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LMO 안전

전문강사 양성 신규교육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교육팀입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LMO 법에 따른 생물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부와
함께할 LMO 안전 전문강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MO 안전 전문강사 활동 희망자 대상으로 2019년 LMO 안전 전문강사 양성

신규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육목적
• 찾아가는 교육 신청기관의 연구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위한 다양한 분야별 강사 증원
• 기관 내 LMO 안전 전문강사 양성으로 기관 주도적 생물안전교육 환경 제공 및 운영 유도

교육 개요
• 교육일시 : ‘19. 2. 21(목) 9:30 ~ 22일(금) 17:00
• 교육장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길 10 세경빌딩 6층, 공간더하기 15호실
• 교육대상 : LMO 안전 전문강사 활동 희망자 중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자격 : 다음 중 한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자
1) 생물학 관련 학위 소지자
2) 기관 내 LMO 안전 강사 활동 희망자(LMO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등)
• 접수기간 : ’19. 1. 30(수) ~ 2019. 2. 12(화)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edu.labs.go.kr) 내 신청
•기

타 : 교육비 무료(중식 및 교재 제공) ※ 숙박비 미제공

주요내용
• 개정된 법·제도,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 LMO 안전교육의 기본범위 및 표준내용 안내
• 현(現) 전문강사의 시범강의 및 주요 FAQ 등 실제 현장 사례 제공을 통하여 업무 이해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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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시

21(목)

* 교육 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교육내용

09:30 - 09:50

등록

09:50 - 10:00

인사말

10:00 - 11:30

90분

시험·연구용 LMO 법·제도

11:30 - 13:00

90분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13:00 - 14:00

점심식사

14:00 - 15:00

60분

LMO 법적 주요서식 작성의 기술

15:00 - 15:30

30분

전문강사가 알려주는 안전교육 가이드

15:30 - 17:00

90분

안전관리를 디자인하다

10:00 - 10:30

30분

제대로 알면 유해물질 대처 가능하다

10:30 - 12:00

120분

전문강사 활동 Skill-up

12:00 - 13:00
22(금)

점심식사

13:00 - 13:30

30분

LMO 안전교육 시 짚어야 될 필수내용

13:30 - 15:00

90분

최적의 교수매체 개발하기

15:30 - 16:30

60분

연구자들이 전문강사에게 묻다

16:30 - 17:00

30분

질의응답
폐회

교육장소 및 오시는 길

▶ 주소
서울 역삼동 819-10 세경빌딩 6층
공간더하기 17호실
▶ 담당자(문의처)
하수현연구원
(043-240-6474, shha@kribb.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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