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침해피해자와 현장지원 활동가의 

신체건강과 심리·정신건강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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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ㅣ예금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녹색병원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직업병 

인정투쟁의 성과로 2003년 9월 설립되었습니다. 

‘편안한 병원·돌보는 병원·따뜻한 병원’을 

지향하며 직업병·산재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치료뿐만 아니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아픔을 겪어온 환자와 

지역주민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2-490-2300

인권 가치를 기반으로 폭력, 차별로부터 고통받는 

인권피해자의 치유지원과 건강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인권피해자를 위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인권피해자와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연구, 인권 보호 활동을 수행합니다.

대표전화: 02-711-7588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활동가들과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교육과 연대, 개인상담, 집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대표전화: 010-7502-2767

의료의 사회적·공공적 역할에 가치를 두는 

의료기관들의 연대 모임으로 환자와 보호자,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건강생태계 조성과 

깊어지고 있는 건강불평등의 원인을 연구·교육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활동과 실천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표전화: 02-6956-7274

함께하는 단체들

※ 소득세법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치유119 활동이

더욱 넓고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금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014-065306-04-037

hrh119



노동권익, 인권, 사회적 이유로 농성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

인권침해로 피해를 받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와 그 가족

현장지원 공익·사회활동가

대상

의료지원 02-490-2300 녹색병원

02-6956-7274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심리지원 010-7502-2767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네트워크 통통톡

대표
연락처

활동
내용인권치유

119는
노동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침해피해자와 

현장지원 활동가의 신체건강과 심리·정신건강을 위해 

일하는 의료기관과 상담기관, 유관기관의 네트워크입니다.

구분 세부내용

의료지원 농성현장
투쟁사업장 

의료진 방문 진료를 통한 문진, 혈압혈당체크, 
필요 시 간단한 처치
농성투쟁 종료 후 입원 치료

개인 병원 방문 통한 검사와 외래, 입원 치료

심리지원 농성현장
투쟁사업장 

전문상담사의 방문을 통한 1:1 심리상담
농성투쟁 종료 후 입원 치료 시 상담

개인 심리상담 1:1 상담, 주1회 50분 기본 15~20회기
단체노조 활동 중 생긴 관계 갈등, 가족관계, 
우울, 불안, 스트레스, 성격문제

집단 프로그램 소그룹 집단상담
의사소통 향상, 관계성 향상, 갈등관리, 상호이해 및 존중

심리검사 성격검사, 우울검사 등 검사와 해석상담

연구 조사 활동 노동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침해피해자와 
활동가의 신체 건강과 심리 정신 건강을 위한 
연구조사활동 수행 및 정책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