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sident of the 28th Korea-China-Japan 
Conference on Occupational Health,
President, Korean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Focus 제28차 한중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

2018 July Vol. 363 33

산업보건 2018 07_내지 0628.indd   33 2018-06-28   오전 11:27:55



제28차 한중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

‘제28차 한중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가 6월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 홀리데이 인 인천송도 호텔에서 진행됐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한국, 일본, 중국 3개국 산업보건의 

최신 정보를 교류하는 학술집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산업보건 문제의 심각성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워온 한국은 그에 따른 해결책과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갖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그간 ‘산업

보건 학술집담회’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최신 국제산업보건 

현실과 결과를 공유하고 연구 성과를 소개하며 학문적 교류

의 지평을 넓혀 왔다. 

이러한 활발할 교류는 우리나라의 현 실태는 물론 세계의 

추세를 알 수 있게 해주며, 인류를 위한 바람직한 대응방안

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 이번 학술집담회는 냉철한 현실 직시와 

유익한 지식, 따뜻한 교류 및 문화가 더해져 더욱 품위 있는 

축제가 되었다. 

정리 편집실

인류를 건강하게 만드는 품위 있는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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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rkshop 연제발표

2.   좌장 구정완 교수, Zhijun Zhou 교수,  

Nobuhiro Fujiki 교수

1일차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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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수홍 회장 개회사

2.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 축사

3. 일본대표 Toru Itani 소장 축사

4. 중국대표 Ma Jun 교수 축사

5. 웰컴데스크(인천관광공사 지원)

6. Keynote speech

2일차

1

3

2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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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중일 산업보건 전문가의 화합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

8. Steering committee meeting

9. Poster session

8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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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1

2

3

1.   심포지움 좌장 강성규 교수, Hong Chen 교수, 

Jiro Moriguchi 교수

2. 심포지움에서 발표중인 명준표 교수

3. Ciosing ceremony 구정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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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한중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 

참관기
글 구정완(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제28차 한중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가 ‘Occupational 

lung diseases’라는 주제로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

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었다. 송도국제도시는 인천국

제공항 인프라를 배후로 만들어진 경제자유구역이며 인

천공항에서 가까워 일본, 중국 참가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이다. 

학회 개최 장소인 홀리데이인 호텔에 근접하게 위치한 

센트럴파크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 공원으로서 바닷물

을 실시간 정화해서 1급수의 해수를 끌어들인다. 카누와 

카약, 보트, 수상택시와 더불어 사슴농장, 토끼섬 등 다

양한 동물들을 즐기면서 산책을 할 수 있다. 호텔 인근 

G타워의 33층에 마련된 전망대에 올라가면 멀리 인천대

교의 웅장한 모습과 송도 전체 모습을 멋지게 볼 수 있

다. 트라이볼은 3개의 그릇이 합쳐진 느낌의 특이한 건

축미를 자랑하며 공연장, 문화예술교육, 전시 등 복합문

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러 가지 볼거리와 호

텔 자체가 깨끗하고 쾌적하며 전망이 좋아 찾아오는 외

국인들에게 적합하리라 생각하며 송도에 대한 좋은 이

미지와 훌륭하고 기억에 남는 집담회가 되기를 기대하

며 이른 시간에 호텔에 도착하였다. 

집담회 첫날에는 워크숍 주제인 생활습관에 대해 한국

에서 2명, 일본에서 2명, 중국에서 2명이 발표를 하였다. 

집담회 후에는 환영만찬이 개최되었으며 퓨전국악그룹 

SOS(Season of Soul)의 국악기와 서양 악기를 연주하

는 특별한 공연이었고 뜨거운 갈수 박채와 환영을 받았

다. 특히 공연 후에 SOS 그룹과의 단체 촬영은 외국 참

가자들뿐 아니라 국내 참가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팀

을 제한하고 나서야 겨우 종료가 되었다. 오랜만에 만나

지만 항상 반가운 일본, 중국의 참가자 일행과 멋진 퓨

전 공연을 들으면서 그리고 가벼운 술과 더불어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환영 만찬이 끝나고 한중일 대표 및 간사는 미팅룸에

서 짧은 만남을 갖고, 한중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와 

ACOH(아시아 산업보건학회)와의 연계와 장소 등에 대

해 논의를 하였으나, ACOH가 열리는 해(2023, 2026)에

는 주최국이 어느 국가로 선정되는 것에 따라 한중일 집

담회를 공동 개최 또는 분리해서 개최할 지를 정하는 것

으로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 날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최수홍 회장의 개회

