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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사)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심포지움 참여를 원하는 경우 9월

(

)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외

화장품 위해평가에 대한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위해평가 국제 심포지움’을 오는 9월

17일

‘2018

화장품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

〈첨부〉1.
2.

심포지움 세부일정
신청서 양식

호텔(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심포지움은 국내 화장품 제조자 개발연구자 등에게 국내 외
화장품 위해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선진국의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발표내용은 ▲호주의 화장품 성분 인체 위해평가 사례 ▲
일본의 화장품 식물성 원료 위해평가 사례 ▲ 독일의 화장품
법률 지원을 위한 안전성평가 교육 ▲ 국내 화장품 위해평가
동향 ▲화장품 위해평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입니다
.

-

특히,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 기관(NICNAS), 독일
보건위생제품산업협회(IKW), 일본화장품공업협회(JCIA)에 소속된
전문가가 직접 발표합니다.

□ 안전평가원은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국내 화장품 업계가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내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
- 1 -

13

일까지 이메일(ccra2015symposium@naver.com)로 신청 접수하거나

식약처,‘2018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 심포지움’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류영진

→ 정보마당→
→ 공지

(www.ni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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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심포지움

세부일정

〈첨부2〉신청서

2018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심포지움
9 월 17 일 (월)

09:30 - 10:00
10:00 - 10:10

등록
환영사

이선희 원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Session 1. 국내 화장품 위해평가
좌장: 손경훈 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 성분의 독성 프로파일링과
10:30 - 11:00
안전성 평가
11:00 - 11:30 흡입노출 화장품 성분의 인체 위해성 평가
11:30 - 12:00 화장품 위해평가 동향과 향후 전망
12:00 - 13:30
점심식사

Session 2. 국외 화장품 위해평가
좌장: 김형식 교수 (성균관대학교)

13:30 - 14:00
14:00 - 14:30

NICNAS 의 화장품 성분에 대한
인체 위해평가 사례
화장품 식물성 원료의 위해평가

14:30 - 15:00 화장품 법률 지원을 위한 안전성평가 교육
15:00 - 15:20

휴식

이주영 교수*
(가톨릭대학교)
김규봉 교수*
(단국대학교)
곽승준 교수*
(창원대학교)

양식

2018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 심포지움
l 일자 : 2018년 9월 17일(월) 9:30 ∼ 17:00
l 장소 :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그랜드볼룸(별관 지하 1층)

사전등록양식
본 양식을 작성하시어 이메일(ccra2015symposium@naver.com)로
보내주시면 확인메일을 보내드립니다.

Angela McKinnon
(호주 NICNAS)
Sanae Takeuchi
(일본 P&G)
Birgit Huber
(독일 보건위생제품
산업협회, IKW)

l 등록자 개인사항
성명
회사명
주소/우편번호
부서/직책
전화

Session 3. 화장품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좌장: 김주덕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활성화를 위한
조윤미 대표*
15:20 - 15:50 화장품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컨텐츠 개발 및 활용
(소비자권익포럼)
윤영미 대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15:50 - 16:20 합리적인 화장품
(녹색소비자연대
위한 언론의 역할
공동대표)
서경원
부장
16:20 - 16:30
폐회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팩스
이메일
* 학생의 경우에는 회사명에 학교, 부서란에는 학과를 적어주십시오.
- 사전등록 마감은 9월 13일(목)까지입니다.
- 본 심포지엄은 등록비는 무료이며, 간단한 다과 외에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창원대학교 곽승준 교수(ccra2015symposium@naver.com)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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