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CUS

21차 아시아 산업보건학회 ACOH 

및 24차 일·한·중 산업보건 학술집담회
JCK Joint Conference 
on Occupational Health 참관기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이 강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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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일본 Fukuoka Momochi 해변의 아름다운 

Hilton Fukuoka Sea Hawk에서 ‘Bridging 

Gaps : Occupational Health,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라는 주제로 21차 ACOH(Asian Conference 

on Occupational Health) 가 개최되었다. 

핀란드 산업보건연구소의 살아있는 전설인 Prof. 

Jorma Rantanen 의 특강 ‘포괄적 산업보건 - 새로운 

직업생활의 도전에 대한 반응과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연제로 시작되었다. 그 다음으로 ICOH 

의장인 Prof. Kogi의 ‘다양한 작업 상황에서 일차 

예방의 촉진을 위한 산업보건팀의 역할’의 Keynote I 

발표가 진행되었다. 

Symposium I 은 재난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산업재해나 자연재해에서 산업보건의 역할을 

알아보았으며 Fukushima 의대의 Prof. Hasegawa는 

‘후쿠시마 제일원전공장 사고에서 재난관리로부터의 

경험과 교훈’, 산업의대의 Prof. kubo의 ‘동일본지진과 

원전사고로부터 얻은 교훈’, Osaka Mitsui Chemicals 

의 Dr. Ide의 ‘재난 시 산업보건 서비스의 제공’의 

연제가 발표되었다.

동시에 진행되는 Symposium II 는 아시아에서의 

산업위생의 미래라는 주제로 일본 Toyo 대학 

Prof. Kohyama 의 ‘일본의 작업환경 측정시스템과 

문제점’, 한성대학 박두용 교수의 ‘한국산업위생사의 

훈련과 자격’, 타이완 국립대학 Prof. Chen 의 ‘타이완 

산업위생의 실제와 발전’, 호주의 IOHA 전임회장인 Dr. 

Tresider 의 ‘산업위생의 국제훈련 프로그램 – 21세기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오후에 Symposium III 는 진폐증 영상의 ILO 국제 

분류에 대한 워크숍으로 진행되었으며 동시에 

Symposium IV 는 정신보건의 주제로 직무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4개의 연제가 발표되었다. 먼저 

필자인 가톨릭의대 이강숙 교수가 ‘직무스트레스와 

레질리언스(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였고, 말레이시아 Monash대학 Prof. Nordin의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적 

및 조직 기반의 개입 조치’, 일본 TOSHIBA 전기회사 

Dr. Eto의 ‘인터넷 기반의 인지행동치료 훈련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일본 산업의대 Prof. Shinkai 

의 ‘Bio-psycho-social Model을 통한 정신질환 및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흥미로운 주제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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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II에서 안전보건공단 강성규 이사는 ‘산업보건 

발전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포스터 세션에서는 다양한 산업보건 주제로 104개의 

포스터가 전시되었고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Prof. 

Takahashi 회장 초청 저녁만찬에는 각국 대표 24명의 

주요 연자들이 참석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이세훈 

교수와 강성규 이사 그리고 필자인 이강숙 교수가 

참석하였다. 만찬 장소는 사방이 유리로 되어 석양이 

물든 멋진 바닷가 풍경을 볼 수 있는  호텔 35층 고급 

레스토랑으로 스테이크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었다.   

9월 3일에는 Keynote 연자로 산업의대 외과의사 Prof. 

Tanaka가 ‘악성 늑막 중피종의 진단과 치료에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발표를 하였으며 많은 자료와 

사진을 볼 수 있었다. Symposium V에서는 산업보건 

서비스라는 주제로 울산의대 김양호 교수, 타이완 

국립의대 병원 Prof. Chen 그리고 일본 산업의대 Prof. 

Horie가 각각 자국의 ‘산업보건 정책과 법률’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같은 시간에 Symposium VI에서는 석면과 관련된 

질병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Hyogo 의대 Prof. 

