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직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Clinic (KOEC)

수 신

특수건강진단기관의장

경 유

대한직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 회원

제 목

제5회 2019년 상반기 특수건강진단기관 종사자 교육

1. 대한직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에서는 “제5회 2019년 상반기 특수건강진단기관
종사자 교육”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 본 교육은 특수건강진단기관평가에서“특수건강진단 종사자교육”으로 인정됩니
다.
3. 홈페이지에서 기관단위 등록을 위한 정보입력 바랍니다.(수료증발급을 위해 필요
합니다.) 가입과 관련된 문의는

koec2017@daum.net으로 주시면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주차는 지원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2019. 3. 28(목), 13:00~17:00
▶ 장 소: 대전 을지대병원 본관 3층 범석홀
▶ 주 제: 특수건강진단실무자교육
▶ 대 상: 특수건강진단기관 종사자(신규근무자 중심으로)
▶ 사전등록비: 4만원,

현장등록비 : 6만원

▶ 사전등록 기간: 2019년 3월 20일까지(사전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자변경불가)
▶ 입금계좌: 하나은행 504-910085-25705

(예금주: 직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

==> 사전등록방법 : www.koec.org 접속 -> 기관단위등록을 위한 정보입력 혹은 회

원 등록 후 진행 (문의는 메일로만 받습니다. 회신은 오후3시 이전 문의는 당
일, 이후 문의는 익일 드립니다.)
첨부: 교육일정. 약도. 2019KOEC행사안내

끝.

대한직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장
담당 박미정
시행

총무부장 손준석

직환협 19-01

(2019. 1. 15)

회장

이철호

접수

우 5152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39번길 6, (중앙동, 제일상가3층)터직업환경의학센터 내
e-mail : koec2017@daum.net

첨부1

제5회 KOEC
2019년 상반기 특수건강진단기관 종사자 교육일정
일시: 2019. 3. 28(목), 13:00~17:00 / 장소: 대전 을지대병원 본관 3층 범석홀

시 간

주

제

연 자

13:00~13:10

등록 접수

13:10∼13:20

KOEC 회장 인사말

이철호
(터직업환경의학센터)

13:20~14:10

근로자 건강진단의 원리 이해

김정원
(고신대의대)

14:10∼15:00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조현아
(유성선병원)

15:00∼15:20 Coffee break
15:20∼16:10

생물학적 노출지표의 이해

유상곤
(대자인병원)

16:10-17:00

사후관리의 방법 및 실제

김정민
(청주의료원)

폐 회(수료증발급)

첨부2

‣ 위치 및 교통

‣ 지하철
정부청사역 1, 2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 버스
- 정부청사역 하차(도보 3분거리)

102, 605, 211, 216

- 갤러리아 타임월드 앞 하차(도보 5분
거리)

106

- 둔산경찰서 앞 하차(도보 3분거리)
- 둔산2동주민센터(도보 3분거리)
- 서구청(도보 3분거리)

211, 301, 315, 604,
705, 706
318
514

3 (급행)
911
3 (급행)

2019년 KOEC 교육행사안내
일시

내용

장소

특수진단기관 종사자교육
3월 28일 목

제5회 KOEC 특수진단기관 종사자교육
(신규근무자중심으로)

대전 을지대병원
본관 3층 범석홀

8월 29일 목

제6회 KOEC 특수진단기관 종사자교육
(기존근무자중심으로)

미정

의사 연수강좌
4월 6일 토

제36차 KOEC 춘계 연수강좌

부산대병원
응급의료센터 9층강당

9월 28일 토

제37차 KOEC 추계 연수강좌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