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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관리 전공역량 보수교육’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벌써 6개월

이 지나고 있다. 교육사업을 시작할 때는 울산센터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관리

감독자들은 당연히 대한산업보건협회의 교육을 선택할 줄 알았다. 그러나 이 

사업이 그리 녹녹치 않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

사업장은 전적으로 대한산업보건협회를 선택할 수 없는 나름의 이유들이 있었

고, 나는 어느새 올해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았음을 후회하고 있었

다. 그러나 관리감독자 교육사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산업의 현장 최일선

에서 매일매일 업무와 동시에 우리의 신사업을 담당자들에게 각인시키며 지속

적인 홍보를 한다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할 것이라 감히 예

상해본다.

울산산업보건센터 

보건관리팀 팀장 전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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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진다 
산업보건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우리 요원들은 

전문 강사로서의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무엇

보다 현장 경험이 최우선 되는 분야인 만큼 조건을 

갖춘 회사 내 숨은 인재들이 많다고 자부한다. 이

러한 환경 속에서 산업보건 사내 강사들의 직무역

량 강화를 위해 본부 교육개발팀에서 준비한 ‘산업

보건관리 전공역량 보수교육’을 안내받고 지난 6월 

22일과 23일 부산지역본부 교육장으로 참석했다.

이 과정에는 우리 협회 강사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자, 현재 보건관리자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타 회

사 강사들 더불어 예비 강사들까지 다양한 

교육생이 참여했다. 본 교육은 한국기

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주

관하는 ‘NCS 강사 보수교육’으로, 우리 

대한산업보건협회 교육개발팀에서 발 빠

르게 위탁용역을 연간 4회에 걸쳐 수주 받

았다고 한다. 2일간의 교육은 만족스러웠

다. 교육 커리큘럼(사업장 보건관리+작업

환경측정)은 잘 짜여 있었고, 강의를 맡은 

강사진도 다양했다. 불편함이 없도록 소

소한 면까지 배려해주신 본부 교육개발팀 

황정호 팀장, 신계숙 차장, 부산지역본부 

교육사업팀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한다. 

첫날 오병선 부원장(KSR인증원)의 ‘산업안

전보건법 및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강

의는 내용이 살아 꿈틀거림을 느

꼈다. 강사로서의 자부심

과 일에 대한 열정, 지식

과 더불어 강사의 여

유를 배울 수 있었

다. 교육일정 후 저녁시간

에는 ‘교육생들과의 나눔의 시

간’이 진행됐다. 맛난 음식과 적당량의 

알코올은 분위기 고조에 최상이었다. 

교육사업의 미래는 
곧 나의 미래다
교육사업은 분명 향후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중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각 지역본부 및 센터

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자원들을 최대

한 활용하고 지역에서는 긴 세월 동안 산업보건 

업무를 경험해온 팀원들의 숨은 능력을 최대한 발

굴하는 등 본부와 센터가 모두 한마음으로 추진한

다면 분명 성공하는 사업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게 되려면 모두 함께 한곳을 바라보고 함께 가

야 한다. ‘대한산업보건협회인’이라면 이미 

준비되어 있으리라. 그러면 움직여야 

한다. 계산하지 말고 그냥 움직이면 

된다. 산업보건은 사람이 사람을 위

해 하는 일인 만큼 교육사업도 곧 

사람이 답이다. 어느 기관보다 우세

한 것, 그것은 바로 대한산업보건협회 

전국 인적자원이다. 교육사업팀의 미래는 밝

다. 그러므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미래는 밝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속한 나의 미래도 밝다. 

•4차	과정 10월 19일~20일 

•교육	장소 서울

•교육	정원 30명, 9월 중순 공지

연수과정	문의

대한산업보건협회 본부 교육개발팀

황정호 팀장(☎02-204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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