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과 분야 직위 성명 소 속 부 서 직위
소 장 이원호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

안전 및 정책 부소장 윤여송 한국기술교육대 안전환경공학과 교수
재난 및 정책 부소장 이승수 충북대학교 토목공학부 교수
법 제도 포럼ㆍ 부소장 강휘진 서강대학교 융합재난안전연구소ICT 초빙교수

총괄간사 최성조 기업재난관리센터 재난안전연구소　 소장

사회재난

환경 보건재난,
위원장 선우영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교수
위원 이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교수

건축물붕괴재난

위원장 현창국 동양구조 ENR - 대표
위원 이강석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위원 김의용 아리수건설 -　 대표
위원 이승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공학전공　 교수
위원 최재혁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정책 재난정책

위원장 이승수 충북대학교 토목공학부 교수
위원 장은미 지인컨설팅㈜ -　 대표
위원 김영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과학연구소　 소장
위원 최성조 기업재난관리센터 재난안전연구소　 소장
위원 강휘진 서강대학교 융합재난안전연구소ICT 초빙교수

자연재난

기상재난
위원 함희정 강원대학교 건축공학전공 교수
위원 권순철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지질재난

위원장 오상훈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위원 김유석 홍익대학교 건축공학전공 교수
위원 전대한 동서대학교 건축공학전공　 교수
위원 윤성효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생활에너지안전

과학사고조사 위원장 김의수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화재소방 간사 이정훈 세종사이버대 산업안전공학과 겸임교수

화재소방
위원 김학중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위원 김시국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기안전
위원 류보혁 류앤씨컨설팅 - 대표
위원 박명수 한국전기안전공사 법제도운영단 단장
위원 심판섭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법제도위원회 위원

가스안전 위원 이장우 한국가스안전감정원㈜ - 대표

항공안전
위원 최진국 한국교통대학교 항공학과 교수
위원 권보헌 한국항공인적요인학회 - 회장

산업안전

안전교육 간사 이미해 올뎃세이프티 - 대표
물류안전 위원 신세철 페덱스코리아 안전팀 팀장

산업안전
위원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
위원 정완기 베리타스노무법인 - 대표

화공안전 위원 신동일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재난방재 위원 박종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건설안전 위원 김용곤 한경대학교 토목안전공학과 교수

보건안전 보건위생

위원장 김치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간사 황정호 대한산업보건협회 교육개발팀　 팀장
위원 김 호 서울대학교 보건학과 교수
위원 김증호 직업건강협회 - 전무
위원 김기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법 제도개선ㆍ 법 제도개선ㆍ

위원 이승호 국민안전역량협회 - 이사
위원 유병태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위원 이창열 동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위원 조한광 한양대학교 에리카 교수
위원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위원 하규만 우리컴퍼니㈜ 안전교육팀 팀장
위원 김정곤 방재관리연구센터 연구기획실 실장

자문위원

위원장 장기창 한국 협회ALC - 회장
위원 이수경 세종사이버대학교 산업안전공학과 교수
위원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이사장
위원 황순용 사 안전보건진흥원( ) - 총괄이사
위원 정혜선 카톨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안실련 안전정책연구소 위원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