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정기총회 서면의견 자료 

2022. 02.

   『종회운영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료이며, 협회의 경영상 비공
개로 취급되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문서관리지침』에 따
라 비밀문서로 관리되는 자료입니다. 

-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비밀문서 : 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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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1년 주요 목적사업 현황     

1) 보건진단 : 명령진단, 자율진단

        - 21년 수행 사업장 :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금호폴리켐, 영풍 석포제련소, 외
2) 도급승인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평가

       - 21년 수행 사업장 : 삼성전기 부산, 포스코 광양제철소, 삼성전기 수원 외
3) 산업보건 컨설팅 (SHE컨설팅,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등)

        - 21년 수행 사업장 : SK하이닉스, 인천공항에너지, 평택시청, 포스코 서울 외
4) 안전보건공단 민간위탁사업 (소규모사업장 보건기술지원 등)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계약으로 소규모사업장 750회 안전보건기술지원을
         수행함.

5) 기타 산업보건 활동 등

 

 나. 22년 정기총회 안건

  안건1. 2021년도 사업보고

  ① 21년도 사업 수행실적 : 총 38개소 수행

m 보건진단(명령/자율) 15개소, 개선계획 1개소 실시

m 도급승인을 위한 안전 및 보건평가 10개소 실시

m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10개소 컨설팅 실시

m 컨설팅(SHE/소규모 안전보건기술지원 등) 2개소 실시

        

구분 사업장 개소

매출액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보건

진단

명령진단 11 352,369
자율진단 4 76,359
개선계획 1 1,320

안전보건평가 10 174,570

컨

설

팅

유해요인조사 10 28,380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기술지원
1(750회) 65,550

SHE컨설팅 1(일반 82, 집중 20) 201,960
합계 38 개소 9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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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21년도 사업수행 달성율

청구서 발행일 기준(2021. 12. 31.)

구분 2021년 계획 2021년 실적 달성율

개소 46개소  38개소 82%

목표 금액 765,000,000원 894,957,995원 117%

  ③ 21년 사업별 업무수행 분석

m 보건진단(명령/자율) 15개소, 개선계획 1개소 실시

        - 보건진단(명령/자율) 15개소, 개선계획 1개소 실시

        - 잘된 점 : 안전보건진단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춘 보건진단 수행

        - 진단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시스템 및 현장 작동성 이행여부 중점 진단

        -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성질병 부분 반영

 - 미흡한 점 : 보건분야별 인력 구성의 전문성이 취약하여 외부 전문위원에 의

존하는 형태임, 현장평가 중점의 인력구성으로 MD대비 시스템평가 여력부족

m 도급승인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 도급승인을 의한 안전 및 보건평가 10개소 실시

        - 잘된 점 : 화공/보건/전기/기계 파트 분배 및 원활한 현장조사 운영됨. 

                     21년 지침변경에 따른 보고서 작성. 도급 금지 예외신청 보건평

                     가 실시 

  - 미흡한 점: 전기/기계 파트 인력의 부족으로 외부 전문위원으로 사업 운영

함, 내부인력의 전문지식 공유 보완필요 (OJT를 통한 전문지식 

함양)

m SHE컨설팅

        - 케미칼 취급 SHE컨설팅 82개소, 집중 20개소 총 102개소 실시 

        - 잘된 점 : 기존의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한 업무수행

        - 미흡한 점 : 코로나19로 인한 계획대비 사업수행의 지연

m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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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10개소 컨설팅 실시

        - 잘된 점 : 사업장 요구에 적절한 대응으로 고객의 호응도를 높임

        - 미흡한 점 : OWAS 등 인간공학기법 미적용, 보고서 작성 시 개선대책 보

완 필요

m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기술지원

    - 소규모 안전보건기술지원 750회 실시

        - 잘된 점 : 정규 직원 투입으로 목표 물량 달성

        - 미흡한 점 : 담당 요원의 중간 퇴사 등 수행요원별 계획대비 실적을 달성

하기에 애로 사항 발생 및 공단 평가 대비 서류 미비하여 평가 

결과 “C”로 마무리 됨

  ④ 사업수행 시 향후 보완사항

m 보건진단은 현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기에 시스템분야에 대한 평가가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정계획시 인력 및 적절히 시간을 분배하여 보완

