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2022-산업보건실-102

환경미화원, 건설기계운전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대리운전자·온라인배송기사·화물차주

기관별 연락처

 작업 중 가슴이 두근거려요
 일을 할 때 기침이 나고 숨이 차요
 가슴이 답답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래가 나와요
 쉬고 난 다음날 일하러 가면 기침이 나요
 팔, 다리, 어깨가 쑤시고 아파요
 손, 발이 떨리고 힘이 없어요
 손이나 발의 감각이 둔해져요
 추우면 손가락 하얗게 되요
 허리가 아파요

 작업 중 가슴이 두근거려요
 일을 할 때 기침이 나고 숨이 차요
 가슴이 답답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래가 나와요
 쉬고 난 다음날 일하러 가면 기침이 나요
 불면증으로 잠을 못자서 너무 피곤해요
 잠을 푹 자도 계속 피곤해요
 심한 두통이 계속 되고 있어요
 눈이 갑자기 잘 안보여요
 어지럼증이 계속 되고 있어요
 발음이 어눌해지고 있어요
  얼굴, 팔, 다리 등 한쪽 힘이 빠지거나  
마비의 증상이 있어요
  가슴이 조이는 느낌의 통증이 나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있어요
  기억력이 감퇴되고 판단이 잘 안되요

 불면증으로 잠을 못자서 너무 피곤해요
 잠을 푹 자도 계속 피곤해요
 심한 두통이 계속 되고 있어요
 눈이 갑자기 잘 안보여요
 어지럼증이 계속 되고 있어요
 발음이 어눌해지고 있어요
  얼굴, 팔, 다리 등 한쪽 힘이 빠지거나  
마비의 증상이 있어요
 가슴이 조이는 느낌의 통증이 나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있어요
 기억력이 감퇴되고 판단이 잘 안되요

환경미화원(호흡기질환·근골격계질환)

건설기계운전자(호흡기질환·뇌심혈관계질환)

택배기사·배달종사자·대리운전자·온라인 
배송기사·화물차주(뇌·심혈관계질환)

 우리의 몸은 건강한가요? 

  한번 확인 해 볼까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1 서울광역본부 02-6711-2827

2 부산광역본부 051-520-0614

3 광주광역본부 062-949-8758

4 대구광역본부 053-609-0540

5 인천광역본부 032-510-0564

6 대전세종광역본부 042-620-5634

7 울산지역본부 052-226-0524

8 경기지역본부 031-259-7160

9 강원지역본부 033-815-1057

10 충북지역본부 043-230-7126

11 충남지역본부 041-570-3426

12 전북지역본부 063-240-8534

13 전남지역본부 061-288-8737

14 경북지역본부 054-478-8028

15 경남지역본부 055-269-0528

16 제주지역본부 064-797-7525

17 서울남부지사 02-6924-8735

18 서울동부지사 02-2086-8026

19 대구서부지사 053-650-6815

20 경기북부지사 031-828-1924

21 고양파주지사 031-540-3826

22 경기중부지사 032-680-6534

23 경기서부지사 031-481-7534

24 경기동부지사 031-785-3344

25 강원동부지사 033-820-2576

26 충북북부지사 043-849-1032

27 전북서부지사 063-460-3644

28 전남동부지사 061-689-4955

29 경북동부지사 054-271-2022

30 경남동부지사 055-371-7567

31 본부 052-703-0652

순번 기관 연락처 순번 기관 연락처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환경미화원을 위한 차량 매연 등 디젤엔진 배출가스로 인한 폐암  
발생과 관련한 호흡기계 검사와 무거운 생활폐기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중심의 건강진단

»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위험에 따른 택배 
기사·배달종사자·대리운전자·온라인배송기사·화물차주를 위한  
뇌·심혈관계 중심의 건강진단

»  차량 매연 등 디젤엔진 배출가스로 인한 폐암발생과 관련한 호흡 
기계 검사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위험에 
따른 뇌·심혈관계 중심의 건강진단

직종별 건강진단

표적질환

»  환경미화원(30인 미만) :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
»  택배기사·배달종사자·대리운전자·온라인 배송기사·화물차주 

: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
»  건설기계운전자 :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

신청대상

»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의 전체의 80% 지원(1·2차 검사비용)

지원금액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직종”으로 신청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직종별 건강진단  사업신청

신청방법

»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는 심층건강진단 추가 지원 및 전국 23개소에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실시

사후관리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종별 건강진단 기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직종별 건강진단  공지사항
※  출장검진, 휴일검진, 정형외과 진찰유무 등 자세한 기관현황이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기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메인화면
- 자주 찾는 항목  직종별 건강진단   클릭

사업신청

해당  직종   선택하여 신청하기 

“ 결정 통보서”를 출력하여  
건강진단기관 방문 후  
건강진단 실시

사업장관리번호(또는 개시번호) 검색
→ 검색결과 사업장 확인 후  선택   클릭

직종, 희망검진인원, 사업장 담당자 및 연락처  
기입하여 신청

www.kosha.or.kr

»  환경미화원 -  호흡기질환, 근골격계질환

»  택배기사·배달종사자·대리운전자·온라인배송기사·화물차주 
- 뇌·심혈관질환

»  건설기계운전자 -  호흡기질환, 뇌·심혈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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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결과확인” 확인 후 대상여부 확인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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