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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제

2016

전자산업 근로자 림프조혈기계 악성 질환 사례 연구

여성근로자 생식독성 역학연구(II)

납 등 노출 근로자에서 암 발생, 사망 위험도 조사

MRI 기사들의 자기장노출에 의한 건강영향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조선소 도장공 등의 만성독성뇌증 예방적 역학조사

직업성 암 관리체계

직업성암 환자-대조군 연구

만성퇴행성신경질환 환자-대조군 연구

직업성 급성 중독, 손상관리체계 설계

2017

활선작업자 건강상태 및 관련 실태조사

1,2-디클로로프로판 등 세척제 취급 실태조사 및 건강 모니터링 체계 구축

빅데이터 기반 직업코호트 구축을 통한 질병발생 연구

직업성 급성 중독질환 관리체계 시범운영

만성퇴행성 신경질환 환자-대조군 연구 Ⅲ

비뇨생식기계 환자-대조군 연구

건설업종사자 코호트 설계 및 타당성 연구

2018

특수건강진단 근로자 코호트 구축을 통한 한국근로자의 암 위험도 검토

네일샾 종사자의 직업성 건강위해요인 평가

세척제 취급실태 및 건강유해성 조사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대상 유해인자 중심으로

직업성 급성 중독질환 관리체계 시범운영 Ⅱ

다발성 경화증 환자-대조군 연구 설계 및 구축

건설업 종사자 코호트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직업성 질환 코호트 구축

2019

고객 시설 관리 근로자의 건강 영향 분석

서비스업 분야별 정신건강 위험 및 취약 요인 조사

직업관련성 만성신장질환 역학적 연구 설계 및 타당성 조사

[붙임 2]

최근 집단 역학조사 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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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급성중독 관리체계 운영

다발성 경화증 환자-대조군 연구

건설업 종사자 코호트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직업성 질환 코호트 운영

2020

항공교통산업 종사자의 직종별 질환 발병위험 평가

조선소 노동자 직업성질환 위험도 평가

세척제 취급 작업의 위해요인 평가

직업적 신장질환 고위험 인구집단 탐색

기온의 변화에 따른 근로자 건강영향 연구

반도체 코호트 구축 - 암 이외 질환 코호트 구축 중심

빅데이터를 활용한 직업성질환 코호트 운영(2)

근로자 생식보건 역학적 연구 체계 구축

역학조사 우선순위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

국내 직업성 질환 역학연구를 위한 과거노출 추정 - JEM(Job-Exposure 
Matrix) 체계 개발

직업성 급성중독 관리체계 운영 및 활용
 - 직업성 손상 감시체계 구성 탐색

다발성경화증 환자-대조군 연구(2)

근로자 사망통계 연보 개발 시범사업

건설업 종사자 코호트 연구-질환발병 추적 코호트 구축

2021

폐기물 소각장 근로자의 유해요인과 건강영향 조사

청소노동자의 화학물질 노출실태 및 건강피해 사례 연구

저선량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에 따른 피폭선량 조사

플랫폼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보건 체계 개발

근로자 표준 대조집단 구축 및 건강위험 선별 프로그램 개발

근로자 사망통계 연보 개발 시범사업(2)

건설업 종사자 코호트 구축-직무기반 질환 감시자료 구축

다발성경화증 환자-대조군 연구(3)

반도체 코호트 구축 및 운영(1)

항공교통산업에서의 직종별 집단의 직업관련 질환 발병 위험 평가(2)

우리나라 근로자 자살 위험도 평가

근로자 생식보건 역학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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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한 직업성 질환 코호트 운영 – 사업장 기반 질환 감시자료
(암 및 주요 급성질환) 구축(1)

산업보건 데이터 표준화 입력체계 개발 및 활용

㈜포스코 제철소 직업성질환 집단 역학조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