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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대한직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 회원 소속 기관장

 경 유   대한직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 회원  

 제 목   제36차 2019년 KOEC 춘계 연수강좌 공지

     1. 대한직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에서는“제36차 2019년 KOEC 춘계 연수강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 본 연수강좌는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의사인력의 외부 전문교육”으로 

인정되며, 전공의의 경우 외부 연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3. 홈페이지에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등록과 관련된 문의는

koec2017@daum.net로 해주시면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연수평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점심식사 제공합니다.

     5. 주차는 지원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2019. 04. 06(토), 10:00~17:00

▶ 장 소: 부산대병원 응급의료센터 9층 대강당 (부산시 서구 아미동)

▶ 주 제: 특수건강진단변화와 근골격계질병의 산재요양

▶ 대 상: 전문의, 전공의 및 직업∙환경의학에 관심 있는 분들

▶ 사전등록비: 회원 : 전문의 7만원, 전공의 5만원,

               비회원 : 10만원(회원가입비 : 3만원, 비회원접수의 경우 메일문의바랍니다.) 

▶ 사전등록 기간: 2019년 3월 31일까지(사전등록기간 만료 후 환불불가)

▶ 현장등록 : 10만원

▶ 입금계좌: 하나은행 504-910083-14705 (예금주: 직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

   ==> 사전등록방법 : www.koec.org 접속하여 개인회원가입 후 진행(모바일로도 가입이 편리

합니다.(문의는 메일로만 받습니다. 회신은 오후3시 이전 문의는 당일, 이후 문의는 

익일 드립니다.)

 

대한직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장

총무부장  손준석       회장   이철호 

시행  직환협 19-02  (2019. 01. 15)     접수

우 5152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39번길 6, (중앙동, 제일상가)터직업환경의학센터 내 

전화 (055) 233-5598, FAX (055) 233-6014 e-mail : koec2017@daum.net



첨부1

제 36차 2019년 KOEC 춘계 연수강좌 세부일정표

주제: 특수건강진단 변화와 근골격계질병의 산재요양

일시: 2019년 4월 6일(토), 9:40 ~ 17:00/장소: 부산대병원 응급의료센터 9층 대강당

시  간 주  제 연  자

9:40 ~ 10:00 등 록

10:00 ~ 10:10 KOEC 회장 인사말
이철호

(터직업환경의학센터)

직업의학분야의 현안과 발전 방향

10:10 ~ 10:40
KOEC 자체수행 연구계획: 

특수건강진단의 모색

김정원

(고신대 직업환경의학과)

10:40 ~ 11:40
특수건강진단에서 근골격계질병의 

산재요양신청 연계

김건형

(인제대 직업환경의학과)
11:40 ~ 12:00 1세션 토의

12:00 ~ 13:00 점심식사

산재보상과 직장복귀에 있어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역할

13:00 ~ 13:50
업무관련성평가와 적합성평가를 

위한 직무분석

류현철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13:50 ~ 14:40

작업능력평가의 최신지견과 

직장복귀를 위한 산재관리의사의 

역할 

김용규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14:40 ~ 15:00 2세션 토의

15:00 ~ 15:20 Coffee Break

근골격계 부담작업 노동자들에게 호발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진단·치료

15:20 ~ 16:40 손목터널증후군 및 내·외상과염
신주연

(은평 튼튼의원)

16:40 ~ 17:00 질의응답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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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