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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한중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가 6

월 3일(수), 서울 코엑스 그랜드불룸(104, 105

호)에서 개최되었다. 집담회는 ‘제31회 국제산

업보건대회(ICOH)’ 기간(5월 31~6월 5일) 중 

하루, 6월 3일에 진행되었다.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3국의 산업보

건의 발전(Development of occupational 

health in 3 countries)”을 주제로 Special 

session을 진행하였다. 한국에서는 순천

향대 이병국 교수가 “작업장 납 노출 개입

전략(The Intervention Strategy of Lead 

Exposure at Workplace: Korean Experience)”을 발표했다. 이어서 “의료종사자의 건강(Health care 

workers)”와 “직무 스트레스(Occupational stress)”를 주제로 심포지움Ⅰ,Ⅱ를 진행하였다.

폐회식에서는 2016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중일한 산업보건학술집담회에 대한 소개

가 있었다. 이번 집담회는 국제산업보건대회(ICOH)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 관계로 한중일 산업보건 관

계자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한마음혈액원은 지난 5월 29(금)~30(토) 

양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53회 전국

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에서 홍보부스를 

마련, 한마음혈액원을 알리는 행사를 가졌다.

전국 임상병리사 1만2천여 명이 참석한 이

번 학술대회에서 한마음혈액원은 특히 혈액 

공급 홍보에 집중했으며 기념품을 제작·배

포해 좋은 호응을 받았다.

제25차 한중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 서울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최

한마음혈액원, 전국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에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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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산업보건세미나 개최 안내

경북센터 최미화 선임대리 ‘좋은일 연구소’ 인터뷰 실시

광주센터 양진석 차장 광주광역시장 표창패 수상

협회는 제48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

이하여 7월 7일(화) 코엑스 컨퍼런스룸 307

호에서 산업보건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발표

-  생활폐기물 취급 근로자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와 문제점

: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박동욱 교수

- 시멘트 제조업 근로자의 암 발생 위험조사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은아 실장

- 유해 폐기물 안전보건기준 사례 조사

: 협회 이신재 사업총괄이사

경북산업보건센터 건강진단팀 최미화 선임대리가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와 직업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최

미화 선임대리는 전국 4만 여명의 방사선사를 대표해서 자신의 

직업인 방사선사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협회 홍보도 아끼지 

않았다. 

지난 5월 22일(금),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

구원(원장 김은선)에서 광주산업보건센터 양진

석 차장이 광주광역시장 표창패를 수상했다.

광주센터는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업무협약(MOU)를 맺고 소규모 세탁소 휘발

성 유기화합물 분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

였다. 연구 결과, 소규모 세탁소에서 근무하는 

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기여한 공

을 인정받아 표창패를 수상하게 된 것이다.

* 주제 :  유해 폐기물 취급 근로자의  

선제적 건강관리 방안

* 일시 : 2014년 7월 7일(화) 오전 09:00~12:00

*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 30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