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는 보건관리자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학교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영리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입니다.
u 주치의 사업은 간단한 협약 체결을 통해 5개 직군의 전문가(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또는 전공의, 산업간호사, 운동처방사, 산업위생기사, 상담심리사)들이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오니 사업주분들의 적극적인 신청 부탁드립니다.

주요 활동
● 근로자 건강상담 및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관리,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8장 제 2절, 시행규칙 제26조)
-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지도
- 혈압,혈당, 콜레스테롤,당화혈색소 검사 등의 기초검사
-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 생활습관 개선처방: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안전보건규칙 제 12장)
- 체성분(인바디) 측정과 결과 상담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개인별 맞춤운동 처방
- 기초체력측정과 집단운동 교육

●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 각종 심리검사와 결과 상담
- 스트레스 검사, 평가, 결과상담
- 감정노동자 특화 프로그램
- 개인 또는 집단 심리상담

● 직업환경(작업관리) 상담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시행규칙 제186조)
- 사업장의 작업환경 관리
- 화학물질 MSDS 관리와 개인 보호구 선정과 지급
- 무료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및 간이 소음 측정
' 문의 : 02-2093-2650 ~ 2 (담당: 장지영, 안지현)

본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 ‘주치의 사업장
협약’을 신청합니다.
사업장명

(명)

근로자수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업종

전화:

FAX:

휴대폰:

이메일:
20

사업장 관리번호:

년

대표자(담당자) :

월

일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치의
사업장 신청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s 수집.이용목적: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안내 및 안전보건자료 제공
s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성명, 사무실과 휴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질병 요관찰자 및 질병 유소견자 인원
s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거부할 경우 근로자 건강센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02-2093-2650 ~2(장지영, 안지현)

¨ 비동의

FAX: 02-2093-2653

ø 단, 현재 보건관리 국고대행 사업을 타 기관에서 이미 받고 계신 사업장은
주치의 사업 추가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