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HA NEWS

지난 3월 22일(목),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북부산업

보건센터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경은학교(공립특수

학교)를 방문해 2층 강당에서 무료검진을 실시했다. 

경기북부센터는 지난 2012년도부터 매년 경은학교를 

방문해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자폐증을 

가진 경은학교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생 1학년이 

검진을 받았다. 경기북부센터는 이들을 대상으로 신체

검사 및 시력, 청력, 혈액 및 소변검사 등을 진행했다.

이어 3월 23일(금)에는 의정부시에 위치한 송민학교

(공립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

했다. 경기북부센터는 지난 2014년 송민학교와 보건

의료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꾸준히 송민학교

를 방문해 무료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 

경은학교·송민학교 무료검진 실시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지난 3월 9일(금)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본부 13층 컨벤션

홀에서 개최된 한국노총 창립 72주년 기념식에 참석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종근, 박인상 등 전 한국노총 위원

장들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이용득 의원을 

비롯해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

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립 72주년 기념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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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는 지난 3월 29일(목), 삼성전자 DS

그룹이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개최한 ‘협력사 환경안전 

워크숍’에 참여해 교육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DS그룹은 그간 협력사의 현장 안전 환경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왔다. 이날 개최된 

워크숍에는 협회 김훈철 사업지원본부장이 참석해 산

업안전보건 정책 방향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대해 교육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삼성전자 협력사 환경안전 교육 실시

안산산업보건센터는 지난 3월 7일(수) (주)신광테크

놀러지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안산센터는 (주)신광테크놀러지 근로자

들을 위한 건강진단, 보건관리 및 사후관리, 작업환경

측정 및 근로환경 개선과 직원 가족 건강증진 활동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안산산업보건센터-

(주)신광테크놀러지 MOU 체결

6766
함께(With), 활기차게 사는 건강한 세상, 산업보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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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산업보건센터는 지난 2월 7일(수) 한국노총전북

지역지부(이하 한노총전북지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

다. 전북센터는 한노총전북지부 소속 근로자(조합원)의 

건강증진 및 예방접종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협

력하기로 했다. 

전북산업보건센터-

한국노총전북지역지부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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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과정 및 전공  

가. 과 정  : 석사학위 과정(야간)

나. 전 공  :   산업 및 환경보건학,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 

건강증진학, 보건정보학, 역학 및 임상시험학, 

보건정책 및 관리학, 국제보건학

※ 특수과정 :   산업전문간호사 과정   

(최근 10년 이내에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나.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전공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사본 제출)에 한함  

3. 원서접수

가. 원서접수 : 2018년 5월 11일(금) ~ 18일(금) 17:00
나. 접수방법

•   보건대학원 홈페이지(http://songeui.catholic.ac.kr/gsph) 

 입학안내/입학원서 접수

•   www.uwayapply.com에 접속  인터넷 원서접수 클릭  

회원가입  가톨릭대학교 선택  유의사항 확인   

입학원서 작성  전형료 결제  입학원서 등 출력  

제출서류 등기우편 발송

4. 입학전형

가. 전형일시 : 2018년 6월 5일(화) 14:00
나.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   지원자는 수험표를 지참하고 13시 30분까지 구술시험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5. 합격자 발표 

2018년 6월 26일(화) 14:00
홈페이지 입학공지에 발표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2018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요강

대학원교학팀

T.  ☎ 02-2258-7074 

H.  http://songeui.catholic.ac.kr/gsph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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