m 안전보건평가는 타분야 특히 기계, 화공분야의 경우 자체 인력 및 자격요건으

로 감당할 수 없어 부족한 부분은 외부교육 및 OJT 교육을 통해 역량강화 

          ※ 고용노동부 방침에 따라 안전분야 직원 채용 검토도 필요함

m SHE컨설팅은 외부전문인력과 협업을 하고 있으므로, 서로의 업무를 공유하

며, 또한 계획대비 사업수행의 지연이 있기에, 사업장 담당자와 계속적 소통 

m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기존의 방식에서 추가하여 부담작업에 대

한 정밀평가가 필요한 경우 인간공학적 TOOL(OWAS, RULA, REBA 등)을 

이용한 기법을 적용하여 좀 더 내실있는 조사 및 평가 

  ⑤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구분 2021년 2020년 전년대비

매출액 850,470,911 705,496,333 ▲21%
판관비 697,941,288 807,215,496 ▼14%
영업이익 152,529,623 -101,719,163 ▲250%
영업외 수익 5,368,257 3,694,281 ▲46%
영업외 비용 43,144,850 46,276,004 ▼7%
당기순이익 114,753,030 -144,300,886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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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손익계산서

  안건2. 2022년도 사업계획

  ① 행정(총무, 인사, 재무 등)

(단위 : 원)
구분 2021년 2020년 전년대비

부채 1,091,482,723 1,219,669,840 ▼11%
자본 -718,554,043 -833,307,073 ▲14%
자산 372,928,680 386,362,767 ▼4%

구 분 업무내용

총무

1. 회원 및 이사 명부 폐쇄 : 2022년 01월 31일 기준

2. 이사회 개최 : 1분기는 정기총회 전 실시

3. 정기총회 소집 민 결과 후속조치

 - 고용노동부 보고 : 사업실적 및 계획 보고(2월 말까지), 

                     등기부등본 변경사항 보고

 - 행정사항 : 공증 및 등기(임원)변경

3. 회원관리 : 매월 DB업데이트

4. 규정 개정

5. 발전기금 집행 및 실적 보고 (~4월)

 - 국세청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 협회 홈페이지 : 기부금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6. 공익법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출(~4월)

7. 지부/지회 활용 운영방안

인사

1. 직원 채용 공고

2. 직원 면접 진행

3. 인사발령

4. 인사평가

재무

1. 법인세, 부가세 각종 세금 납부

2. 급여 및 비용 집행

3.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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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진단·컨설팅실(진단 및 컨설팅)

구분 보건진단 안전보건평가
컨설팅

합계
유해요인조사 SHE컨설팅

예상

개소
17개소 12개소 20개소+⍺ 1개소(1건) 50개소

금액 2.0억원 2.0억원 1.5억원+⍺ 2.0억원 7.5억원

    
        

m 보건진단 : 지난 3년간 실적을 비교하여 올해 사업장을 17개소로 설정하였으

며, 평균 약 2억원 예상함.

m 안전보건평가 : 지난 2년간 실적을 비교하여 올해 사업장을 12개소로 설정하

였으며, 평균 약 2억원 예상함.

m 근골격계질환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 2022년도는 20개를 목표로 설정을 하

였으며 평균 1.5억원 예상함.

       

m SHE컨설팅 : 지난 3년간 사업장 개수와 올해 SHE컨설팅 사업을 원할히 진행

할 때 예상 사업장 개수를 약 60개로 설정을 하였으며 평균 2억원 예상함.

  ③ 실행예산(안)

   - 수익계정

구분 금액 개소 22년 세부계획

수익

계정

본

부

회비

(개인+단체+기타)
3,900,000 -

1. 개인(평생)회원 10명 유치예정 : 

2,000,000

1. 단체(기업)회원 3단체 유치예정 : 

900,000

1. 기타 기부금 : 1,000,000

소계 3,900,000 -

보건진단 200,000,000 17개소 - 1개소당 1,176만원 수익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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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별로 인원수 및 단가가 상이하여 총금액으로만 계획 산정하였음

- 지출계정

인건비(30%) 3,528,000원

직접경비(30%) 3,528,000원

제경비(20%) 2,352,000원

기술료(20%) 2,352,000원

합 계 11,760,000원

안전보건평가 200,000,000 12개소

1개소당 1,666만원 수익발생

인건비(30%) 4,998,000원

직접경비(30%) 4,998,000원

제경비(20%) 3,332,000원

기술료(20%) 3,332,000원

합 계 16,660,000원

컨

설

팅

근골격계부담
작업

유해요인조사
150,000,000 20개소

1개소당 750만원 수익발생

인건비(30%) 2,250,000원

직접경비(30%) 2,250,000원

제경비(20%) 1,500,000원

기술료(20%) 1,500,000원

합 계 7,500,000원

SHE컨설팅 200,000,000

 1개소

(80개

사업장)

