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글로벌 나노안전 대응전략 설명회
- 나노안전 인프라 구축 및 보급 방안 중심으로 2007년 유럽에서 REACH (신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도입 이후, 글로벌 화학물질규제 수
위는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나노
물질의 관리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
니다. 특히, 단일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에서 나노물질 함유 제품을 대상으로 유럽 국가
별/제품별 규제로 확대되고 있어 유럽에 나노제품을 수출하고자하는 기업의 부담이 점
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관련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나노물질을 생산하는 기업, 나노물질
을 포함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함께 유럽의 나노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종
료된 유럽 NANoREG 사업을 통해 도출된 나노안전 인프라 구축 및 보급방안과 이어서
진행되는 ACEnano 및 PATROLS 사업 참여, 나노물질 유해성 평가 현황 및 추진 방향,
나노물질 작업장 안전성 지침과 유럽의 나노규제 대응전략 등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
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개요
◦
◦
◦
◦
◦

행 사 명 : 3차 글로벌 나노안전 대응전략 설명회
일
시 : 2017년 12월 1일 (금) 13:00~16:30
장
소 : 서울 The-K호텔 별관 1층 한강 A홀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주
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IST 유럽연구소,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 프로그램
시 간
13:00-13:10

강의내용
인사말씀

13:10-13:30

유럽 NANoREG 사업 참여를 통한 나노안전
인프라 구축 및 보급 방안

13:30-13:50
13:50-14:10
14:10-14:30
14:30-14:45
14:45-15:05

나노물질 유해성 평가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제조나노물질 취급 노동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및 탄소나노튜브 노출 기준 적용
유럽 ACEnano 컨소시움 참여를 통한 나노안전성
전문가시스템 개발 및 활용방안
휴식
유럽 나노규제(PATROLS) 참여를 통한
인증표준물질기반 나노안전성 DB 구축 방안

15:05-15:25

MWCNT의 EU REACH 등록 사례

15:25-15:45

나노규제 현황과 선제대응을 위한 준비

15:45-16:20
16:20-16:30

질의 응답
맺음말

발표자
정부부처
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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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이나루 부장)
한양대
(윤태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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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석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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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유럽연구소
(김상헌 단장)

▢ 신청방법
◦ 첨부된 참석통지서를 작성하시어 전자우편으로 회신
◦ 문의처 : 허 민 범 (담당자)
‐ Tel : (042) 604-1052
‐ Fax : (042) 868-5032
‐ E-mail : mbheo@kriss.re.kr

▢ 행사장소
◦ 행사장 : The K 호텔 서울 별관 1층 한강 A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TEL: 02-571-8100/FAX: 02-571-7055)
(구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2번지)

◦ 교통편 안내
w 도보 :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매헌)역 5번출구 -> 도보
로 5분 정도 소요
w 셔틀버스 : 3호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앞
지하철 이용 시
-> 셔틀버스 이용
w 마을버스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서초8번 마을버스
이용 -> 호텔 후문하차
버스 이용시

w 일반 간선 버스 (파랑) : 405, 421, 140, 470, 441

‐ 셔틀버스 노선도 및 운행 시간표

시간

호텔→양재역

양재역→호텔

6:00

10분, 30분, 50분

20분, 40분

07:00 ~ 08:00

10분, 30분, 50분

00분, 20분, 40분

09:00

10분, 40분

00분, 20분, 50분

10:00 ~ 22:00

10분, 40분

20분,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