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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보 건 기 관 

탐 방 기

대구지하철 2호선 계명대역에서 1.4킬로 위치해 있는 대구산업보건센터를 방문했다. 대구센터는 대구

성서산업단지를 배후에 두고 있다. 성서산업단지는 1984년 5월, 1차 단지 개발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5차 단지까지 조성사업을 마쳤다. 이 단지는 총 2,753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총 근로자는 3만 7,190명

이다. 대구센터는 성서 3차산업단지에 자리잡고 있다.

대구센터는 2006년에 개소했다. 내년이면 개소 10년이 되는 ‘젊은’ 센터이다. 개소한 2006

년에 일반·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을 받았다. 대구센

터 건물은 총 5층이다. 1층은 보건괸리팀, 환경위생팀이 사용하고 있고 2층은 건강진단공간

(대구의원)이 있으며 3층은 건강진단팀의 업무 장소이다. 4층은 교육장과 운영지원팀이 사

용하고 있다. 5층은 창고이다. 대구센터는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다.

보건관리팀

대구지역의 중추적 산업보건기관,

대구산업보건센터
편집실

서석권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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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구지역의 경제 상황 및 고객사 현황을 물어보았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TK(대구경북)출신이 4명이나 달하고 현 대통령도 이 지역출신이니 

대구경제는 활성화되어 있을 거라 추측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랐다.

대구는 1970년대에 우리나라 섬유공업의 중심지로 성장, 수출을 많이 해 

크게 발전했으나 1980년대에 수출이 줄어들면서 섬유산업이 쇠퇴의 길을 걸

었다. 그 이후로 대구지역은 성장동력을 잃어버렸다. 2015년 현재, 대구 지역

의 제조업체 중 37.4%가 섬유 산업이다. 그래서인지 대구는 지역내 총생산 

전국비중이 2013년 3.1% 등 전국 최하위이다. 30대 그룹 대기업이 전무하다.

“제직·염색공장이 밀집해 있는 대구비산염색공업단지는 아직도 70년대 좁

은 골목들이 많아서 보통 승용차로는 못 들어간다”고 이용기 환경위생팀장은 

대구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한다.

소규모 사업장이 87%를 차지해서 인지 대구센터는 출장 건강진단팀을 1개 

팀만 운용하고 있다. 한 팀뿐이라 아쉬울 것도 같은데, 송해란 건강진단팀장

건강진단팀

송해란 건강진단팀장

전경옥 보건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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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 방 기

은 “대구센터는 특수건강진단기관평가 중 안전보건공단 보고 기일(30일) 준수

에서 최고 등급을 받을 정도로 고객들이 건강진단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받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장점을 말했다.

대구센터의 또 다른 강점은 무엇일까. 전경옥 보건관리팀장은 “대구지역 산

업보건기관 중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

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은 대구센터 뿐이다”라고 한다. 고개까지 끄덕이면서 

말하는 전 팀장. 대구센터의 힘이 느껴진다.

10월을 맞아 대구센터에서는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메르스 등 감염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

구센터는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알리고 꼼

꼼하게 홍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물어보니, 고객 사업장들에게 독감예방 

접종에 관한 공문을 2~3차례 발송하고 성서주공아파트, 한솔아파트, 한샘아파트 

등 센터 주변 달서구 지역 주민들에게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한 곳

도 빠지지 않게 게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운영지원팀과 건강진단팀의 직

원들이 조를 이뤄 오전, 오후 하루 2차례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센터는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산업보건기관이다. 현재, 대구 달성군 유가

면, 현풍면 일대에 기반시설을 완료한 복합 신도시, 테크노폴리스지구를 비롯해 

이용기 환경위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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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팀: 좌로부터 윤소영 과장, 최효영 팀장, 전순억 사무국장, 서정민 차장

2016년에 1단계 조성사업 완료 예정인 달성군 구지면에 대구국가산업단지까지, 대구는 발전 청사진이 

펼쳐지고 있다. 16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가산업단지가 없었던 대구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대구 경제는 보다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대구센터의 손길이 필요한 근로자가 

많이 유입될 전망이다. 대구센터의 미래는 밝다.

대구산업보건센터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5길 40

전화 : (053)592-4901~4 

미 니 인 터 뷰 i n t e r v i e w
• 협회는 언제 입사하셨고, 국장으로 발령받고 소감은 어땠나요.

“1988년도에 입사했습니다. 협회 입사 27년 만에 국장으로 발령 받았으니 한편으로 기뻤고 한편으로 무거웠

습니다.”

 • 대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싶은가요.

 “직원들이 경직되지 않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과 대화로 소통하면서‘서로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전순억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