1개소당 250만원 수익발생

인건비(30%) 750,000원

직접경비(30%) 750,000원

제경비(20%) 500,000원

기술료(20%) 500,000원

합 계 2,500,000원

소계 750,000,000 50개소

합계 765,000,000 -

구분 금액 비고

지출계정 본부

노무비 233,000,000 -

관리비

여비교통비 36,000,000 -

기장료 6,000,000

임대료 26,400,000

건물관리비 3,960,000

수도광열비 3,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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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3. 이사 추천 및 선임의 건

m 등기이사 현황

         

연번
현황

변경사항
이름 선임일 만료일 직급

1 기윤호 2020.02. 2023년 총회 회장

2 권영규 2019.02. 2022년 총회 이사 임기만료

3 방문규 2019.02. 2022년 총회 이사 임기만료

4 한상홍 2019.02. 2022년 총회 이사 임기만료

5 이봉희 2019.02. 2022년 총회 이사 임기만료

6 오순영 2021.02. 2024년 총회 이사

7 이동학 2021.02. 2024년 총회 이사

        ※ 이사 추천 및 선임(안) : 관련근거 [협회 정관 제3장 임원 제13조 1항]  

m 등기이사 추천(비상임) 

         : 권영규 (부산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교수), 방문규 (연세의료원),
          이봉희 (용인서울산업보건연구원 대표),한상홍 (포스코 광양제철소)             

          → 임기 : 2022년 정기총회 ~ 2025. 02.

복리후생비 4,000,000

통신비 2,500,000

소모품비 9,000,000

은행대출이자 10,000,000

차량유지비 8,000,000

업무추진비 20,000,000

차입금이자 22,100,000

저축보험 24,000,000

합계 408,7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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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4. 감사 추천 및 선임의 건

   

m 감사 현황

          

연번
현황

변경사항
이름 선임일 만료일 직급

1 권용대 2020년 총회 2022년 총회 감사 임기만료

2 어원석 2021년 총회 2023년 총회 감사

          ※ 감사 추천(안) : 관련근거 [협회 정관 제3장 임원 제13조 1항]

m 감사 중임 (비상임) : 권용대(세명산업보건 대표)

          - 임기 : 2022년 정기총회 ~ 2024. 02.

[참고] 정관

제 3 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6명 이상 15명 이하(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2. 감사: 2명

제14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임기)

1. 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전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붙임2.] 2022년 정기총회 서면의견 자료
	개요
	(내용없음)
	가. 21년 주요 목적사업 현황     
	1) 보건진단 : 명령진단, 자율진단
	2) 도급승인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평가
	3) 산업보건 컨설팅 (SHE컨설팅,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등)
	4) 안전보건공단 민간위탁사업 (소규모사업장 보건기술지원 등)
	5) 기타 산업보건 활동 등
	 보건진단(명령/자율) 15개소, 개선계획 1개소 실시
	 도급승인을 위한 안전 및 보건평가 10개소 실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10개소 컨설팅 실시
	 컨설팅(SHE/소규모 안전보건기술지원 등) 2개소 실시
	 보건진단(명령/자율) 15개소, 개선계획 1개소 실시
	 도급승인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SHE컨설팅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기술지원
	 보건진단은 현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기에 시스템분야에 대한 평가가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정계획시 인력 및 적절히 시간을 분배하여 보완
	 안전보건평가는 타분야 특히 기계, 화공분야의 경우 자체 인력 및 자격요건으로 감당할 수 없어 부족한 부분은 외부교육 및 OJT 교육을 통해 역량강화 
	 SHE컨설팅은 외부전문인력과 협업을 하고 있으므로, 서로의 업무를 공유하며, 또한 계획대비 사업수행의 지연이 있기에, 사업장 담당자와 계속적 소통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기존의 방식에서 추가하여 부담작업에 대한 정밀평가가 필요한 경우 인간공학적 TOOL(OWAS, RULA, REBA 등)을 이용한 기법을 적용하여 좀 더 내실있는 조사 및 평가 
	 보건진단 : 지난 3년간 실적을 비교하여 올해 사업장을 17개소로 설정하였으며, 평균 약 2억원 예상함.
	 안전보건평가 : 지난 2년간 실적을 비교하여 올해 사업장을 12개소로 설정하였으며, 평균 약 2억원 예상함.
	 근골격계질환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 2022년도는 20개를 목표로 설정을 하였으며 평균 1.5억원 예상함.
	 SHE컨설팅 : 지난 3년간 사업장 개수와 올해 SHE컨설팅 사업을 원할히 진행할 때 예상 사업장 개수를 약 60개로 설정을 하였으며 평균 2억원 예상함.
	 등기이사 현황
	 등기이사 추천(비상임) 
	 감사 현황
	 감사 중임 (비상임) : 권용대(세명산업보건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