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및 환경
독성학

주관캠퍼스 소개

Human and Environmental

기술입니다. 이는 또 ‘생명과학 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신약 등의 개발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Toxicology

안전성평가연구소는 고객의 무한한 신뢰와 함께, 항상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는
신약이나 화학물질 등이 인간의 건강이나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임상적 방법으로 시험 또는
연구하는 분야로, 이처럼 전 인류가 소망하는 생명연장과 풍요의시대를 열어갈 생명과학 분야 기초
필수 관문으로, 이 분야 산업의 고부가가치성을 고려할 때 국가 미래 성장을 선도할 차세대 핵심
동력 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전성평가연구소(KIT)는 안전성평가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주도하고,
관련 분야 전문 시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인류 복지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2년 1월 설립되었습니다. 국가 안전성평가체계 구축과 관련 기술 축적에 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연구소는보건복지부(1988), 환경부(1998), 농림부(2002) GLP 인증에 이어 일본
농림수산성(1990) GLP 인증과2000년 OECD GLP 상호 사찰, 2005년 미국 FDA 사찰 수검을

안전성평가연구소

통해 국제적 안전성평가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실험동물에 대한 애호와 복지는

www.kitox.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안전성평가연구소

우리 연구소가 추구하는 또 다른 생명과학의 목적으로 지난 98년 AAALAC Intl.

Tel : 042-610-8250
Fax : 042-610-8085

(국제실험동물 관리인증협회)로부터 아시아 최초 적격시험기관으로 인증받은 이후 2004년과 2007년
재사찰을 통해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전 연구소에 이어 정읍 분소를 새로이
마련, 국제적 수준의 GLP 시설과 전문 인력, 과학적 시스템을 재정비함으로써, ‘세계 TOP 5 CRO'
도약의 비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국가 생명과학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국민 건강과 인류 복지를
위한 기초 연구 기지로서, 우리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한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전공 개요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의약품, 식품 등의 산업화 제품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기능 평가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생명공학 산업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안전성평가는 독성학, 환경독성학, 독성병리학, 안전성약리, 실험동물학
등 기존 학문의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기존 교육과정의 현장적응력이 미흡한
상황이며 따라서 안전성평가분야의 소요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이를 통한 국가과학기술인력의
인프라 구축으로 관련산업계의 발전 및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주요 교육 내용에는 약물들의
각 장기나 조직에서의 작용기전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의약품 후보물질의 생리활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배양과 신약개발의 기법 및 최근동향, 그리고 신약 후보물질의 약리효능
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과정, 최근 개발되고 있는 LMO 산물의 종류와 그들의 효능 및 인체 위해성,
환경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최신 기법, 독성학, 환경독성학, 독성병리학, 안전성약리, 실험동물학
등 관련 학문에 대한 이론 교육, 독성평가 및 분석 등 관련분야 세부기술의 현장 교육, GLP 등 물질등록에
필수적인 관리기술의 연구 및 교육, 실험을 통하여 생산된 안전성평가 자료를 해석하고 종합분석하는
능력개발 교육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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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INTRODUCTION
Since acquiring the first GLP certification given by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in 1988, KIT’s GLP system has been certified by the Korean Ministry of the Environment
(1998) and the Korean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 (2002). KIT’ s GLP system has also
received an excellent evaluat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OECD. In 1998,
KIT became the first organization in Asia to acquire accreditation from AAALAC International,
and KIT’s toxicity tests are conducted under the strictest international standards of GLP.
KIT is proud of its state-of-the-art facilities (with a total area of 270,000 square feet) which
provide an outstanding GLP testing environment that enables KIT to attain the highest quality
and most reliable study results. KIT systems are supervised by a high industry standard
centralized control system to maintain the most reliable GLP experimental environment. With
the best GLP facilities in Korea and over 20 years of operational experience, KIT is expanding
its boundaries to provide an exceptional combination of ting-edge GLP systems, sound
science and unmatched service to clients worldwide.

INTRODUCTION OF MAJOR
This specialty is offered to train students as experts in this professional field. After they
have completed the courses of study required, they will be able to conduct research on
and development of commercial products such as pharmaceuticals, foods, etc. using
bioengineering technology. Their work will then also promote further growth and
industrialization of the bioengineering field. To evaluate the efficacy and safety of new
products, existing disciplines such as toxicology, toxicological pathology, safety pharmacology,
laboratory animal science, environmental toxicology, and risk assessment must be applied.
However, current training systems in the existing universities cannot produce appropriately
trained scientists to fulfill the current requirements of the industry. Therefore, this specialty
is expected to contribute greatly to the national supply of trained human resources, and thus
to growth in industries concerned with the safety and efficacy of many products to which
humans, animals and the environment are exposed. This will predictably lead predictably to
increases in the quality of our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as well as to our national
welfare. The major objectives in preparing students for careers in this specialty will include
training in the following subject areas, at minimum: 1. Fundamentals of toxicology,
environmental toxicology, toxicological pathology, safety pharmacology, laboratory animal
science, and related disciplines contributing to the assessment of efficacy and safety. 2.
Basic skills and knowledge necessary to evaluate the physiologic and pharmacologic activities
of new pharmaceutical candidates, allowing students to clearly understand their modes of
actions on each organ or tissue. 3. Recent technologies and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new pharmaceuticals, and how to evaluate efficacy of new pharmaceutical candidates. 4.
Review of recently developed Living Modified Organism (LMO) products, the technologies
required and used to evaluate their efficacy and their risks to humans and the environment.
5. Knowledge and skills necessary to evaluate and analyze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in the industry. 6.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bioassays for the safety
and efficacy of new products, to include Good Laboratory Practices (GLP) required to register
new products. Careful analysis of test outcomes and incorporation of the test results in detailed
reports are also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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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비전 및 목표
장기비전

