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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 (금) 13:30 ~ 17:3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동 관악동 동해홀
대중교통 이용시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6번출구 50m 앞 교육원삼거리에서
셔틀버스 수시 운행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및 문의처
신청 방법
1. 참가신청서 작성 후 sjy0808@snu.ac.kr 로 메일 발송
2. 등록비 입금
등록비 : 100,000원
※ 등록비에는 모든 학술프로그램, 기념품이 포함됩니다.
※ 선착순 접수에 따라 참여 가능 합니다.

신청 문의
우)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31-313 신소재공동연구소
(사)법안전융합연구소 심진용 선임연구원
T 02. 883. 8624, 02. 880. 8624 E sjy0808@snu.ac.kr

주최
후원

서울대학교
복합환경제어멀티스케일 시험평가센터

모시는 글

식순

사회 : 김의수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현대 재난안전사고의 복잡화, 다양화, 불확실성은 재난관리에 있어 과학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과 첨단기술의 접목을
통해 보다 정확한 안전사고의 진실규명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활동 또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각 기관의 체계적인 협업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전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단체
등 민간차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안전융합연구소는 높아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안전사고의 과학적 대응 및 감정 평가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2017 Special Symposium’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를 통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기관별
‘안전사고의 법과학적 분석 및 감정 평가’ 에 대한 내용을 다뤄 사고 해석의
공정한 평가를 제시하고,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융합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법안전융합연구소장

권 동 일

드림

시간

주제

13:00 – 13:30 (30’)

참가자 등록

13:30 – 13:45 (15’)

개회

13:45 – 14:15 (30’)
14:15 – 14:45 (30’)
14:45 – 15:15 (30’)
15:15 – 15:30 (15’)
15:30 – 16:00 (30’)
16:00 – 16:30 (30’)
16:30 – 17:00 (30’)

1강. 안전사고 원인감정을 위한 법공학적 접근
김진표 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강. 재난사고 관련 분쟁분석
최승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3강. 국민안전사고의 법원감정사례
함종오 팀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휴식
4강. 과학적 재난·사고 조사 및 원인분석
김현주 실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5강. 안전사고와 형사책임
김승언 검찰연구관 [대검찰청]

6강. 국가재난과 손해사정
백주민 이사 [한국손해사정사회]

17:00 – 17:15 (15’)

질의응답

17:15 – 17:30 (15’)

폐회 및 기념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