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사·노무�

관리� 특강� 및� 전문가� 상담

‘협동을� 통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의� 창업�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더함사회적협동조합’

이� 다음과� 같은� 행사를�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사·노무� 관리� 특강

교육소개

최근� 들어�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로,� 연차유급휴가� 등� 다양한� 법률제도들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자와� 관리자들이� 어떻게� 변화된� 제도들에� 발맞춰� 인사·노무� 관리를� 개선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육목표

Ÿ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이해

Ÿ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내용� 이해

Ÿ 주� 52시간� 근로� 관리� 및� 연차유급휴가� 관리에� 대한� 이해

교육시간표

※� 교육� 내용� 및� 일정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일시 시간 내용 강사

04월�

26일

(금)

13:50� ~� 14:00 교육� 접수

14:00� ~� 14:50

1부:� 최저임금� 인상� 대응� 방안

Ÿ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

Ÿ 최저임금� 관리� 실무

김명진� 노무사

14:50� ~� 15:00 휴식

15:00� ~� 15:50

2부:� 주52시간� 근로시간� 관리

Ÿ 근로시간� 및� 주52시간� 개념

Ÿ 사례별� 근로시간� 판단

김명진� 노무사

15:50� ~� 16:00 휴식

16:00� ~� 16:50

3부:� 연차유급휴가� 관리

Ÿ 연차유급휴가� 법개정� 내용

Ÿ 연차유급휴가� 관리� 방안

김명진� 노무사

가치더함사회적협동조합� 2019년� 제1회� 전문가� 교육� 행사



강사� 소개

프로필� 사진

김명진� 노무사

현)� 노무법인� 해원� 대표� 노무사

전)� 노무법인� 위맥� 노무사

공인노무사� 및� 경영지도사

2013년�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우수상� 수상

인천항만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주요� 공공기관� 교육

교육� 안내

일시:� 2019년� 04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장소:� 네오비비즈아카데미� 201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18길� 11,� 방배롯데캐슬아르떼� 상가� 201호)

교육인원:� 총� 25명(선착순� 접수,� 접수마감:� 04월� 25일� 오후� 1시)

교육비:� 10,000원

(교육비는� 교재� 제작� 및� 다과� 준비에� 사용되며,� 접수� 마감�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상담

전문가� 상담� 개요

기업� 내� 경영� 현안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 경영�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Ÿ 일시:� 2019.04.26.� 오후� 5시� 10분� ~� 6시� (50분)

Ÿ 장소:� 네오비비즈아카데미� 201호

� � � � � � �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18길� 11,� 방배롯데캐슬아르떼� 상가� 201호)

상담� 분야

Ÿ 창업,� 벤처,� 비즈니스모델,� 마케팅

Ÿ 법률� 및� 행정� 업무

Ÿ 인사� 노무� 관리

Ÿ 세무� 회계

Ÿ 지식재산권� 창출� 및� 관리

Ÿ 소셜� 프랜차이즈



상담� 방법

Ÿ 교육� 신청� 시� 사전� 신청자만� 10분� 내외의� 경영� 전문가� 1:1� 상담� (상담� 분야별� 5명� 이내)

참여� 전문가� 소개� (가나다순)

인사� 노무� 분야 김명진� 노무사

김명진� 사진

현)� 노무법인� 해원� 대표� 노무사

전)� 노무법인� 위맥� 노무사

공인노무사� 및� 경영지도사

창업,� 마케팅� 분야 김상영� 경영지도사

김상영� 사진

현)�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 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현)� 가치더함사회적협동조합� 이사

프랜차이즈� 분야 송범준� 가맹거래사

송범준� 사진

현)� 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 가맹거래사

현)� 서울시�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턴트

현)� 서울시� 불공저피해상담센터� 법률� 상담관

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컨설턴트

지식재산권� 분야 송정부� 변리사

송정부� 사진

현)� 이버드� 특허법인� 대표변리사

현)� 전자부품연구원� 지식재산위원회� 평가위원

현)� 대구경북디자인업협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전)�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지식재산센터� 변리사

전)� 창업진흥원� 창업보육매니저� 자격시험� 출제위원

세무� 회계� 분야 우재경� 세무사

우재경� 사진

현)� 세무법인� 해드림� 대표� 세무사

전)� 우창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전)� 세무법인� 가덕� 세무사

전)� 현대경제연구원� 근무

전)� 한국금융연수원� 근무

법률� 행정� 분야 조희우� 법무사,� 행정사

조희우� 사진

현)� 법무사조희우사무소� 대표법무사�

전)� 주일한국대사관� 서기관� 겸� 영사�

전)� 법원사무관

법무사� 및� 행정사



교육� 및� 전문가� 상담� 신청� 안내

Ÿ 교육� 신청:� 온오프믹스� (https://onoffmix.com/event/174560)

� � � � � � � � � � � � � � � 온오프믹스(www.onoffmix.com)� 접속� 후� ‘가치더함’� 검색

Ÿ 전문가� 상담� 신청:� 교육� 신청� 시� ‘추가� 정보� 입력’을� 통해� 신청

교육� 문의� -� 가치더함사회적협동조합

전화:� 070-4694-7274,� 문자:� 010-9485-7275,� � 이메일:� valueadd@valueaddcoop.org

mailto:valueadd@valueaddcoop.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