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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강진단팀 직무 교육 실시

2017년 건강진단팀 직무 교육이 1월 16일부터 2월 2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원주 치악산연수원에

서 총9차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직무 교육은 건강진단팀원들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검진관련 법령 소개, NK세포 활성도 검사의 이해,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관리 사례발표, 서비스마인드 

교육, 디지털 마케팅 등 각 자격별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구분되어 진행 된다. 일반행정 1차수, 병리사 1

차수, 방사선사 1차수, 간호사 1차수 등 총 4차수가 교육 받았다. 건강진단팀을 시작으로 보건관리팀, 

환경위생팀 등 부서별 직무교육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발령

    전보 김홍갑 실장 (충북산업보건센터 → 본부 전략기획실)

 이연경 국장 (본부 → 경기산업보건센터)

 이병재 국장 (경북산업보건센터 → 대구산업보건센터)

 조광현 국장 (대전산업보건센터 → 남부산산업보건센터)

 이상태 국장 (울산산업보건센터 → 부산산업보건센터)

 박성원 국장 (경기산업보건센터 → 대전산업보건센터)

 이강찬 국장 (광주산업보건센터 → 안산산업보건센터)

 백종섭 국장 (안산산업보건센터 → 천안산업보건센터)

 신동욱 국장 (남부산산업보건센터 → 광주산업보건센터)

 최일성 국장 (본 부 → 서울산업보건센터)

 변정식 국장 (부산산업보건센터 → 울산산업보건센터)

 김대식 국장 (대전산업보건센터 → 충북산업보건센터)

 전순억 국장 (대구산업보건센터 → 경북산업보건센터)   <2017. 01. 0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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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일・한・중 산업보건학술집담회 참가 및 연제발표 안내

일・한・중 산업보건 분야의 최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제27차 일・한・중 산업보건학술집담회가  

일본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연제발표 관련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참가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후 공지하겠습니다.

- 다 음 -

가. 학술집담회 일정

 1) 일 시 : 2017. 5. 31(수) ~ 6. 2(금) 2) 장 소 : Keio Plaza Hotel Sapporo, Japan

 3) 주 관 :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apporo Medic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Hokkaido Japan

나. 주제     다. 집담회 참가비

 1) Workshop : Life style

 2) Symposium : Working time and health

라. 연제발표

 1) 연제발표 안내

 - 초록제출 : 2017년 4월 17일(월)까지

 - 작성방법

 2) 제출방법

 - 이메일 전송 : hynam@kiha21.or.kr

 - 담당 : 대한산업보건협회 목적사업팀 남해영 차장 (tel. 02-2046-0541)

마. 참가신청 및 호텔예약 : 차후 공지 (대한산업보건협회 홈페이지 www.kiha21.or.kr 공지사항에 안내 예정) 

<안내>

■  Conference language is English. Before preparing your abstract, please read the following 
instructions carefully.

 1. Use Microsoft WORD program.

 2.  Paper size should be A4 (210mm×297mm) and margins should be 35mm (top, bottom) and 30mm (right, 
left).

 3. The text should be single spaced in Arial in 11 point.

 4. Type the title in 14 point Arial Bold with initial letters in capitals.

 5. The presenting author should be listed first and underlined.

 6. Topic of the Symposium is "Working time and health". Topic of the Workshop is "Life style".

 7. Oral presentations for poster should be presented no longer than 90 seconds.

 8.  Oral presentations and Workshop presentation should be presented within 15 minutes, questions and 
discussions 5 minutes.

 9. The size of the poster board is 150 cm high, 90 cm wide.

 10. Awards will be given to the best posters.

구분 일반 학생 동반 (가족)
참가비 200 USD 100 USD 80 US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