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언 2월 상병급여 송재철

3월 도급의 개념에서 바라본 근로자보호 책임의 범위 조흠학

4월 노동자를 위한 산업보건과 직업환경의학 김형렬

5월 건강한 작업장에 대한 인식 체계의 전환 박주형

6월 5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에도 산업보건의 관심이 필요하다 박정선

7월 산업보건에서의 인간공학의 역할 김유창

8월 꿈꾸지 않는 자에게 미래는 없지만 뜻을 같이하는 우리들은 밝은 내일이 보입니다 이상태

9월 직업 건강 형평성 정책 최은숙

10월 산업보건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통과 믿음으로 결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영숙

11월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흡입독성연구 분야의 역할 김현영

12월 근골격계질환 예방 새롭게 접근해야 류장진

핫이슈 6월 비파괴검사자의 반복되는 방사선 과다 피폭과 업무상 질병 발생

김수근9월 계란의 살충제 오염사건의 교훈

11월 탈원전과 원전에 의한 전리방사선 위험

포커스 3월 한국산업보건학회 2017 동계학술대회

대한산업보건협회

7월 국민 모두가 함께 안전의 중요성을 알린 축제의 장

12월 ‘제10회 산업보건학술제’ 개최

12월 제54회 대한산업보건협회 창립기념 감사장 수여

12월 노사가 함께 뛰는 대한산업보건협회

특수건강진단
평가 대비 및 지침

3월 특수건강진단평가 대비 및 실무지침 작성 김수근

기고 1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예방하자

임현술

2월 만병통치약은 있을 수 없다

3월 망간뇌증 유무를 정확히 판단하자

4월 사실에 기반을 두어 판단하자

5월 서평_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관리 양상과 보건문제-못다한 이야기들

6월 직업성 피부질환 역학조사: 좀진드기 교상

7월 피부질환 역학조사: 곤충들 

8월 해양생물에 의한 건강피해

9월 직업성 피부질환 역학조사: 땀띠

10월 직업성 피부질환 역학조사: 유해물질

11월 이황화탄소 중독 역학조사 관련 감회: (주)원진레이온

12월 역학조사에 관한 감회: 고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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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유해광선의 노출 6월 정자기장은 안전한가?-직업적 정자기장 노출의 건강 영향에 대하여 이경준

선진국의 화학물질 
심사제도 4월 선진국의 MSDS 제도 및 영업비밀 등록-심사제도 운영에 대한 고찰 김증호

ISO 45001 제정동향과 
대응방안 5월  ISO 45001 제정동향과 대응방안 정진우

협회
연구보고서

1월 충북 일부지역의 소음노출 근로자 5년간 청력검사결과 분석 김미옥

1월 화학물질 취급 관리방안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김윤중

3월 안전문화수준 평가도구 개발 양승태

3월 충북 일부지역 특수건강진단 결과 중 2011~2015년의 폐기능 검사결과에 관한 분석 연구 최선미

7월 작업장 유해인자 예측 프로그램 사례 임성국

8월 봉제업 사업장 근로자 건강개선을 위한 근거 중심적 접근사례 이미은

9월 옵셋 인쇄공정 작업자의 정상작업과 뒷정리 작업별 톨루엔 노출특성과 일간변이에 관한 연구 강덕진

혜산산업보건학술상
수상논문

2월 근로자를 위한 웰니스지표 개발 하영미

2월 나노입자와 산업보건 윤충식

12월 PVC 여과지에 채취된 6가 크롬의 환원 신용철

노출평가를 위한
BEI·TLV의 
근거

1월 PHORATE(포레이트)(3)

김치년

2월 1,3-부타디엔(BUTADIENE)(1)

3월 1,3-부타디엔(BUTADIENE)(2)

4월 1,3-부타디엔(BUTADIENE)(3)

5월 1,3-부타디엔(BUTADIENE)(4)

6월 1,3-부타디엔(BUTADIENE)(5)

7월 1,3-부타디엔(BUTADIENE)(6) 

8월 1,3-부타디엔(BUTADIENE)(7)

9월 SODIUM HYDROXIDE(1)

10월 황산(SULFURIC ACID)(1)

11월 황산(SULFURIC ACID)(2)

12월 황산(SULFURIC ACI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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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이해

1월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유해성 및 사용실태를 기초로 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방안 임경택

