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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제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이

하여 7월 4일(화) 09:00~12:00,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작업장 유해인자 

예측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사·정, 학계 및 산업보건 관계자 등 2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 임성국 선임대리(협회 산업

보건환경연구원 보건관리연구실)는 “작업장 유해인

자 예측프로그램 사례”에 대해, 이신재 이사(협회 사

업총괄이사)는 “협회 Big Data 활용 지식경영시스템 

운영방안”에 대해, 안기환 이사((주)라이프시맨틱스 

상무이사)는 “개인건강정보 플랫폼과 디지털 헬스케

어 서비스”를 주제로 연제를 발표했다.

강조주간 관련 

산업보건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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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서울 코엑스 Hall C 에서 7월 3일(월)부터 

6일(목)까지 4일간 국제안전보건전시회(KISS 2017) 

협회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다. 산업보건기술자료

(산업안전보건법 핸드북)를 배포하였다. 부스에는 미

세먼지 측정기 탑재 비행선, 스트레스 측정 체험공

간,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협회 홍보 이벤트를 운

영하였다.

행사 기간 중 협회 부스 참관객은 이벤트 참가자

(942명), 체험(스트레스 측정) 참가자(338명) 총 1,280

명으로 집계 되었다.

제35회 국제안전보건전시회

(KISS 2017) 협회 홍보 부스 운영

협회는 7월 10일(월)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력 

MOU 체결식을 가졌다.

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센터 37개소와 협회 전국 산업보건센터 17개소가 

상호 연계해, 과학적 체력측정 및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교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대한산업보건협회-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100 MOU(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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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분야 유공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

협회는 ‘제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이하여 

사업장 작업환경개선과 근로자 건강관리·증진에 많

은 노력을 기울여온 산재예방 유공자를 선정하여 협

회장 공로패를 수여하고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했다.

성  명 근 무 처

박계훈 (주)풍산 부산사업장

이동욱 디와이씨 주식회사

황승현 (주)호원

권중윤 한국내화(주) 당진공장

이창우 엘지이노텍(주) 청주공장

김효정 (주)전주페이퍼

장철용 영화금속(주)

노외식 금호석유화학(주) 울산고무공장

원영민 (주)유도

이홍란 철원 길병원

김승형 현대위아 의왕연구소

안재관 현대아이에이치엘(주) 대구공장

김경열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OLED)

윤경보 (주)흥일폴리켐

7월 4일(화) 제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 열린 

‘2017년도 보건관리전문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이미은 과장(부산센터)이 안전보건공단이사장상,  

박병숙 차장(창원센터)이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상, 

신성일 과장(광주센터)이 한국산업보건학회장상을 

수상하였다. 

보건관리전문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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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화), 부산센터는 부산 벡스코(BEXCO)

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산재예방 노·사 안전결의문 

선언 등으로 진행된 기념식에서, 정연서 팀장은 고용

노동부장관 표창을, 임현수 과장은 안전보건공단 이

사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부산센터, 

‘부산지역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참석 및 표창 수여

광주센터, 

‘광주지역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참석 및 표창 수여

지난 6월 29일(목), 광주센터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

으며, 산업보건 세미나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의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기관과 단체 및 사업

장의 안전보건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기념식에서 천삼성 과장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경강수 차장은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표창을 수상하

였다.



협회는 6월 29일(목)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

발전재단이 주관한 노사파트너십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인증패 현판식을 가졌다. 노사파트너십 우

수사업장은 협력적 노사관계로 고용주와 근로자 간 

상호 상생하는 분위기 조성과 행복한 일자리를 만

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노사파트너십 프

로그램을 수행하는 전국 101개 사업장 가운데 11개

의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노사파트너십 

우수사업장 현판식 개최

한마음혈액원은 7월 1일(토) 수원 캐슬호텔 그랜

드볼룸 2층에서 국제로타리 3,750지구와 ‘헌혈버스 

기증’ MOU를 체결했다. 국제 로타리클럽 관계자는 

“한마음혈액원에 45인승 헌혈버스를 무상으로 기

증하여 헌혈 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국제로타리 본

연의 취지인 ‘초아의 봉사’를 실천하는 사랑의 헌혈

운동을 확산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뜻에서 

이뤄졌다”며 취지를 밝혔다. 

한마음혈액원, 

로타리클럽 3,750지구와 

헌혈버스 기증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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