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 프로페셔널로 레벨업!

pH에 따른 가수분해시험의
수행방법 및 결과해석 과정 참가안내문
교육목표
다양한 Ph에 노출된 화학물질의 가수분해 수행방법과 해당 시험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결과의
산출과 평가를 할수 있도록 한다.

과정개요
○ 대상 : 출연(연) 패밀리기업 및 중소기업 종사자 10명(선착순)
○ 기간 :
(1차) 2019.07.11(목), 1일(비숙박, 6시간)
(2차) 2019.10.24(목), 1일(비숙박, 6시간)
○ 장소 : (진주) 안전성평가연구소 세미나실 및 실험실
○ 비용 : 무료

특징
○ 한국과 OECD, EPA 시험지침서 교육
○ 안전성평가연구소와 미국 등의 Report 비교 분석
○ 시험 셋팅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실습과 견학

문의처
○ KIRD 담당자 : 정재욱 선임전문관리원(043-251-7124, jujeong@kird.re.kr)
○ 안전연 담당자 : 황혜진 연구원(042-610-8009, hyejin.hwang@kitox.re.kr)

교육일정
시간표
일차

시간

내용

10:00~12:00

120분

Ph에 따른 가수분해시험의 수행방법
(한국, OECD, EPA 시험지침서 교육)
(김종환 선임연구원, KIT)

12:00~13:00

60분

중식

90분

Ph에 따른 가수분해시험의 시험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의 GLP에 따른 작성방법
(KIT, 미국 등의 Report 비교분석)
(김종환 선임연구원, KIT)

14:30~16:00

90분

실험실 및 분석 장비의 투어
(시험 Setting 및 분석방법의 실습)
(정성훈 기술원, KIT)

16:00~17:00

60분

시험결과의 산출방법 및 결과해석의 종합 토의
(김종환 선임연구원, KIT)

17:00~17:10

10분

설문조사 및 귀가

13:00~14:30
1일차

※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항
수강신청 및 취소
○ 신청기간 : 2019. 3. 6(수) ~ 교육당일
○ 신청방법 : KIRD 홈페이지(www.kird.re.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당과정 수강신청
(마이페이지에서 수강신청 결과 확인 가능)

○ 수강취소는 교육시작일 7일 이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참가준비
○ 교육복장 : 비즈니스 캐쥬얼(교육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자유로운 복장)

○ 지병 등 교육과정 운영자가 참고할 사항은 반드시 전달 부탁드립니다.

교육수료
○ 교육시간의 참석률 80%이상, 설문조사 완료 시 수료, 80%미만 시 자동 미수료 처리됩니다.
○ 교육시간의 참석률 80%이상이더라도 무단 결석/결강/외출/외박/조퇴 시 미수료(퇴소)되며,
소속기관에 통보됩니다.
○ 교육기간 중 교육불참 사유 발생시 반드시 교육과정 운영자와 사전협의합니다.(허가원 작성 必)

○ 수료증은 교육종료 후 KIRD 홈페이지(www.kird.re.kr) 로그인-마이페이지에서 출력가능합니다.

오시는 길(안전성평가연구소 경남환경독성본부)
주소 및 전화번호
○주
소 : 경남 진주시 문산읍 제곡길 17
○ 전화번호 : 055-750-3702

승용차 이용
구분

경로안내

남해고속도고

문산(동진주) IC → 문산/금곡방면(우회전) → 바이오21센터 맞은편

대중교통 이용
○ 버스(도착:진주고속버스터미널)
진주고속버스터미널
→ 경남환경독성본부

▪ 시내버스 : 296번(약 27분 소요)
▪ 택시 : 약 15분 ~ 20분 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