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0기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 전반기 학사일정

□ 교육기간 : 4.19∼6.28

□ 1  교 시 : 19:10∼20:20(70분)                

□ 2  교 시 : 20:30∼21:40(70분)  

□ 교육장소 : 중앙대학교 310관 901호

※학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 교시 분야 과   목   명 강사 소속

4월 19일 입학식

4월 26일

1 경영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지도자 이성호 교수 연세대학교

2 안전 안전심리와 경영 정진우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5월 3일

1 교양 물리학으로 보는 세상 김범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2 우리들의 이야기 최명길 교수 중앙대학교

5월 10일

1 경영 명의가 말하는 100세 건강 김세철 원장 명지병원

2 안전 중대재해 대응방법 배동희 노무사 법무법인 태평양

5월 
19~20일 제 10기 오리엔테이션

5월 24일

1 경영 부동산과 세무관리 김정식 교수 중앙대학교

2 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접근방안 권혁면 교수 연세대학교

5월 31일

1 경영 메디치 가문에서 배우는 경영의 비밀 하동식 원장 변화혁신 아카데미

2 안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책방향 우종현 회장 한국안전기술협회

6월 7일 특강 교양 와인특강(와인의 향기) 김성동 이사 와인레이디

6월 14일

1 안전 경영을 날게하는 안전보건 김정호 지청장 고용노동부

2 경영 4차 산업혁명, 스마트워크 이경상 교수 카이스트

6월 21일

1 교양 멋진 리더의 이미지메이킹(자세) 김정연
세종대학교 외래교수,

방송인

2 안전 산업안전보건의 현재와 미래 정혜선 교수 한국산업간호협회

6월 28일

1 경영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신인재 원장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2 안전 기업의 신가치 전략 전용욱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제 10기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 후반기 학사일정

□ 교육기간 : 8.31∼12.06

□ 1  교 시 : 19:10∼20:20(70분)                

□ 2  교 시 : 20:30∼21:40(70분)  

□ 교육장소 : 중앙대학교 310관 901호

※학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 교시 분야 과   목   명 강사 소속

8월31일~
9월2일 10기 해외연수

9월 20일 특강 경영 21세기 미래사회 변화와 대응전략 김기철 교수 서울대학교

9월 27일 특강 교양 골프특강 장재근 프로 J&J 골프아카데미

10월 04일

1 안전
반도체공장 근로자 

건강영향과 위험요인 이해
이윤근 소장

노동건강환경 

연구소

2 경영 비즈니스 한류의 개척자들 박상주 기자 NEWSIS 국제부

10월 11일 휴강(개교100주년)

10월 18일

1 경영 역사와 드라마에서 배우는 리더쉽 강관수 소장
한국조직관리 

연구소

2 안전 최근 발생하는 직업병 무엇이 문제인가? 강성규 교수 가천의과대학

10월 25일

1 인문 인문학을 통한 소통 리더쉽 조정호 소장 인문경영연구소

2 안전 석면의 이해 조해경 교수 산업안전보건교육원

11월 01일

1 경영 플랫폼 비즈니스 최명길 교수 중앙대학교

2 경영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김동순 원장 중앙대학교

11월 08일
1 경영 창조적 상상력과 혁신력의 리더쉽 이미도 물고기도서관

2 안전 휴먼에러와 인간공학 이동경 박사 우송대학교

11월 15일 휴강

11월 
23일~24일 10기 국내연수(단양)

11월 29일
1 인문 지중해 전쟁사에서 배우는 성공의 비밀 김시열 작가

2 안전 산업안전보건의 동향과 대응 박두용 이사장 안전보건공단

12월 06일 10기 수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