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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정기이사회 개최

협회는 12월 6일(화), 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

서는 협회의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정관 개

정,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였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 시무식

1월2일(월) 협회는 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심운택 회장 등 본부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시무식에서 심운택 회장은 2017년 협회가 변화해야 하고 특히 비전

2020 성공을 위해 함께 전진하자고 당부 했다. 

2016년도 정기총회 개최

협회는 지난 5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협회 

총회원 968명 중 492명이 참석, 311명이 위임한 

가운데 201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

에서 업무보고에 이어 내년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예산보고, 회장 선출, 비상임 이사 선출이 이루어

졌다. 이날 회장 선출에서 김준현 단독후보 투표 

결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여 회장 

선출이 무산됐다. 협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다시 열어 회장 선출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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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 개 최 일 : 2017. 5. 31.(수) ~ 2017. 6. 2.(금)
· 장    소 : 일본, Keio Plaza Hotel Sapporo 
· 등 록 비 : USD 200

· 초록마감 : 2017. 4. 28.(금)
· Workshop 주제 : Life style
· Symposium 주제 : Working time and health

제27차 일・한・중 산업보건학술집담회 ※ 등록 및 초록제출에 관한 사항은 차후 공지 예정

2016 신입직원 교육실시

협회는 2016년 12월 5일부터 12월 8(수)까

지 신입직원 22명을 대상으로 2016년 신입직

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협회 설

립취지, 비전 및 사업방향에 대한 이해를 교

육했다. 신입사원 교육은 신입직원의 적응력을 

높이고 업무효율을 높이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창원산업보건센터,「2016년 안전보건 민간위탁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우수상 수상

창원산업보건센터는 12월 23일(금)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2016년 민간위탁 기술지도 우수사례 발

표대회’에서 우수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에

서 발표한 보건관리팀 장창환 대리는 우수지도 요원으로 선정되

었다. 

2017 대한산업보건협회 탁상용 캘린더 제작・배포

협회는 2017 산업보건 스토리 탁상용 캘린더를 제작・배포했다. 이번 캘린더

는 직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만들어 졌다. 3차에 걸친 캘린더 구성관련 직원 

설문결과 796명 응답 중 일러스트와 협회 소개 사진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오차범위였다. 그래서 협회 소개 사진을 일러스트로 그려 2017 산업보건 스

토리 캘린더를 제작하였다.

2016년 혜산산업보건학술상 간호부문 시상

2016년도 혜산산업보건학술상 간호부문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12월 6일(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2016년 후기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학술대회에서 진행되었다.  

논문‘근로자를 위한 웰니스지표 개발(저자 : 최문종, 손창식, 김진

수, 하영미)’가 선정되었으며, 상패와 상금 500만원이 수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