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강협회� /� 2019.� 3.� 12)

□�추진�목적

   ❍ 철강업종 맞춤형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교육을 통해 공정안전관리제도 

이해 및 대응 능력 향상

□�개� � 요

   ❍ 일시/장소 : `19.5.15(수) ~ 5.17(금), 2박 3일(20H)/호서대 아산캠퍼스

   ❍ 비용 : 참가비 무료(중식 지원)

   ❍ 대상 : 한국철강협회 정회원사 소속 관리감독자 40명 내외

   ❍ 주최/후원 : 한국철강협회/호서대학교

※ 호서대학교: `18.6.24 안전보건환경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기관

   ❍ 교육이수자에게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이수증 발급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교육�프로그램(안)

� � � � *� 상기내용은�상황에�따라�변동될� 수�있음

2019� 상반기�철강업종�공정안전�전문화�교육�개최� 계획

구 분 시 간 교육내용 강연자

1일차 
5.15(수)
(7H)

09:30 ~ 10:00 참가자 접수

10:00 ~ 12:00 2H 철강업 사고사례 분석 주종률 기술사

12:00 ~ 13:00 중  식

13:00 ~ 15:00 2H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최수범 기술사

15:00 ~ 18:00 3H 철강업 산업보건관리 고광석 기술사

2일차
5.16(목)
(8H)

09:00 ~ 11:00 2H 공정안전 기술자료 양원백 교수

11:00 ~ 13:00 2H 공정안전 기술자료 양원백 교수

13:00 ~ 14:00 중  식

14:00 ~ 16:00 2H 안전운전 및 비상훈련계획 박정남 대표

16:00 ~ 18:00 2H
폭발위험장소 및 방폭기기 

선정
박정남 대표

3일차
5.17(금)
(5H)

09:00 ~ 11:00 2H 공정위험성평가 서두현 교수

11:00 ~ 13:00 2H 작업위험성평가 서두현 교수

13:00 ~ 14:00 중  식

14:00 ~ 15:00 1H 공정이행상태 평가 및 점검 조규선 교수



□� 2018년� 대비� 개선사항

   ❍ 참가자 수요 및 관심도가 높은 주제 확대 편성 (̀ 18년 교육결과 설문 반영)

      - 고용부 주관 안전 점검 시 주요 지적사례 공유

      - 실제 철강업체 사고사례 공유를 통해 현장감 있는 교육 시행

   ❍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19.1.31 부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및 안전관리자 유의사항 공유



[붙임� 1]� 강사� 이력서

강사명 강의 과목 관련 자격 및 경력

주종률 기술사
철강업 사고사례 분석

산업안전지도사
소방설계기사
가스기술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안전파트장 역임
現 공정안전기술원 근무

최수범 기술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산업안전지도사
기계안전기술사
금속기사 1급
現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무
前 쌍용정공(현 심팩) 근무

고광석 기술사 철강업 산업보건관리
산업안전지도사
前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무
現 숭실사이버대학교 산업안전공학과 교수

양원백 교수
공정안전 기술자료

화공안전기술사
화공기사
前 안전공단 기술지원팀 근무
現 숭실사이버대학교 산업안전공학과 교수

박정남 대표

안전운전 및 비상훈련계획
폭발위험장소 및 방폭기기 

선정

화공기사
前 SNE 근무
現 KH케미칼 대표

서두현 교수

공정위험성평가
작업위험성 평가

산업안전기사
前 방재시험연구원 근무
前 우송대학교 산업안전융합부 강사
現 호서대학교 안전보건학과 강사

조규선 교수
공정이행상태 평가 및 점검

폐기물처리기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사
국무조정실 공공기관 안전혁신위원 역임
인천국제공항공사 안전점검단장 역임
現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