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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과정 - 제조업

차시 차시명 학습내용

1 관리감독자 직무와 역할
1. 관리감독자의 지위 이해
2. 관리감독자의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와 변화-
제조업

1. 산업안전보건법의 변화
2.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4 위험성 평가와 안전
1. 위험성평가의 이해
2. 관리자를 위한 위험성평가

5 밀폐공간 작업과 안전
1. 밀폐공간 작업의 이해와 특성
2. 밀폐공간 작업 안전을 위한 안전수칙

6 유해위험화학물질과안전
1. 유해·위험 화학물질 안전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7 업무상 재해와 예방관리
1. 업무상 재해의 이해
2. 유형별 업무상 재해

8 구조, 구급 및 응급처치
1. 응급처치
2. 각종 사고 시 구급법

관리감독자-서비스

차시 차시명 학습내용

1 관리감독자 직무와 역할
1. 관리감독자의 지위 이해
2. 관리감독자의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와 변화-
서비스업

1. 산업안전보건법의 변화
2.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4 위험성 평가와 안전
1. 위험성평가의 이해
2. 관리자를 위한 위험성평가

5 감정노동과안전
1. 감정노동의 이해와 특성 알기
2. 감정노동의 진단과 관리방법

6 유해위험화학물질과 안전
1. 유해·위험 화학물질 안전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7 업무상 재해와 예방관리
1. 업무상 재해의 이해
2. 유형별 업무상 재해

8 VDT증후군 예방 및 관리
1. VDT증후군의 이해
2. VDT증후군 발생과 예방법



관리감독자 과정 - 건설업

차시 차시명 학습내용

1 관리감독자 직무와 역할
1. 관리감독자의 지위 이해
2. 관리감독자의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와 변화-
건설업

1. 산업안전보건법의 변화
2.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4 위험성 평가와 안전
1. 위험성평가의 이해
2. 관리자를 위한 위험성평가

5 밀폐공간 작업과 안전
1. 밀폐공간 작업의 이해와 특성
2. 밀폐공간 작업 안전을 위한 안전수칙

6 유해위험화학물질과안전
1. 유해·위험 화학물질 안전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7 업무상 재해와 예방관리
1. 업무상 재해의 이해
2. 유형별 업무상 재해

8 구조, 구급 및 응급처치
1. 응급처치
2. 각종 사고 시 구급법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
반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
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

항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재해실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2H 이론

영상

참여산업재해와 업무상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방안 및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이해

2H

화학물질 취급 및 작업안전 실무

최근 직업병발생 동향과 예방기법

2H 이론

영상

참여GHS 제도를 적용한 MSDS의 이해와
화학물질취급 안전작업 및 관리방법 해설

2H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
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

항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실무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의 이해

2H 이론

영상

참여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수립 가이드
및 작성실습

2H

보건관리자 실무

보건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2H 이론

영상

참여작업환경측정제도의 이해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현장적용 기법

2H



참안전교육개발원 안전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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