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기준
7/2 월요일

장소
2018

오전

오디토리움

기념식 10:00~

7/3 화요일
오후

7/4 수요일

오전

오후

오전

7/5 목요일
오후

건설기계 안전 확보를 통한 건설안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고사
의 선진화 방안

HALL E1

HALL E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서비스분야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한국건설안전학회)

보건관리 발전방안

발표대회

09:00~12:00<50~150>

(대한산업보건협회)

(공단 서비스안전실)

09:00~12:00<200>

13:30~17:00<300>

특성화고등학교 안전보건 사고예방
교안 발표회

HALL E3

인화성고체에 의한 화재폭발 사고사
망 감소 방안(공단 산업화학연구실)

(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13:00~16:00<100>

09:00~12:00<150>

사고성 사망재해 감소대책의 올바른

HALL E4

반도체 직업병 인정사례 등 분석과 대

방향 모색

책(반올림) 09:30~12:00<100>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망 감소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공
단 안전보건정책연구실)
14:00~18:00<300>

오전

7/6 금요일
오후

오전

오후

건설현장 사고사례를 통한 가설기자 국내 보호구 제조업체 성장 동력 확보
재 안전 확보 방안(한국비계기술원)

를 위한 국제시장 진출 방안(공단 인

10:00~12:00<100>

증원) 14:00~17:00<100>

건설안전 아이디어를 부탁해 시즌 2

2018년 산업간호 우수사례 발표대회

아이디어 발표 세미나(대한산업안전

(한국산업간호협회)

협회) 10:00~12:00<70>

13:00~18:00<400>

Risk Engineering 소개 및 적용(대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사고사망 감소를

산업안전협회) 13:00~17:00<500>

위한 지도기관 역할

건설업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보건학 밀폐공간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첨단
적 대응방안(공단 직업환경연구실/대 기술 활용방안(공단 직업환경연구실)

(건설안전지도기관대표자협회)

한건설보건학회) 09:30~12:00<200>

09:00~12:00<200~300>

13:30~17:00<200>

14:00~18:00<80>
가설기자재 품질확보를 통한 건설공

HALL E7

사 안전성 확보 방안(한국가설협회)
10:00~12:00<100>
대형화학사고(중대산업사고) 예방을

307호

위한 방폭기술(한국안전학회)
13:00~18:00<150>
특수형태 종사 노동자 등 실효성 있는

308호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방안(공단 교
육미디어실) 09:00~12:00<100>
보건관리전문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국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발전 및 경 떨어짐 사고사망재해예방 국제세미나 산재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산업안전

317호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

쟁력 확보를 위한 세미나(공단 전문기

(공단 국제협력센터)

보건교육의 대응방안과 미래전략(공

13:30~17:30<250>

술실) 10:00~12:00<200>

14:00~17:00<200>

단 교육원) 09:30~12:00<300>

군 안전 세미나

318호

(육군본부) 13:30~16:00<300>

사고사망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감정노동 근로자 건강보호 우수사례

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공단 중대사

발표대회(공단 직업건강실)

고위험관리본부) 09:00~12:30<300)

13:30~17:00<300>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이행 강

327호

화 방안(공단 산업안전연구실/건설안
전실) 09:30~12:00<200>

328호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적 가치 중심
의 산업보건서비스 강화방안(공단 직
업건강연구실/직업환경의학회)
14:00~17:00<150~200>

ASEAN 고위공무원 포럼

Live 네트워크 활성화 간담회

(국제협력센터)

(건설안전실)

특수형태 및 건설업 노동자
직업건강관리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09:00~12:00<200>
과로사(과로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공단 직업건강연구실/직업환경
의학회) 09:00~12:00<200>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10:00~12:00

제12회 안전보건교육 훈련 경진대회
(공단 교육원) 14:00~17:00<300>

건설업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

건설업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

대회(직업건강분야)

대회(안전분야)

(공단 직업건강실) 09:00~12:00<450> (공단 건설안전실) 13:00~18:00<450>

MICE 산업의 안전과 위기관리 (공단
서비스안전실)
09:00~12:00<100~150)

모기업 공생협력 프로그램 우수사례 최근 대형 사망사고사례 공유 세미나 중소기업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
발표대회(공단 중대사고위험관리본

(공단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대회(공단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부) 13:30~18:00<400>

10:00~12:00<150>

14:00~18:00<400>

노후 화학설비 건전성 확보를 위한 화
학공장 정비 · 보수 우수사례 발표대
회(공단 전문기술실)
14:00~17:00<300>

건설 및 조선산업 현장에서의 호흡보
호구 착용에 관한 세미나(한국호흡보
호구학회) 09:00~12:00<300>

프랜차이즈 안전보건 리더 회의

전국안전관리자협의체 발대식

(서비스안전실)

(공단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근로자건강센터 우수사례 발표대회
(공단 직업건강실) 13:30~17:00<250>

사고사망 절반줄이기 정책세미나

401호

(공단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안전특집 강연회(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19:00~

안전음악연극(극단 디딤돌) 16:00 , 19:00

13:30 ~ 17:30<300>
화학물질 정보공개와

402호

참석자 오찬

대학생 산업안전 퀴즈배틀
14:00~17:00

안전보건 토크콘서트(한국노동조합총연맹) 10:00~16:00<200>

노동자의 알 권리
(한국산업보건학회)
09:00~12:00<150>

신입사원 임명장 수여식

403호

(공단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13:30-17:30 <300>

안전보건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공
단 경영기획실) 14:00~17:00<50>

안전관리 인증제를 통한 자율적 안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범사례 발표대

조선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관리 체계 구축(한국생명공학연구

회(공단 교육미디어실)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원)10:00~12:00<60>

14:00~18:00<100>

10:00~12:00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우수사례 발
표대회(공단 안전문화홍보실)

폐회식 11:00~

14:00~17:00<150>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산업안전보건
심포지움 - 제5차 근로환경조사 결과
를 중심으로-(공단 안전보건정책연구
실) 14:00~18:00<100>

자동차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10:00~12:00

100대 건설업체 안전부서장 회의
(건설안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