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차 한·중·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가 지난 

6월 14일(목)~16(토), 홀리데이 인 인천송도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첫째 날에는 ‘Life style’을 주제로 Workshop

이 있었고 둘째 날에는 최수홍 회장의 개회사

에 이어,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의 환영

사와 일본대표 Toru Itani 교수, 중국대표 Ma 

Jun 교수의 축사가 있었다. 포스터 연제발표

에서는 총 41개(한국 18개)의 포스터를 각 연

제당 90초 동안 슬라이드로 소개·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유 연제발표에서는 총 16개

(한국 8개, 일본 8개)의 구연발표가 진행되었

다. 이번 집담회는 한국 117명, 일본 47명, 중

국 22명 총 186명이 등록하였다. 

제29차 중·한·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는 

2019년 4월 22일(월)~24일(수)에 중국 난징

에서 개최된다.

제28차 한·중·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 
인천 송도에서 성황리에 개최

대한산업보건협회는 17개 지역본부·센터 중 

울산산업보건센터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했다. 

최수홍 회장은 지난 6월 21일(목) 최우수기관

으로 선정된 울산센터에서 포상식을 갖고 직

원들을 격려하였다. 최우수기관은 2017 경

영평가 종합점수로 선정하였다.

울산산업보건센터 협회 ,
최우수기관 선정KI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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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는 지난 6월 19일(화) 가톨릭대학

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서울금연지원센터와 업

무협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금연상담을 지원하

고 흡연예방을 위한 사업의 상호협력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지역본부,
서울금연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와 남부

산산업보건센터는 지난 6월 15일(금)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소재 IBIK 녹산공단지점에서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주최하고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부

산경영자총협회, 부산산재장애인협회가 함께

하는 지역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과 재해예

방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다. 협회는 캠페인 

참여 근로자에게 혈압, 혈당, 체지방 등 간이

검진을 제공하였다.

부산경남지역본부- 
남부산산업보건센터, 
산업안전보건 공동캠페인 참여

지난 6월 20일(수)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인지

역본부는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전택노련 수

원지역지부와 수원시 택시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을 제공하

기 위한 업무협약을 경기도 군포시 소재 협회 

의왕교육장에서 체결하였다.

경인지역본부-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전택노련 수원지역지부,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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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인사가 2018. 07. 01일부로 실시되었으며, 인사는 다음과 같다. 

인사발령

김  홍  갑 본  부 ▶ 대전충남북지역본부

지역본부장

박  성  원 부산경남지역본부 ▶ 경인지역본부

지역본부장

이  강  찬 대전충남북지역본부 ▶ 광주전남북지역본부

지역본부장

이  연  경 경인지역본부 ▶ 부산경남지역본부 남부산산업보건센터

센터장

이  병  재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산업보건센터

센터장

전  순  억 경북산업보건센터 ▶ 대구경북지역본부

지역본부장

조  광  현 남부산산업보건센터 ▶ 부산경남지역본부

지역본부장

윤  동  진 한마음혈액원 ▶ 원주 연수원

연수원장

최  양  호 원주 연수원 ▶ 한마음혈액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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