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 CITY

재난관리분야
전문가 초청 세미나

제5회

일시 : 2018.12.14일.(금) 13:00~18:00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2(B1)
주최 :            (사)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강원지역연합회
                  강원대학교 재난관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강원종합기술연구원
후원 :    행정안전부

오시는 길

행사문의

주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635-4)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2(B1)

전철 : 지하철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 하차 12번 출구 국기원 방향

버스 : 강남역주변 버스정류장 하차

강원대학교 재난관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25913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제2공학관 204호)

Tel : (033)570-6446 Fax : (033)570-6501

E-mail : apt105@kangwon.ac.kr

Smart city and disaster management



모시는 글

주요일정

안녕하십니까?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는 대형 자연재난의 발생기능성을 증가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고 있어 재난관리의 필요성이 큰 이슈로 부 

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과총 강원연합회, 강원대학교 재난관리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강원종합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스마트시티와 재난관리”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와 위험기상대응, 스 

마트 구조기술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부정책 등 다양한 재난관리분야 

전문가들이 발표와 지정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 

해 대형화되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재난에 강한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재난관리 방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12월

한국과총 강원지역연합회 회장 전 근 우
강원대학교 재난관리분야전문인력양성사업단 단장 전 계 원

강원종합기술연구원 원장 이 정 형

시 간 주요 내용

13:00 ~ 14:00 60분 사전등록

14:00 ~ 14:20 20분
개회사 전계원 교수 / 재난관리분야전문인력양성사업단 단장

환영사 전근우 교수 / 한국과총강원지역연합회 회장

14:20 ~ 15:20 60분
전문가 발표 Ⅰ

(각 30분)

제목 :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스마트 구조 기술

박승희 교수 /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제목 : 스마트시티 위험기상대응 기상서비스

이기선 사무관 / 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과

15:20 ~ 15:30 10분 Coffe break

15:30 ~ 16:30 60분
전문가 발표 Ⅱ

(각 30분)

제목 : 정부 R&D 정책과 스마트시티 그리고 재난관리

김진만 선임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프라안전연구본부

제목 : 국가스마트시티 추진 전략과 방향

이재용 센터장 /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

16:30 ~ 16:40 10분 Coffe break

16:40 ~ 17:30 50분 토론

좌장 서병하 명예교수 / 인하대학교

패널

류지협 교수 / 한려대학교 (총장)

김문모 교수 / 신구대학교

전병희 교수 / 강원대학교

17:30 ~ 18:00 30분 폐회식

사회 : 김병식 교수 /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