사에 이어,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의 환영사와 각

국 대표로서 일본 Toru Itani 교수, 중국 Ma Jun 교수

의 축사가 있었다. 기조연설에서는 한국 원종욱 교수의 

‘한국 중국 일본에서의 산재보상의 비교’, 중국 Zhijun 

Zhou 교수의 ‘중국의 진폐증 관리 및 실제’, 일본 Koji 

Mori 교수의 ‘일본의 보건과 생산성 관리-고용주가 보

건에 투자하도록 이끄는 정부 프로그램의 배경과 전략’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었다. 

퓨전 국악공연팀 SOS(Season of Soul)의 축하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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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개최된 Steering committee meeting에서

는 2019년 중국 개최예정인 중한일 산업보건학술집담

회의 개최 시기를 4월 22일부터 24일까지로 확정 했다. 

ACOH(아시아산업보건학회)는 2020년 5월 27일부터 30

일까지 한국(대구)에서 개최되며, 이때 한일중 학술집단

회가 공동 개최됨과 다양한 장점 등을 원종욱 교수가 소

개해주었다.  

또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일

본 산업의과대학, 일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3기관이 모

여서 WHO Collaboration Centres of Occupational 

Health 회의를 가졌다. 이번 WHO 협력센터 회의를 통하

여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베트남 또는 메콩강 유역 지

역 국가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산업보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자는 안을 결의하였다. WHO WPRO CC Forum

이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호치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 기간 전후로 교육을 협동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베트

남 정부 및 WHO 서태평양 담당관과 접촉할 예정이다. 

이어진 포스터연제발표에서는 총 41개(한국 18개)의 포

스터를 각 연제당 1분 30초 동안 슬라이드로 소개하는 

발표시간과 이어진 포스터 세션에서는 포스터 앞에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유연제발표 I-IV에서는 

총 16개(한국 8개, 일본 8개)의 구두발표가 2개의 방에서 

진행되었다. 

두 번째 날 공식만찬 식전행사로 진행된 샌드아트는 대

한산업보건협회 창립 55주년을 기념하며 한중일 3국의 

화합과 동행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은 다양한 주제들로 

샌드 아티스트가 10분 동안 창작을 하였고 많은 청중들

의 환호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만찬시간에는 푸짐하

고 다양한 뷔페 음식과 더불어 막걸리, 생맥주, 맥주, 소

주, 복분자술 등의 다양한 한국주류가 제공되었으며, 식

사 중에 진행된 팝페라 그룹 엘루체의 공연은 학술집담

회 마지막 밤의 행사 분위기와 여흥을 돋우어 주었다. 

또한, 한국 측의 최우수 학술포스터상은 가천대학교 강

덕윤 전공의가 발표한 ‘제철회사 노동자의 교대근무와 

혈장 호모시스테인의 연관성’이 선정되었다. 

마지막 날 ‘직업성 호흡기 질환’ 주제로 열린 심포지움

에서 한국, 일본, 중국측에서 각각 2명의 발표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명준표 교수가 ‘Hidden asbestos related 

lung cancer: a multicenter study’, 연세대학교 윤진

하 교수가 ‘Occupational lung diseases in Korea’라

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었으며 질의응답시간에 다양한 

토의가 있었다.

폐회식에서는 2019년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난징

에서 개최될 제29차 중한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를 중국 

측에서 소개하면서 내년에 더 발전적이고 활기찬 연구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끝을 맺었다.

이번 집담회는 한국 117명, 일본 47명, 중국 22명 총 186

명이 등록을 하여 최근 열린 집담회 중에서는 압도적으

로 높은 참여와 짜임새 있는 구성과 다양한 공연 등이 

돋보였다. 일본 및 중국 참가자들로부터 송도에서의 학

술집담회가 학회장, 발표 내용, 진행, 만찬 및 다양한 공

연 등에 대해 상세하게 칭찬을 해주었고, 너무 인상에 

남고 기억에 남는 행사였다는 후기들을 남겨주었다. 또

한 대한산업보건협회 최수홍 회장을 비롯하여 임직원들

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집담회를 풍성하고 자랑스

럽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WHO Collaboration cent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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