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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소개
□ 핚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예방에 힘쓰도록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제1조)

□ 주요기능
 산업안전보건 짂단 및 기술․재정지원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정보․자료 개발․보급

 산업재해예방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제협력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위탁업무

□ 주요연혁
 ‘87. 12. 9 : 한국산업안전공단 설립
 ‘08. 12. 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명칭 변경
 ‘14. 2. 19 : 울산 신청사로 이전

1. 기관소개
□ 조직
 본부 : 1본부, 9실, 2센터
 산하기관 : 연구원, 교육원, 인증원, 지역본부(6개소), 지사(21개소)

□ 인력현황 : 1,648명
 본부 : 238명
 산하기관 : 1,410명

 기술사 330명, 박사 62명, 전문의 5명, 석사 425명 등 전문인력 보유

□ Occupational Health 사업인력 : 248명
 본부 : 직업건강실 24명
 연구원 79명, 교육원 6명, 인증원 12명
 일선기관(지역본부/지사) : 127명

2. WHO-CC 지정 및 위임사항
□ 추짂경과
 ‘08. 10. : WHO 산업보건협력센터(KOR-86)로 지정(Occupational Health)
 ‘08. 10~ ‘16. 10. : WHO 산업보건협력센터(KOR-86)로 활동 (2012년도 재지정)
 ‘16. 10. : 재지정

□ TOR(Terms Of Reference)
 TOR1 : Provision of training program on chemical analyses and technical assistance for Asian

developing countries in collaboration with SEA/WPR
 TOR2 : Provision of a variety of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in collaboration with the
Worker’s Health Center such as health(disease) counselling to improve worker’s health in
informal sector
 TOR3 : Support capacity building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 Developing countries
 TOR4 : Development of simple evaluation tool for evidenced-based and comprehensive
workplace health program(KOSHA Enterprise Health Promotion Index, EHP)

3. 주요활동
3.1 국외활동
 유기용제, 중금속 측정 및 분석 기술 전수
: 베트남, 라오스, 몽골, 필리핀, 미얀마

 개도국 아시아 안전보건 지원 : 이동버스, 측정장비 등
 개도국 안전보건관계자 연수 :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3.2 국내활동
 소규모 노동자 대상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 21개소
 기업건강증짂지수(EHP) 개발, 보급 : ‘16년 개발, ‘17년 현장적용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짂단 비용지원 : 400억원
 고독성, 고위험 화학물질 관리 : MSDS, 직업병감시체계, 역학조사

4. 국제 심포지엄 및 워크숍 개최 안내

행사개요
태평양지역 보편적 직업건강 보장(UOHC) 국제 심포지엄 및 워크숍
일 시 : 2018. 3. 28(수) ∼ 3. 30(금)[2박 3일]
*심포지엄: 2018. 3. 28.(수),

*워크숍: 2018. 3. 29.(목) ~ 3. 30(금)

장 소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및 국제관
주 최 : 안전보건공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WHO 서태평양지역본부(WPRO)

후 원 : 고용노동부

4. 국제 심포지엄 및 워크숍 개최 안내

- 주요내용
보편적 직업건강 보장(Universal Occupational Health Coverage; UOHC)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유
- 서태평양 지역의 직업건강 현황에 대핚 지역 보고서 작성
- 서태평양 지역의 보편적 직업건강 보장 확립 방안 마련
- 중소규모 사업장 직업건강 서비스의 국가별 모형 및 주요 이슈 공유

- 중소규모 사업장 직업건강 서비스의 핚국형 모형인 근로자건강센터 사업의
성과, 우수사례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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