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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2월 안전환경교육 안내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나.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7조(안전환경교육)
2. 2017년도 2월에 실시하는 안전환경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

에서는 해당 교육 대상자가 빠짐없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대상자: 이공계 대학원생 신입생 및 대학원생, 연구원 및 교직원 등
※ 안전환경교육(신규 집체교육) 기 수료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됨
나. 일자 및 장소
교육 일자

차수/반

장소

비고

A반 관악캠퍼스 83동 305호
2월 16일(목)~17일(금)

1차

B반 관악캠퍼스 83동 505호

외국인반은 2일간 1차 D반

C반 관악캠퍼스 83동 506호

(83동 404호)에서 실시

D반 관악캠퍼스 83동 404호(외국인반)
A반 연건캠퍼스 치대원 6층 대강당
2월 20일(월)~21일(화)

2차

B반 관악캠퍼스 83동 505호
C반 관악캠퍼스 83동 506호

A반(연건캠퍼스)은 치대원
본관 6층 대강당에서 실시

A반 관악캠퍼스 83동 305호
2월 22일(수)~23일(목)

3차

B반 관악캠퍼스 83동 505호
C반 관악캠퍼스 83동 506호

다. 교육 등록
- 기간: 2017. 1. 31.(화) ~ 2. 13.(월)
- 방법: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교육대상자 입력
※ 환경안전원 홈페이지(http://ieps.snu.ac.kr) 교육 공지사항 참조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통한 엑셀파일로 다수의 대상자를 작성하여
일괄 입력(등록) 할 수 있는 기능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6년도부터 평가시험 탈락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3. 이번 교육 1차에는 외국인반(D반)을 개설하여 2일간 영어로 진행되며, 총
9시간 수강 후에는 영어로 작성된 평가시험이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각 학부(과) 담당
선생님께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반드시 1차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각 기관에서는 대학 및 연구소 관련 벤처기업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도
2017년 2월 안전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방법:【붙임4】의 신청서 이메일(ieps@snu.ac.kr)로 제출
◇ 제출 기한: 2017. 2. 13.(월)
◇ 관련 문의: 02-880-5508

5. 관련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의 장은 안전환경교육을 미이수한 자에 대하여
연구실의 출입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 대상자 전원이 수료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2017년 2월 안전환경교육 시간표 1부.
2. 전공별 반 분류표 1부.
3. 교육 등록 절차 1부.
4. 교육 신청서(벤처기업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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