Nagano의 ‘악성 늑막 중피종 – 진단과 치료’, 일본 

병리진단센터 Dr. Inai의 ‘악성중피종의 병리’, 일본 

오카야마 노사병원 Dr. Kishimoto의 ‘중피종을 제외한 

석면관련 질환의 임상 양상’,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명준표 교수의 ‘한국에서의 석면관련 질환과 Job 

Exposure Matrix’, 호주 석면질환연구소 Dr. Zandwijk 

의 ‘호주에서의 중피종’에 대한 연제가 발표 되었다. 

점심시간에는 일·한·중 학술 집담회의 간사 미팅을 

가졌다. 논의 주제는 2015년의 한국에서 개최될 

ICOH 소개가 있었고 일본 대표가 Prof, Okubo에서 

Dr. Itani로 변경된다는 것, 2016년도 중·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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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집담회는 중국 북경에서 개최하게 될 것이며 

이때 Workshop 주제는 2015년 ICOH 간사 미팅 시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오후세션인 Plenary III에서 UAE대학 WHO 협력 

기관인 산업보건센터의 Prof. Tar-Ching Aw는 

‘의학과 산업보건에서의 국제적 또는 지역적 협력의 

미래’에 대한 제시를 하였다. Plenary IV에서는 

싱가폴 국립대학 Prof. David Koh의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Symposium VII에서는 

산업보건간호 분야의 전문성 개발이라는 주제로 

타이완 국립대학의 Prof. Shiao ‘산업보건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교육’, 태국 Mahidol 대학의 

Prof. Kaewboonchoo와 전 대한산업보건협회의 

교육홍보이사 이명숙 박사가 같은 주제로 각각 자국의 

사례를 소개하였고 일본 Tokyo 대학의 Prof. Igarashi는 

‘일본에서의 산업보건 간호의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보여주었다. Plenary V에서 홍콩의 중국대학 Prof. 

Tak-sun Yu는 ‘근거기반의 산업보건’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환경 역학’ 세션이 

진행되었다.

둘째 날의 포스터 세션에서는 99개의 다양한 주제 

연제가 발표되고 활발한 학문교류를 이루었다. 저녁 

만찬에는 일본 고유의 음식과 함께 북 연주와 일본 

기모노를 입고 여러 명이 동그랗게 둘러서서 빙글빙글 

돌며 손을 움직이며 추는 Coal Mine Dance 군무가 

있었다. 이 군무는 탄광부의 일하는 움직임을 춤으로 

변화시킨 모습으로 무척 인상적이었다.  

9월 4일에는 24차 일·한·중 산업보건 학술집답회가 

진행되었다. 먼저 보건노동후생성의 산업보건 담당 

국장의 축사와 일본 대표인 Dr. Okubo의 환영사에 

이어 중국 대표인 Prof. Wang 및 한국 대표인 이세훈 

교수의 축사가 이어졌다. 그 다음으로 故조규상 

회장님에 대한 추모 묵념과 그 분의 근로자 사랑의 

지고한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 째  세 션 에 서 는  산 업 보 건  교 육 이 라 는 

주제로 한성대학 박두용 교수의 ‘위생사를 위한 

산업보건교육’, 일본 EMG Marketing의 Dr. 

Hashimoto는 ‘일본에서의 산업위생 훈련시스템과 

자격’, 중국의 Dr. Chang 의 ‘탄광부 진폐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교육’에 대한 연제발표가 있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직업과 암이라는 주제로 한국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장태원 교수의 ‘한국의 직업성 암 

역학’, 일본 산업의대 Prof. Kumagai의 ‘일본 Offset 

printing 작업자의 Cholangiosarcoma 발생’ 두 연제만 

발표되었다. 마지막으로 2015년에 서울에서 개최될 

ICOH에 대한 소개와 안내로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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