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미세먼지(대기환경) 교육 아카데미 기획(안)
1. 개요
○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활동을 위한 대기환경 분야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향후 정책 모니
터링 및 대안 제시 등의 NGO 활동의 기초가 되기 위한 강좌로 기획
○ 최근 이슈 되고 있는 미세먼지, 경유차 배출가스 등과 관련된 환경 정책, 제도, 기술, 경향
등 전반적인 대기환경 현황을 살펴봄
○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2. 주요 일정 및 장소
○ 강의 시간
- 1강의 당 2시간, [1강 : 13:00~15:00, 2강 : 15:30~17:30]
- 강의 70분 내외, 질의응답 30분, 휴식 20분, 총 120분
○ 강의 일정 : 5/15(월), 5/16(화), 5/22(월), 5/29(월), 6/1(목), 6/5(월)
○ 장소 : 서울시 NPO 지원센터 2층 받다(시청/을지로입구역 도보 5분 내외)
○ 참여대상 : 한국환경회의 소속단체 활동가 (주 대상)
환경단체 회원, 관련 공무원, 유관 기업 담당자,
미세먼지등 대기환경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 (10~20명)
○ 주최 : 녹색교통

3. 프로그램
미세먼지 교육 아카데미 강의 주제 및 강사진
연번

1

주제
자동차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KEI

세재개편

강광규 명예연구위원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 현황

2

4

5

6

7

8

강의일정
5/15(월)
13:00~15:00

수원대학교
장영기 교수

5/15(월)
15:30~17:30

미세먼지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평가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부소장

5/16(화)
13:00~15:00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책

자동차환경네트워크

- 폭스바겐 사태와 자동차 연료 -

정용일 대표

- 2기 수도권대개개선 특별대책,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한계 등 -

3

강사

운행 자동차 오염 관리 방안/대책

5/16(화)
15:30~17:30

(사)자동차환경센터
조강래 회장

5/22(월)
13:00~15:00

미세먼지 모니터링 현황 평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22(월)

- 도로분포 현황, 실내 대기질 현황

배귀남 책임연구원

15:30~17:30

대기 오염물질의 이동과 확산
- 실태 및 이론 -

안양대학교
구윤서 교수

5/29(월)
13:00~15:00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 대응방안

UN ESCAP

- 국내외 사례 및 제안 -

지역사무소

남상민 부소장

5/29(월)
15:30~17:30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자동차 통행제한 정책

아주대학교

6/1(목)

- 교통수요관리, LEZ를 중심으로 -

이규진 교수

13:00~15:00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신 교통기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1(목)

- 도시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Blockchain)

백남철 책임연구원

15:30~17:30

11

대기 중 2차 오염물질의 생성과 분석에 대하여

이화여자대학교
김용표 교수

6/5(월)
13:00~15:00

12

에너지 정책의 현안 과제
- 석탄화력 발전의 에너지 전환 가능성 -

산업연구원
전재완 연구위원

6/5(월)
15:30~17:30

9

10

※ 자료집 제작을 위해서 원고는 교육 일정 전주 금요일까지 이메일로 요청드립니다.

주소

0452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2층

승용차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2호선 을지로역 사이 삼성화재빌딩 옆 부림빌딩
1호선 시청역 5번출구로 나와 남대문로9길 방향으로 100m

. 02-734-1109 F. 02-734-1118

2호선 을지로입구역 1-1번 출구로 나와 남대문로9길 방향으로 100m
버스

파랑 : N62 , 172 , 472 , 500 , 504, N10 , N62 , 151 , 162 , 163 , 201 , 405 , 506 ,
702A , 702B , 705

빨강

8800 , 8800전 , 9007, M4108 , M5107 , M5115 , M5121

초록

종로09 , 종로11, 7017 , 7021 , 7022

아카데미 강의 주제 명칭 등 변경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교통 협동사무처장 김광일
핸드폰 : 010-6343-6050 | 이메일 : kngt@greentransport.org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우 : 03969.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39(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4층
Tel (02)744-4855 Fax (02)744-4844
http://www.greentransport.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