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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호 사무국장

산업보건기관 탐방기_서울산업보건센터H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서울센터 방향인 4번 출구로 향하니 낮시간인데도 직

장인들이 바쁘다. 70년대 이곳은 그 당시 가장 역동적인 공간이었던 구로공단이다. 역이름도

‘가리봉역’이었다. 지금은 아웃렛 매장과‘디지털’이 들어간 역명처럼 IT의 메카가 되었다. 

거리에는 작업복 대신 정장이나 캐주얼 차림의 근로자들이 많이 보인다. 옛 구로공단의 모

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구로공단 노동자 생활 체험관’. 역에서 3분 거리, 서울센터에서 2

분 거리다. 속칭‘벌집’으로 불렸던 그 당시의 방들. 좁은 부엌, 앉은뱅이책상, 개어놓은 이불

만으로도 꽉 차버린 방. 구로공단‘여공’의 팍팍한 삶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그 삶 가까이에서 

그들의 건강을 지키며 오랜 세월 같이한 곳이 바로‘서울산업보건센터’이다.

서울의 근로자 건강관리센터,

서울산업보건센터
편집실

이세훈 지부장

건강진단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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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팀

서울센터는 1966년, 경인지부 결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68년,‘영등포 산

업보건서비스센타’가 개소되면서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는 낯

선 단어인‘인간공학’이 태동한 곳도 서울센터이다. 당시 작업장의 물리적 환경

에 대한 공감조차 없었다. 근로자 건강보다는‘생산성’을 최상의 과제로 취급하

던 시절이다. 그 시절에‘근로자 건강’의 중요성을 주장했으니 서울센터의 초창기

는 녹록치 않았다. 그 때의 어려움을 떨치고 서울센터는 2001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다. 현재, 서울센터는 총 64명이 근무하고 있다.

 “검진 근로자 변화를 보면 한국산업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김종철 건강진단팀장은“주변 지역이‘수출

업종’에서‘IT’,‘패션 아웃렛’등 서비스업으로 교체”되면서 검진 대상 근로자를 찾아가는 이동시간이 길어졌

다고 한다. 이동거리보다는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이다. 궁금했다. 주변 아파트형 공장에 많은 근로자가 상

주하고 있어 검진을 받아야 하고 사업장은‘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지 않은가.‘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어

렵다’는 것이 유재모 환경위생팀장의 대답이다. 우선 출입이 어려워 대상 사업장을 찾기도 어렵지만, 작업환

경측정 독려를‘서울센터’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또한 서울에 노동지청이 7개소가 있어 빠

운영지원팀(왼쪽부터 이지훈 차장, 김민정 과장, 최양호 사무국장, 김경동 과장)

유재모 환경위생팀장

김종철 건강진단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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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대처가 어렵다고 한다.

서울센터에는 새롭게 마음을 다져야 하는 부분도 있다. 김명호 보건관리팀장은“다행히 사업장 담당자와

의 오랜 신뢰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다”고 한다. 신뢰로 다져진 인연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다른 사업장

으로 이직한 담당자가 계속적으로 서울센터를 찾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서울센터는 한번 맺은 인연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01년, 사회복지법인‘다운회’에서 운영하는 사업

장,‘아름다운’의 무료검진을 15년째 지속하고 있다.‘아름다운’은 다운증후군 등 중증장애인들이 일하고 있

보건관리팀(왼쪽부터 김은경 대리, 김명호 팀장, 이강희 사원, 송명숙 대리, 
김정은 대리, 김정희 대리, 김희영 대리, 김진수 사원)

김명호 보건관리팀장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 체험관 60~70년 근로자의 삶을 보여주는 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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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코오롱테크노밸리 2층) 

전화 : (02)866-9507 

서울
산업보건

센터

는 사업장이다.

15년 전, 그들은‘근로자’로서 검진을 받은 권리가 있는데, 선뜻 나서는 검진기관이 없다는 말을 듣고 서

울센터가 흔쾌히 검진한 것이 인연이 됐다.

서울센터는 근로자와 인연, 사업장과의 관계,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산업보건’을 수행

하고 있다. 또한‘연구실안전진단’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실안전진단팀을 구성, 대학·연구기관 등

의‘연구실’의 안전보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