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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편집 문화공감

또 한 권 책이 나왔다. 한 달에 한 번, 본지 제작진들은 

열병을 앓는다. 삶의 에너지인 동시에 극한의 에너지 

소비 대상인 월간 ‘산업보건’의 마감 때문이다. 

특히 이번호처럼 특집기사는 물론 지난 30년간 발간해

온 ‘산업보건’의 역사를 되새김하는 것은 익숙해 지지 

않는 어려운 일이다. 디자인 맡은 문화공감의 노력은 

언제나 눈물겹다. 

월간 산업보건을 이끄시는 노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편집위원님들, 항상 지면에 소중한 원고를 주시는 임현

술 교수님, 김수근 교수님, 김치년 교수님, 안전보건공

단 산업화학연구실 연구원님들, 유병욱 대리님. 감사하

다는 말이 모자랄 정도로 감사하다. 여러면에서 부족한 

나로서는 이러한 여건에서도 월간지를 만들 수 있게 해

주시는 분들의 수고가 늘 감사하고 죄송스럽다. 

30년간 꾸준히 발전해 온 월간 ‘산업보건’과 이를 가능

케 해준 협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펴낸 작은 역사 

기록이다. 덕분에 이렇게 또 한 권 책이 나왔다. 

- 편집실 김효진 -

대한산업보건협회 14개 지역본부(센터)가 고용노동부

에서 실시하는 2017년 특수건강진단기관평가에서 

최우수,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강진단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월간	<산업보건>	커버스토리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수준 향상

월간 ‘산업보건’ 30주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