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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는 지난 5월 1일(수) 오전 9시 잠실올

림픽 주경기장에서 안전한 일터·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하프코스와 10 km 

코스, 5 km 코스(가족 걷기대회)를 달리는 경기가 차례

로 이어졌다.

대한산업보건협회, 

‘노동절 마라톤 대회’ 참가 

대한산업보건협회 최수홍 회장은 지난 4월 9일(월)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

30회 대한민국 뷰티산업박람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뷰티산업박람회’는 사단법인 한국피부미용사

회중앙회와 CIDESCO 한국지부가 주최·주관한다. 

협회는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와 지난해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최수홍 회장, 

‘대한민국 뷰티산업박람회’ 개회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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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금),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서울 동작구 보

라매공원 산재희생자위령탑에서 열린 ‘제18회 산재노동

자의 날 추모제’에 참석했다.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의 넋을 위로하고 산

재 근절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

제’는 지난 2000년 12월 한국노총의 건의로 산재희생

자위령탑이 건립된 이후 2001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진행돼 왔다.

이날 열린 추모제에서는 산업재해가 개인의 문제가 아

닌 사회적 재난임을 알리고, 산업재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제18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참석

대한산업보건협회 학술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학술회의

가 4월 19일(목), 협회 본부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협회는 산업보건관련 학술활동 수행을 위해 학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학술위원회는 ‘산업보건학술제’와 기타 

국내·외 학술활동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

하는 기능을 한다.  

학술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2018. 4. 1.~2020. 3. 31. 까

지이다.

학술위원회 위촉 및 

제 1차 학술회의 개최

이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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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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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숙 대한산업보건협회 사업총괄이사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홍보실장

김홍갑 대한산업보건협회 혁신전략실장

<학술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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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산업보건센터는 4월 16일(수) 전주대학교 간호학

과, 4월 27일(금) 한일장신대학교 간호학과와 업무협

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근로자 건강향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을 상호 교환하고 간호대학생 견학 및 실습 교육의 기

회를 부여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진행됐다.

전북산업보건센터, 2개 대학 

간호학과와 업무협약(MOU) 체결

특수건강진단기관평가 결과 

현판 배포 

대한산업보건협회는 2017년 특수건강진단기관(이하 특

수검진)평가 결과 현판을 배포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검진기관에 대한 건강진단의 신뢰성

을 확보하고 건강진단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관평

가를 실시하고 있다. 

협회는 2017년 특수건강진단기관평가에서 14개 지역본

부(센터)가 최우수, 우수 등급을 받아 해당 지역본부(센

터)에 현판을 배포했다.

2018년 5월 3일(목) 창원센터 현판식 개최

(위부터) 전북산업보건센터와 한일장신대학교,   

전주대학교 간호학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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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산업보건센터는 지난 4월 23일(월) 서부산센텀

병원과 업무협약을 가졌다. 

주요내용으로는 센터 및 관리사업장 임직원의 병원이

용 시 편의제공을 위한 의료운영협약 체결 등이다.

남부산산업보건센터-

서부산센텀병원 업무협약(MOU) 체결

경북산업보건센터는 4월 3일(화) 대경대학교 간호대

학과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간호대학생 실습 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필요한 지

식과 기술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간호사 양성에 기여

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진행됐다.

경북산업보건센터–

대경대학교 간호학과와 업무협약(MOU) 

체결

안산산업보건센터는 지난 4월 16일(월) 한국디지털미

디어고등학교 1학년 학생 205명 건강검진을 실시하

였다. 이중 저소득층 학생 31명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였다.

안산산업보건센터–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저소득층학생 건강검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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