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지정 집체훈련기관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2019 러닝뱅크
관리감독자정기안전보건교육과정안내

(서비스업 / 제조업 / 물류업)



■ 교육시간표 (9시~18시)

■ 교육목적 및 목표

교육목적
서비스업 사망재해 5대 유형인 떨어짐, 교통사고, 끼임, 부딪힘, 넘어짐 등의 위험요인과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교육목표

-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이해하여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서 안전 지시를 올바르게

실시할 수 있다.

- 작업환경의 유해위험요인을 이해하고, 응급처치가 필요시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

- 업종별 재해사례를 파악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서비스업)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 교육일정 (정원 : 60명)

■ 교육비용

월 7월 (1회차) 8월 (2회차) 9월 (3회차) 10월 (4회차) 11월 (5회차) 12월 (6회차)

일 24일 21일 25일 16일 20일 11일

50,000원 (4H) / 77,000원 (8H)  

교과목 세부내용
이론
시간

실기
시간

교수

산업안전의 이해
-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 서비스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확대

1 0

박윤규
원장

산업안전보건법
주요사항

- 안전조치,보건조치
- 관리감독자의 직무 내용

1 0

관리감독자의 역할
- 사업장 안전문화 정착 방안
- 사고예방 4M 대책
- 사고예방 대책 5단계

1 0

업종별 재해 사례
- 서비스업 재해사례
- 고용노동부 점검 시 주요서류
- 기업의 경쟁력과 기업의 목표

1 0

작업환경 관리와
유해인자의 통계

- 작업환경에 대한 이해
- 유해위험화학물질의 개념과 MSDS 제도
- 건강검진과 작업환경측정, 직무스트레스 관리

1 0

김민지
과장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 응급처치의 개요
- 심장 및 심실제세동기의 원리
- 심폐소생술의 이해 및 실습

0 1

직업병 사례와 예방
및 근로자 건강관리

- 직업병의 개요와 사례
-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이해와 예방
-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이해와 예방

2 0
조형민
과장

교육시간 8시간 7 1



■ 교육시간표 (9시~18시)

■ 교육목적 및 목표

교육목적
제조업 사망재해 5대 유형인 떨어짐, 교통사고, 끼임, 부딪힘, 넘어짐 등의 위험요인과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교육목표

-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이해하여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서 안전 지시를 올바르게

실시할 수 있다.

- 작업환경의 유해위험요인을 이해하고, 응급처치가 필요시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

- 업종별 재해사례를 파악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제조업)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 교육일정 (정원 : 60명)

■ 교육비용

월 7월 8월 (1회차) 9월 (2회차) 10월 (3회차) 11월 12월 (4회차)

일 - 22일 26일 17일 - 12일

50,000원 (4H) / 77,000원 (8H)  

교과목 세부내용
이론
시간

실기
시간

교수

산업안전의 이해
-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 공장관리 안전부문

1 0

박윤규
원장

산업안전보건법
주요사항

- 안전조치,보건조치
- 관리감독자의 직무 내용

1 0

관리감독자의 역할
- 사업장 안전문화 정착 방안
- 사고예방 4M 대책
- 사고예방 대책 5단계

1 0

업종별 재해 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 고용노동부 점검 시 주요서류
- 기업의 경쟁력과 기업의 목표

1 0

작업환경 관리와
유해인자의 통계

- 작업환경에 대한 이해
- 유해위험화학물질의 개념과 MSDS 제도
- 건강검진과 작업환경측정, 직무스트레스 관리

1 0

김민지
과장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 응급처치의 개요
- 심장 및 심실제세동기의 원리
- 심폐소생술의 이해 및 실습

0 1

직업병 사례와 예방
및 근로자 건강관리

- 직업병의 개요와 사례
-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이해와 예방
-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이해와 예방

2 0
조형민
과장

교육시간 8시간 7 1



■ 교육시간표 (9시~18시)

■ 교육목적 및 목표

교육목적
사망재해 5대 유형인 떨어짐, 교통사고, 끼임, 부딪힘, 넘어짐 등의 위험요인과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교육목표

-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이해하여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서 안전 지시를 올바르게

실시할 수 있다.

- 작업환경의 유해위험요인을 이해하고, 응급처치가 필요시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

- 업종별 재해사례를 파악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물류업)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 교육일정 (정원 : 60명)

■ 교육비용

50,000원 (4H) / 77,000원 (8H)  

교과목 세부내용
이론
시간

실기
시간

교수

산업안전의 이해
-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 안전조치, 보건조치

1 0

박윤규
원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 관리감독자의 직무
- 관리감독자의 직무 내용

1 0

업종별 위험요인
- 물류센터의 위험 요인
- 사고예방 4M 대책
- 사고예방 대책 5단계

1 0

관리감독자의 역할
- 고용노동부 점검 시 주요서류
- 기업의 경쟁력과 기업의 목표
- 안전의 의의

1 0

지게차 운전자의
특성

- 근골격계 질환의 특징 및 잠재성
- 작업 시 근〮골격계에 미치는 영향

1 0

조형민
과장

근로자 건강관리
-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관리
- 뇌심혈관계 질환의 예방과 관리

1 0

지게차 작업운전
- 지게차 작업안전 개요
- 지게차 재해 사례

2 0
박윤규
원장

교육시간 8시간 8 0

월 7월 8월 (1회차) 9월 10월 (2회차) 11월 12월 (3회차)

일 - 27일 - 22일 - 17일



러닝뱅크안전보건교육교수소개

박윤규

원장

▪명지대학교산업공학과 (공학박사)