차세대 약리 및 독성평가
기술의 개발 및 인재 육성

중장기 발전목표
학사부문

종합적인 약리 및 독성평가 전문가 육성
실험 역량을 갖춘 전주기적 맞춤형 인재 양성
치밀한 전공분야 및 영어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

연구부문

새로운 독성평가 기술의 개발
GLP 독성평가 기술로의 진입
약리 및 독성평가의 systems toxicology 접목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학사부문

다양한 전공의 우수한 학생 선발
해외 학회 및 연수 기회의 최대화
강의능력을 갖춘 약리/독성분야 교수 선발

연구부문

System toxicology 기술의 확립
공동강의 활성화를 통한 교수법의 극대화 도모
학제간 융합 및 응용기술 연구

졸업 후 진로
사람의 건강 및 지구의 환경 보호를 위한 최첨단 연구 분야, 개발 분야, 사업화 분야 등 모든 분야에
진출이 가능하다. 특히, 국공립을 비롯하여 사립 연구 기관에서 최첨단 산업화 물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
비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공립 연구기관과 국가 정책기관에서 종사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처,
환경부, 농림부 등 규제 기관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아울러 제약회사, 의료기기개발기업
등에 종사하여 인류의 보건복지를 위한 연구 활동을 실용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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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Category)
공통

전공

선택

(Major)

∙ 의학

교과목명(Course)
독성학 특론 | Advanced Toxicology
바이오의약품독성학 | Biomedicinal Toxicology
세포배양공학 | Cell Culture Engineering

∙ 환경학

독성기전연구 | Mechanistic Toxicology
분자생화학적 독성학 | Molecular & Biochemical Toxicology
학부 선수 권장과목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론 | Risk Assessment of Chemicals

∙ 독성학

세미나

독성연구세미나1 | Seminar on Toxicological Research 1

∙ 실험동물학

(Seminar)

환경이슈 세미나1 | Seminar on Environmental Issues I

∙ 환경화학

환경이슈 세미나2 | Seminar on Environmental Issues II
흡입연구세미나1 | Seminar on Inhalation Research 1
흡입연구세미나2 | Seminar on Inhalation Research 2
동물모델분야

전공

선택

실험동물 특론
| Advanced Laboratory Animal Toxicology or Medicine

(Major)

뇌질환 신경과학 | Neuroscience for Degenerative Disorder
모델동물학 | Model Biology
예측독성분야

전공

선택

(Major)

독성면역학 | Toxicological Immunology
전기생리학적 독성평가개론
| Introduction to Electrophysiological Toxicology
재생조직공학 | Regenerative Tissue Engineering
독성유전체학특론 | Advanced in Toxicogenomics
시스템 독성학 | Systems Toxicology
심장독성 평가특론 | Advanced in Cardiotoxicity

환경독성분야

전공

선택

(Major)

환경독성학 개론 |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Toxicology
환경 화학 | Environmental Chemistry
수서생태독성학 | Aquatic Ecotoxicology
오염물질 환경거동
| Environmental Fate and Transport of Contaminants
환경독성학심화 | Advanced Environmental Toxicology

흡입독성분야

전공
(Major)

선택

만성폐질환 | Chronic Pulmonary Disease
흡입독성 개론 | Introduction to Inhalation Toxicology
흡입독성분석 | Analysis of Inhalation Toxicology
호흡기질환 유효성평가
| Efficacy Evaluation of Respiratory Disease
흡입독성 심화 | Advanced Inhalation Toxi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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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전공과목
Major Course

분자생화학적 독성학
Molecular & Biochemical Toxicology
생체내 분자 생화학적 독성발현 및 기전에 대한 이해

뇌질환 신경과학
Neuroscience for Degenerative Disorder

세포배양공학

퇴행성 뇌질환동향

Cell Culture Engineering
세포는 증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으로 분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으로

독성기전연구
Mechanistic Toxicology
독성유발물질의한 생체내 세포, 분자생물학적인 반응을 이해하고 각각의
독성기전을 배우게 된다.

