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실무과정

실시 안내

1. 교육 목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해 및 제출 대상, 작성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장외평가정보를 사례 중심의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스스로 위험도 분석 
작성 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

2. 교육 대상자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 개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신청하는 자 

3. 교육 일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실무과정(3일) 

  ➡ 교육 내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개요 및 제출대상 판단, 기본정보 및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사전관리 및 내·외부 비상대응계획, 화학사고예방관리계
획서 종합 실습

  ➡ 교육 일정 

구분 정원 교육일자 교육장소

1차

20명

03.22(수)~03.24(금)

3일차 
(19hr)

서울,
롯데리테일 
아카데미

2차 05.24(수)~05.26(금)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

3차 06.14(수)~06.16(금)
서울,

롯데리테일
아카데미

4차 07.19(수)~07.21(금)
서울,

롯데리테일
아카데미

5차 09.13(수)~09.15(금)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

※ 교육 신청자 50% 미달 시 교육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 600,000원 <3일/19h>, 회원사 10% 할인

4. 일반사항 

 ○ 중식, 다과, 교재 및 볼펜 제공



2023년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실무과정 (3일/19hr)커리큘럼

일차
강의
시간

교육과목명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교육
방법

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실무과정 19.0 -

1일

10:00~
12:00

1.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개요 및 

제출대상 판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개요
  · 관련 규정 개정 전·후 비교
  · 변경 제출 대상 확인 및 업무 처리 절차
  · 이행 및 이행정검 등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 및 작성 수준 판단
  · 사업장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C) 산출(혼합물 형태 포함)
  · 상위·하위 규정수량(UT 및 LT)를 통한 작성수준(1,2군) 판단 

2.0 이론

12:00~
13:00  점심시간

13:00~
15:00

2. 기본정보 및 

시설정보

 - 기본 정보
   · 사업장 일반정보 및 개요 (기초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등)
   ·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취급시설 입지 정보 (설비 배치도, 주변 환경정보 등)
 - 시설 정보
   · 공정정보 (공정개요,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 등)
   · 안전장치 현황 (확산방지 설비, 고정식 유해감시시설 정보 등)

2.0 실습

15:00~
18:00

3-1. 장외평가정보

     (KORA 실습)

 - 장외평가정보(I)
  ž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 입지정보
  ž 주변지역 기상정보
  ž 공정 위험성 분석
  ž 사고시나리오 도출

3.0 실습

2일

10:00~

12:00

3-2. 장외평가정보
     (KORA 실습)

 - 장외평가정보(Ⅱ)
  ž 사고시나리오 선정
  ž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2.0 실습

12:00~
13:00  점심시간

13:00~

17:00

3-3. 장외평가정보 

위험도 분석 실습

 - 위험도 분석 실습
  · 위험도 분석 절차의 개요 개정 전·후 비교
  · 예시를 통한 판단요소 파악 및 사고빈도점수 및 사고영향점수 산정
  · 위험도 판정표 점수 및 증감요인 점수 확인
  · 최종위험도 결정

4.0 실습

17:00~

18:00

4. 사전관리 및 내·외부 

비상대응계획

 - 사전관리방침
  · 안전관리 계획 
  · 비상대응 조직체계
 - 내·외부 비상대응계획
  ·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 화학사고 사후 조치
  · 지역사회 공조 및 고지계획 
  · 주민보호 및 대피 계획

1.0 이론

3일

10:00~

12:00

5.-1.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종합실습
 - 예시를 통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종합 실습 2.0 실습

12:00~
13:00  점심시간

13:00~

16:00

5.-2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종합실습
 - 예시를 통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종합 실습 3.0 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