)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bjk2375@gmail.com, 031-548-1889)

수 강 료 무료

교    재 「수원시 산하기관을 위한 인사관리 매뉴얼」 무료제공

문    의 ☎ 070-4639-6041 * bjk2375@gmail.com

세부일정 붙임 참조

* 최소인원 미달 시, 교육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인사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동법 시민아카데미 신청서 1부

       2. 세부일정 1부. 끝.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장

수신자

담당
주임

센터장
17.10.11.

임해숙 이희원

협조자

시행 비정규직센터-32 2017. 10. 11. 접수

우 440-33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59(천천동 522)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전화번호 031-548-1888 팩스번호 031-548-1889 / bjk2375@gmail.com / http://swbjk.kr



수원시 소상공인·중소기업·산하위탁기관 
인사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동법 시민아카데미 운영계획

1. 배경 및 목적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산하위탁기관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열악함. 근로자가 요구하는 권리에 대해, 인사담당자가 노동법을 
기초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한다면, 노사 모두 상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차원에서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는 수원시에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산하위탁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법을 교육하는 기회를 갖고자 함

2. 개요
○ 과정운영 :　총4회에 걸쳐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교육
             (80% 이상 참석 시 수료증 발급)
○ 소요시간 : 매주 수요일 15시~17시 (2H/회, 총8H)
○ 교육장소 : 본 센터 5층 교육장(천천동 소재)
○ 수강인원 : 20명 (최소인원 미달 시, 폐강 가능)
○ 교육일정 및 강의내용

교육일자 주제 강사

1차 11월01일
 - 모집 및 채용 관리
 - 취업규칙
 - 업무상 재해

이선형 노무사

2차 11월08일
 - 임금 및 퇴직급여 관리
 - 근로시간 및 휴게 관리

최영광 노무사

3차 11월15일  - 휴일 및 휴가 관리 박근숙 노무사

4차 11월22일
 - 퇴직관리
 - 징계 및 해고관리

이희원 센터장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070-4639-6041 * bjk2375@gmail.com
○ 강의방법 : 일반 강의 후 질의응답(사례 중심 교육)
○ 수 강 료 : 무료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부담)



접수번호 ______________

제출 : bjk2375@gmail.com ☎ 070-4639-6041

[붙임1]

수원시 소상공인·중소기업·산하위탁기관
인사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동법 시민아카데미 신청서

성    명 성    별 남 / 여 E-mail

생년월일        년     월     일 (     세) 휴대전화

회 사 명 회사전화

담당업무

관심분야

기존 교육
수강여부

* 기존에 노동관계법률/인사노무관리 관련 교육을 수강하신 경험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수원시 소상공인·중소기업·산하위탁기관 인사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동법 

시민아카데미 교육과정에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2017년   10월    일   신청인 : _____________________(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