독성면역학
Toxicological Immunology
독성학에서의 동물모델의 이해와 실험 적용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에 관한
학습

독성유전체학특론
Advanced in Toxicogenomics
독성유전체에 대한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독성유전체 기술을 활용한
독성평가에서의 활용연구에 대해 학습하고자 한다. 특히, 신약개발
단계에서 후보 물질의 독성 유발 기전을 예측하기 위한 최근 연구기술
현황을 이해하고 독성평가 연구분야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심층
탐구하고자 한다.

독성학 특론
Advanced Toxicology
독성유발물질과 생체내 독성발현 및 기전에 대한 이해

만성폐질환
Chronic Pulmonary Disease
만성폐질환의 발생 및 진행에 대한 기초적 이해

모델동물학
Model Biology
면역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성과 조직, 세포, 분자 수준에서 독성학과의
상호관계에 대해 이해한다.

바이오의약품 독성학
Biomedicinal Toxicology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기본지식 및 평가기법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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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세포치료제, 신약개발, 생체조직공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다양한 세포 배양의 최신 경향을 파악하고 생체재료를 이용한 최신
세포기능 조절법을 고찰하고자 함. 또한, 독성평가에 활용을 위한 세포
배양법을 소개하고 세포를 이용한 독성평가법 개발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함양하고자 함.

수서생태독성학
Aquatic Ecotoxicology
독성물질의 수환경 및 수생물에 미치는 영향 이해
understading chemical's toxic effects on aquatic ecosystems

시스템 독성학
Systems Toxicology
복잡한 생명현상을 독성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산학,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등의 원칙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
생물정보학을 이용한 독성예측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의 기초를 습득하게
된다.

실험동물 특론
Advanced Laboratory Animal Toxicology or Medicine
독성실험을 위한 실험동물의 이해 및 실험기법

심장독성 평가특론
Advanced in Cardiotoxicity
약물에 의한 심장독성을 평가하는 방법들의 이해와 적용

오염물질 환경거동
Environmental Fate and Transport of Contaminants
환경 중 오염물질의 거동 및 이동 특성 메커니즘 이해 및 응용 연구

UST 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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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조직공학

환경독성학심화

Regenerative Tissue Engineering

Advanced Environmental Toxicology

생체재료 및 조직공학을 통해 노쇠해가는 인체의 일부분이나 질병 또는

환경독성학 소개 및 환경독성평가 이론의 이해

사고 등으로 잃어버린 기능을 대체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생체에 직접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toxicology

이용되는 인공재료의 최신 경향을 파악하고 세포와 생체재료를 이용한
최신 난치병 치료법을 고찰하고자 함. 천연고분자에서 합성고분자에
이르기까지 생체재료로 이용되는 유기 고분자 재료의 합성, 구조, 특성,
응용 현황 및 생체재료와 세포를 이용한 생체조직 재생, 동물질환 모델에서
세포 및 조직공학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술 개발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흡입독성 개론
Introduction to Inhalation Toxicology
흡입독성학 연구의 기초적 이슈 및 이론의 이해

함양하고자 함.
흡입독성 심화
전기생리학적 독성평가개론
Introduction to Electrophysiological Toxicology
전기생리학적 평가기술을 이용한 독성평가연구의 기초적 이슈 및 이론의
이해

호흡기질환 유효성평가
Efficacy Evaluation of Respiratory Disease
호흡기질환의 유효성평가를 위한 모델에 대한 이론 이해

Advanced Inhalation Toxicology
본 과목은 흡입독성학의 기본 구성요소인 발생, 노출, 분석의 개념을
이해하고 특히 입자상 시험물질에 대한 흡입시험디자인 및 흡입시험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흡입독성분석
Analysis of Inhalation Toxicology
흡입독성시험에서 분석기법에 대한 이해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론
Risk Assessment of Chemicals
화학물질의 위험성 분석/평가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과 함께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위험성평가 방법 등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구성하여, 화학물질
연구와 기술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 하고자 함. 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는 방법 및 해석, case study를
통한 이해를 통해, 위해성 평가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실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함.

환경 화학
Environmental Chemistry
환경 중 오염물질의 반응성 및 거동 이해를 위한 기초화학 이론 연구

환경독성학 개론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Toxicology
환경독성 분야에서 필요한 이론적 배경과 함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이 분야 연구와 시험분야에 일
할 수 있는 맞춤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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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세미나과목
Seminar Course

독성연구세미나1
Seminar on Toxicological Research 1
독성분야 최신 연구동향 파악

환경이슈 세미나1
Seminar on Environmental Issues I
환경거동 및 노출분야최신 연구동향 파악

환경이슈 세미나2
Seminar on Environmental Issues II
환경독성분야의 최신 연구동향 파악
The purpose of the lecture is to get a knowledge about toxicological
evaluation of new environmental contaminants using most advanced
toxicity evaluation tools and techniques.

흡입연구세미나1
Seminar on Inhalation Research 1
흡입독성분야 최신 연구동향 파악

흡입연구세미나2
Seminar on Inhalation Research 2
흡입 치료제분야 최신 연구동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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