•現) 러닝뱅크 안전보건교육원 원장

•전) 삼화페인트공업㈜ 환경안전팀장

•전) 한국안전교육원 원장

•전)한국표준협회 안전환경혁신센터 전문위원

•신안대학교 산업경영과 겸임교수

•지게차 안전분야 국내 최초 전문가

•저서: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게차 안전실무 저자

•산업안전기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대한민국 산업안전 명강사 제 5호

▪고려대학교보건과학대학환경보건학과

•現) 러닝뱅크 안전보건교육원 교수

•전) ㈜친환경계획그룹 청연 실장

•전)청연이엔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강사

•전)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작업환경분석 지식을 겸비한 산업보건 전문가

•산업위생관리기사, 위생사, 유통관리사, 

• 식품위생관리사조 형민

교수

김민지

교수

▪대구한의대학교산업안전보건전공

•現) 러닝뱅크 안전보건교육원 교수

•전) (의)안동병원 안전관리자

•전)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연구원

•전)㈜보성환경이엔텍 작업환경측정분석 파트장

•전)(사)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교육 전문강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위생사 홍성만

교수

▪아주대학교산업공학과 (공학박사)

•現) 러닝뱅크 안전보건교육원 교수

•(사)대한안전문화협회 교육이사

•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연구원 연구사

•전)포스코 설비기술부 안전팀

•아주대학교, 한동대학교, 강남대학교 시간강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전문가

•인간공학 기술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서성화

교수

▪동국대학교안전공학과 (공학박사)

•現) 러닝뱅크 안전보건교육원 교수

•전)한국표준협회 안전환경혁신센터 센터장

•동국대학교, 인제대학교 안전공학과 외래교수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강사

•DKS㈜ 환경안전총괄

•산업안전기사

•ISO45001, KOSHA18001 심사원)
장웅범

교수

▪한세대학교대학원재난안전학과 (공학박사)

•現) 러닝뱅크 안전보건교육원 교수

•한세대학교 대학원 재난안전학과 초빙교수

•(사)건설기술교육원 초빙교수

•선문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겸임교수

•안전보건공단 안전교육원 겸임교수

•전기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 교통안전관리자

신인 식

교수

▪한양대학교환경과학대학원 (공학석사)

•現) 러닝뱅크 안전보건교육원 교수

•한국산업안전교육개발원 교수

•경기대학교 외래교수

•㈜삼호 건설기계사업소장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지준석

교수

▪명지대학교산업공학과(공학박사)

•現) 러닝뱅크 안전보건교육원 교수

•린나이코리아㈜ 설비관리팀장

•한신기술고시학원 전임강사

•㈜한주엠비 품질관리 팀장

•㈜에너텍 설비 지원 팀장

•(사)한국안전교육기술원 본부장

•산업안전기사, 건축설비기사



이혜영

교수

▪경기대소방도시방재학과

•現) 러닝뱅크 안전보건교육원 교수

•㈜이림기술단 감리부 이사

•국민안전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위원

•인천광역시 성능위주설계확인평가단 심의위원

•소방안전전문가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기사 오인성

교수

▪광운대학교전자공학과

•現) 러닝뱅크 안전보건교육원 교수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연합회

•교육시설방제연구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전문위원

•(사)한국기술사회 분회 안전위생통합 기술사회 총무이사

•한국산업위생학회 이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지도사

유익성

교수

▪인천대학교체육학과스포츠의학전공박사과정

•現) 러닝뱅크 안전보건교육원 교수

•BLS Instructor(대한심폐소생협회)

•수상안전강사 및 응급처치강사(대한적십자사)

•EFR Instrucrot(호주지사)

•FA, AED(미국적십자사, 호주적십자사 수료)

•응급구조사, 행정안전부 안전강사 박성춘

교수

▪동신대학교토목공학과

•現) 러닝뱅크 안전보건교육원 교수

•㈜삼성엔지니어링

•㈜두산건설

•㈜경남기업

•(사)대한안전문화협회 안전전문강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국제안전기사

•토목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김형석

교수

▪연성대학교건축과

•現) 러닝뱅크 안전보건교육원 교수

•전)SK건설 HSE팀

•산업안전기사

•안전보건 심리 코칭과정 수료

최병식

교수

▪영남대학교환경보건대학우언보건학 석사

•現) 러닝뱅크 안전보건교육원 교수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 차장

•대한산업보건협회 안전보건교육 전문강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보건교육사,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박장권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안전공학과(공학석사)

•現) 러닝뱅크 안전보건교육원 교수

•SK네트웍스㈜워커힐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담당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강사

•대한심폐소생협회 Director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심폐소생술 강사

오승빈

교수

▪한남대학교산업공학과(공학석사)

•現) 러닝뱅크 안전보건교육원 교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의료융합측정연구단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연구원

•해양안전연구부 연구원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공학과 연구원

•산업안전기사, 인간공학기사, 정보처리기사

최 희현

교수

▪국군간호사관학교

•現) 러닝뱅크 안전보건교육원 교수

•㈜오리엔탈마린텍 보건관리자

•국군강릉병원 외래 선입간호장교, 건강증진사업 간사

•국군함평병원 내과, 재활의학과 병동 선임 간호장교

•국군양주병원 외과 간호장교

•육군 제 8군단장 표창

•육군 제 31사단장 표창

•육군 제 8군수지원단장 표창

•응급처치 전문가



■ 교육장 오시는 길

- 찾아오는 방법 :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 앞 → 50M 직진 → 테라타워 B동 322호 (러닝뱅크 송파교육센터)

- 교육장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 문정역 테라타워 B동 322호

- 담당자 정보 : 러닝뱅크 안전보건교육원 박윤규 원장 (02-6929-3951)

러닝뱅크집체교육교육장안내

교육장

테라타워
B동 32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