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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안전교육개발원 소개 
 
 

 감성 안전교육소개 
 - 안전의식 교육(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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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간 및 교육비는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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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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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안전교육개발원은 

‘감성과 소통’을 모토로  
‘안전교육’과 ‘보건교육’  
  그리고 ‘서비스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연구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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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안심 

핵심 

교육가치   - 三心 

을 다하는 강의 

을 부르는 강의 

역량이 되는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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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박지민  
경력사항 
 

• 현, 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2011~) 
• 현, 대한산업안전협회 강사(2011~) 
• 현, 한국안전강사협회 강사(2011~) 
• 현,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CS강사(2010~) 

 

• 전, 문화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사(2003~2011)  
 

• 경북대학교 사회체육과 졸업 

자격사항 
 

• 사업장 안전보건 강사 
• 리더십 코치 
• CS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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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더 이상 ‘일’과 ‘안전’을 구분해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산업화 시대에서‘기업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인식시켜,  안전활동에  
자발적 참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직장과 안전한 직장을 만들어 직원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는 회사가  더 좋은 경쟁력을 발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은 몇 해 전부터 '안전보건경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참안전교육개발원은 대한민국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감성’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감성’을 통해 신바람 나는 조직, 흥겨운 일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안전보건경영’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행복한 직장이 되고, 안전한 일터가 되는 것은 바로 직원들끼리의 감성,  직원과 리더들과의 감
성이 서로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감성 안전 마인드 함양교육’과 ‘건강을 위한 감성 보건교육’ 그리고 직원들의 ‘감성 조직활성
화 교육’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을 실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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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의식 교육’ 과정소개 1 

  교육 과정 목표 

• 우리 기업의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기 
 

• 우리 기업의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은 즐겁고 유쾌한 교육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기 
 

• 우리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 우리 기업의 근로자들이 서로의 감성이  공유되어 기업이 안전중심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일터로 인식하게 만들기 
 

• 우리 기업의 근로자들이 서로 칭찬하고, 존중해주고, 단합과 화합을 하는 안전 마
인드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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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주요 교육 내용 

 Chapter 1 - 실천 매뉴얼 NO 1 ‘안전과 건강’ :  즐거운 음악과 함께 하는  
                                                                        안전 기체조와 안전 의식 깨우기 
 

 Chapter 2 - 실천 매뉴얼 NO 2 ‘직장에서의 안전’ : 안전사고의 원인과 방지 &  
                                                                              대처법 
 

 Chapter 3 - 실천 매뉴얼 NO 3 ‘감성안전 깨우기’ :  게임을 통해서  모두가 즐겁게  
                                                                              감성안전 마인드를  깨우기 
 

 Chapter 4 - 실천 매뉴얼 NO 4 ‘안전을 완성하는 감성 안전 의식’  
                                       : ‘미소짓기’ 에서 ‘감사하기’로 감성 안전의식을 만든다 
 

 Chapter 5 실천 매뉴얼 NO 5 ‘함께하는 하는 안전’ : 마음관리 통한 안전 마인드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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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진 

• 추가적인 교육 사진 및 강의 영상은 ‘참안전교육개발원’ 회사 홈페이지 www.safewoman.co.kr  와  
네이버 카페 ‘참안전교육개발원’  http://cafe.naver.com/minimake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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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로 뵐때까지 안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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