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보건을 보면 사회가 보인다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담는 <산업보건> 제작과정

글_편집실    

이	한	권의	<산업보건>을	완성하기	위해,	월초부터	담당자는	그렇게	울었나	봅니다.	매월	발행되는	

<산업보건>	제작과정은	꽤	분주합니다.	우리만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반영하면서도	‘읽힐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이	힘을	모읍니다.

<산업보건>을 위해서는 먼저 편집회의가 진행됩니다. 이는 <산업보건>을 발행하는 목

적과 내용 및 일정까지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지난

호에 대한 검토 후 주제와 필자, 구성 등을 논의합니다. 

<산업보건>은 최강군단 편집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에 담당 부서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노하우를 더해 사료적 가치가 충분한 사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원고 청탁입니다. 편집회의를 바탕으로 해당 주제에 맞는 필자를 선정하고 원고를 의뢰합

니다. 담당자는 경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릅니다. 또한, <산업보건>은 조금 

더 다양하고 입체적인 구성을 위해 현장을 담고자 취재를 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현장의 곳

곳을 사진으로 담습니다. 취재가 끝나면 원고 작성에 돌입합니다. 원고는 취재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머릿속

에 생생히 남아 있을 때, 키보드를 두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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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완성되면 디자인에 들어갑니다. 해당 주제를 가장 설득력 있고 가독성 있게 보여주기 위한 

디자이너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간 취재원이 머리를 쥐어짰다면, 그 고통이 디자이너에게 넘어

가는 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보건>에 실릴 인물들의 ‘포샵’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매우 중요

한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디자이너는 야근을 반복합니다. 한창 예민한 디자이너의 심

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구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시간들입니다. 순발력보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타는 교묘

하게 숨어 있고, 담당자는 집요하게 그것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산업보건> 페이지 구성 

및 이미지, 글자 크기, 제목 등 최적의 <산업보건>이 될 때까지 수정 작업이 계속됩니다.  

빨간 펜이 가차 없이 교정지를 난도질합니다.

교정·교열까지 완료되면 이제 데이터가 인쇄소로 넘어갑니다. 담당자는 인쇄소에 가

서 인쇄 상태를 확인합니다. 인쇄가 잘 나왔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교

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큰 인쇄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출력물의 잉크를 말린 후 

재단과 제본 등의 과정을 통해 한 권의 책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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