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임직원을 비롯해 전

국의 산업보건 관계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세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8대, 19대 국회에

서 논의만 되고 번번이 폐기되고 말았던 법안이 

한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을 계기로 공론화되어 드

디어 통과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한

국노동조합총연맹이 보다 넓은 울타리로 나아가

야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노동존중사

회의 장벽은 높고 그 길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

자가 조직화된 힘으로 함께 단결된 두드림이 필요

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더 큰 한국노

동조합총연맹은 노동존중 사회의 문을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 산적해 있는 노동의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써 풀어내고, 그 결과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한 단 하나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새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더 큰 울타리 더 넓은 

노총이 되기 위한 발걸음을 보다 힘차게 걸어 나

갈 생각입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임직원을 비

롯한 산업보건 관계자 여러분의 새해 다짐도 저희

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는 법안으로 

만들어졌고 수없이 경고하고 분노했던 위험의 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 주 영

우리나라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산업보건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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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실이 꿰어졌습니다. 2019년 기해년에는 여러분들

의 역할이 무엇보다 넓어지고 중요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

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노동자의 노동은 존중되어야 하며 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가 새로운 백 년을 시작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노동존중 대한민국의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동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가정과 기업,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산업보건 전문가 여러분!

2019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더 낮고, 더 깊게 현장과 호흡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현장을 향한 눈과 귀를 더 크게 열고,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안

전보건 문제에 있어서도 더 이상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상처받으

며 일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다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보건 전문가 

여러분들의 관심은 물론이거니와 쓴 충고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때로는 든든하게 때로는 매섭게 함께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천만 노동자가 모두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

록 노력할 것입니다. 산업보건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에는 보다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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