2월 유럽연합의 신규화학물질 관리 제도 변화 고찰 이나루

3월 산소결핍과 건강장해 예방 김현영

4월 한국과 일본의 특별관리물질 관리내용 및 방향성 검토 이권섭

5월 화학물질의 발암성 평가와 실험동물 정용현

6월 흡입독성시험 가이드라인의 소개 이미주

7월 발암유발 화학물질의 관리현황 서동석

8월 만성 및 발암성 동물시험의 가이드라인 소개 조은상

9월 퇴직근로자와 일반인의 생체 내 납 농도의 상관성 비교 이성배

10월 알루미늄 금속의 건강 유해성 정보와 안전성 연구의 필요성 김용순

11월 사이클로헥사논의 독성 이용훈

시멘트 분진의 
건강영향

12월 시멘트공장 근로자들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 조사 김동일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1월 업무상 팔과 팔꿈치 질환(1)

김수근

2월 업무상 팔과 팔꿈치 질환(2)

3월 업무상 팔과 팔꿈치 질환(3)

4월 손과 손목의 건염과 건초염

5월 손과 손목의 근골격계 질환(2)

6월 업무상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7월 퇴행성 관절염의 업무관련성 평가(1)

8월 부위별 퇴행성 관절염-직업성 무릎 관절염(2)

9월 손과 손가락의 직업성 퇴행성 관절염

10월 고관절의 직업적 퇴행성 관절염

11월 진동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12월 근골격계 질환의 의학적 관리(1) -의학적 관리체계와 1차 예방 중심으로

국외논문정보
2월

The effects of 2-methoxyethanol and 2-ethoxyethanol on hematological changes induced 

by 2-butoxyethanol

(2-부톡시에탄올에 의해 유도된 혈액학적 변화에서 2-메톡시에탄올과 2-에톡시에탄올의 효과)
송승호

3월

The Burden of Poor Mental Well-being Among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Examining Health Care Resource Use and Work Productivity Loss.

(불량한 정신 건강이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미치는 부담: 의료서비스 자원 이용과 작업 
생산성 손실 조사)

강덕윤

5월 Reproductive and Developmental Hazard Management(생식과 발달의 위험요인 관리) 강덕윤

6월
Single and Combined Exposure to Zinc- and Copper-Containing Welding Fumes Lead to 

Asymptomatic Systemic Inflammation

(아연 및 구리 함유 용접 흄의 단일 및 복합 노출에 의해 유발되는 증상이 없는 전신 염증)
이동훈

7월
Air Pollution Impact on Pregnancy Outcomes in Como, Italy

(대기 오염 물질이 이탈리아 Como의 임신 결과에 미치는 영향)
송승호

9월 Health assessment of commercial drivers(직업 운전기사(Commercial drivers)의 건강 평가) 김호길

10월
Associations Between COPD Severity and Work Productivity,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Health Care Resource Use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중증도와 작업 생산도, 건강 관련 삶의 질, 의료자원 이용과의 관계)
송승호

7170
함께(With), 활기차게 사는 건강한 세상, 산업보건입니다.

산업보건┃  2017 December Vol. 356



책으로 만나는 
산업보건

1월 직업상 암 인정기준 해설 및 업무관련성 평가
김수근, 김원술, 

권영준, 정윤경, 박소영

3월 안전심리 정진우

입법예고 5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6월 고용노동부고시 일부개정(안) 대한산업보건협회

11월 취약 노동자·영세 사업장 보호 강화를 위한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 교육 
후기

1월 고객만족을 향한 새로운 도전, 사내CS강사 디딤돌을 밟다 이원아

2월 앞으로의 30년을 탄탄하게 해 줄 밑거름, 신규직원 교육 김동열

3월 CS강사 양성과정을 마치며 김용민

10월 강의를 잘 하는 강사와 잘 못하는 강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인숙교

열린마당 2월 소설_사라지는 것은 흔적을 남긴다(6)
전용문

4월 소설_사라지는 것은 흔적을 남긴다(완)

6월 전북센터 춘계 직원·가족 단합대회 문혜선

7월 동경 헌혈 카페와 일본적십자사 GMP 시설 방문 단상 최명랑

8월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방안(1)

9월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방안(2)

10월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방안(3)

10월 산청 경호강 래프팅 윤보라

일한중 
산업보건학술 집담회

6월 제 27차 일한중 산업보건학술집담회 참관기 구정완

산업보건기관
탐방기

4월 이보다 더 환상적인 팀워크는 없다(대한산업보건협회 사업지원본부)

대한산업보건협회5월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근로자건강센터

9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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