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청회 자료집 2009-30

이‧미용 관련 학교 학과 
교과목 이수규정 공청회

 일시: 2009년 9월 25일(금) 13:30~16:30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관2층 대회의실

 주관: 

 주최: 



Ⅰ. 공청회 일정표

 ▢ 행사일정

    ❍ 일 시 : 2009년 9월 25일(금), 13:00~16:00  

    ❍ 장 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관 2층 대회의실

    ❍ 주 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 최 : 보건복지가족부

 ▢ 진행순서

    ❍ 13:00 ~ 13:30  등록

    ❍ 13:30 ~ 13:40  개회사

       (이석규,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 과장)       

                                       좌장 : 정기혜(건강증진연구실 실장)

    ❍ 13:40 ~ 14:10  주제발표

      - 주제 : 이‧미용 이수규정(안)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4:10 ~ 15:30  토 론  

      - 곽형심 (한국미용학회 회장)

      - 이명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사무총장)

      - 조수경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회장)

      - 오세희 (한국메이크업협회 회장)

      - 김홍백 (한국네일협회 회장)

      - 김진용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회장)

      - 박재옥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 교장)

      - 이효숙 (녹색소비자연대 부장)

   ❍ 15:30 ~ 16:00  종합토론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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