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산업보건센터는 지난 5월 1일(화)부터 

11월 1일(목)까지 안산시 지원을 받아 추진

했던 산업재해 사고손상 예방사업을 종료

했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안산시 소재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50여 곳에 밀폐공간 

표지판과 휴대용 산소캔을 지급하는 것이

었다. 또한, 10월 23일 오전 7시 30분부터 

안산역 광장에서 센터장 및 센터직원 12명

이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노동자의 밀폐공간 

산업재해 예방목적을 달성해 상호 연계적

인 상승효과를 이루고자 실시됐다. 

안산산업보건센터 산업재해 

사고손상 예방사업 종료

광주전남북지역본부는 지난 10월 8일(월)

부터 9일(화)까지 2일간 여수엑스포 디지털

갤러리 B구간에서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

회 협회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부스에는 

혈압, 체지방 분석, 스트레스 측정 등 방문

객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체

험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전남북지역본부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협회 홍보 부스 운영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지난 10월 16일(화)부터 

19일(금)까지 39명, 23일(화)부터 26(금)까지 

39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교육을 진행했다. 

경기도 군포시 소재 의왕 교육장에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총 78명의 신입사원이 2차로 나

뉘어 교육을 들었다. 이번 교육은 협회 설립

취지, 비전 및 사업방향에 대한 이해를 도와 

신입직원의 적응력과 업무효율을 높이는 점

에 초점을 맞췄다.

2018 신입사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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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산업보건센터는 지난 10월 27일(토) 대

한적십자사 마산재난대응봉사회 회원들과 

함께 소외계층 세탁봉사를 실시했다. 사랑

의 소외계층 세탁봉사는 작년 4월부터 장소

를 창원센터 테니스장으로 옮긴 뒤 매년 두 

차례씩 진행하고 있다. 총 40여 명의 창원센

터 직원들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원들이 동

참한 이번 세탁봉사에서는 대형세탁물 빨래

가 힘든 홀로 노인이나 취약계층 50여 가구

의 세탁물을 수거해 세탁하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창원산업보건센터 

사랑의 소외계층 세탁봉사

「The 29th China-Korea-Japan Conference on Occupational Health」 프로그램 확정

대한산업보건협회는 「The 29th China-Korea-Japan Conference on Occupational Health」 현지답사 및 간사미팅에 참여

했다. 10월 19일(금) 부터 22일(월)까지 중국 난징 HANFU 호텔에서 개최되었으며, 강성규 부회장과 한국간사인 구정완 

교수가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정 : 2019년 4월 22일(월)~24일(수)   

•장소 : 중국 난징 HANFU 호텔

•주제

   - Symposium :   Poisoning and cancer caused by chemicals 

   - Workshop :  Aging and occupational health

   - 구연 및 포스터 :   자유

날짜 시간 내용

4월 22일(월) 09:00–10:00 Opening Ceremony

10:00–11:30 Keynote Speech

14:00–16:00 Workshop

18:30-  Welcome Reception

4월 23일(화) 09:00–12:00 Symposium(research or review)

13:30–15:00 Poster Session

15:00–18:00 Oral Session

18:30- Closing Ceremony & Banquet

4월 24일(수) CDC in Jiangsu 방문(선택)

•프로그램	 

모집인원 및 전공(석사학위 과정, 야간)

가.	인원 : 00명

나.	전공 : 1) 산업 및 환경보건학 

 2)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학   

 3)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 

 4) 건강증진학

 5) 보건정보학 

 6) 역학 및 임상시험학 

 7) 보건정책 및 관리학 

 8) 국제보건학

※ 특수과정 :   산업전문간호사과정(최근 10년 

이내에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원서접수

가.	원서접수	 :  2018년 11월 5일(월)~12일(월) 17:00

나.	접수방법 :   보건대학원 홈페이지(songeui.catholic.ac.kr/gsph) 입학안내/

입학원서 접수

www.uwayapply.com

접속

회원가입

입학원서 작성

입학원서 등 출력

제출서류 등기우편 발송

•인터넷 원서접수 클릭

•전형료 결제

•가톨릭대학교 선택
•유의사항 확인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요강

대학원교학팀  ☎ 02-2258-7074
홈페이지  http://songeui.catholic.ac.kr/gsph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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