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질리언스

안전
세미나
제 2회

일시 : 2017년 9월 7일 13:00 ~ 17:30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역삼동) 제2소회의실
주최 : 레질리언스안전연구회, 카이스트 재난학연구소, 한국항공인적요인학회, 항공인적안전융합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후원 : 대한인간공학회, 한국정보과학회

초대의 글

프로그램 순서

한국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선진국 궤도에 들어섰지만, 유독 재

13:00 ~ 13:20

인사 말씀

난 및 안전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3:20 ~ 14:10

강좌1: 휴먼에러, 제대로 이해하고 줄이기 (카이스트 윤완철 교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안전도 새로운 혁신과 패러다임

14:10 ~ 14:50

환자 안전과 관련 연구의 동향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

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발상을 전환하고 체계를 바꾸어야

14:50 ~ 15:20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방향_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종갑 박사)

할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많은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를

15:20 ~ 15:35

Coffee break

가지려고 합니다.

15:35 ~ 16:15

레질리언스적 안전을 위한 CRM의 재해석 (항공인적안전융합연구소 권보헌 소장)

16:15 ~ 17:10

강좌2: 시스템 레질리언스로 안전 확보하기_개념과 실제 (카이스트 윤완철 교수)

재난 및 안전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7:10 ~ 17:30

종합 토의 및 폐회

참가 안내

오시는 길

사전 등록비 : 10만 원 (※학생 5만 원)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제2소회의실)

현장 등록비 : 12만 원 (※학생 6만 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사전 등록 마감 : 2017년 9월 4일 18:00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 12번 출구 국기원 방향)

사전 등록 링크 : https://goo.gl/forms/8xWbvaoJr7qt0Btq2
자리가 제한되어 있으니 일찍 사전등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사항

yoochana@kaist.ac.kr / 010-3397-5763

발표 내용 소개

[휴먼에러, 제대로 이해하고 줄이기] / 윤완철 교수, 카이스트

[레질리언스적 안전을 위한 CRM의 재해석] / 권보헌 소장, 항공인적안전융합연구소

휴먼에러는 대형사고 대부분의 원인이자 가장 줄이기 어려운 위험요소로 알려져 있다.

항공 역사가 시작된 이후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초기에는 항공기 기체 결함, 기상 등이

이런 현상은 사고율이 줄어들수록 심화되어 결국은 휴먼에러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주요 원인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항공 사고의 70% 이상이 인적

인식이 생긴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방식으로 휴먼에러를 이해하고 방지하려 하기 때문에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CRM은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기는 수렴현상이다.

개발되었으며 실제 많은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 강좌는 새로운 휴먼에러 이해의 관점으로부터 어떻게 휴먼에러를 원천 감소시키고

이제 CRM을 사건(EVENT)이 발생하기 전의 예방 차원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후

시스템 안전을 향상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레질리언스적인 관점에서 사건이 사고로 악화되지 않도록 완화 또는 회복하는 방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본다.

[환자 안전과 관련 연구의 동향] / 이상일 교수, 울산의대
미국 Institute of Medicine이 1999년 <To Err is Human>을 발간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매년 약 17,000
명이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으로 병원에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강의에서는 환자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및 연구의 국내외 동향을 살펴본다.

[시스템 레질리언스로 안전기본 확보하기] / 윤완철 교수, 카이스트
시스템 안전을 위한 레질리언스의 중요성은 최근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나 그 실제적 내용과
적용에 대하여는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 레질리언스공학은 정형화된 방법론의 적용보다

오히려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사고 분석, 안전 평가, 안전 유지 등 모든
조직 내 활동의 실질적 효과를 갖게 한다.
이 강좌는 레질리언스 공학 관점에서 평소에 조직이 어떤 정보와 어떤 기능을 갖추고 무슨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방향 ㅡ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 이종갑 박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는 해상에서의 인명,
재산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UN 산하 전문기구이다.
IMO는 1912년 발생한 타이타닉(Titanic)호 사고 이후,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법규를 개발하고 강화해 오고 있으나 대형 해양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이러한 해양사고의 사고 시 대응을 위한 IMO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노력들을 소개한다.

활동을 해야 할지에 대해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