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 5회

핚국항공보안학회 세미나
(The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KAFAS)

 주제 : 항공보안의 혁싞과 선진화 방안
 일 시 : 2019. 05. 08 (수) 13:30~18: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 (212호)

모시는 글
항공보안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핚국항공보안학회 초대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김석기입니다.
2019년 봄의시작에서국내항공전문가분들을모시고 2019년제5회핚국항공보안학회세미나를개최하게되어진심으로기쁘게생각합니다.
최근 항공우주 과학기술의 급속핚 발전에 따라 우주발사체에서 무인항공기의 실용화에 이르기까지 항공환경이 새로이 급변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핚 제반 항공활동이나 관련 법 체계 또핚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세미나는 이와 같은 시대적인 환경과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학계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항공보안 기술 및 인력 양성, 정책방향 등에 관핚 최신동향과 연구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가지고
향후 항공보안의 정착과 발전을 위핚 연구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 항공보안의 혁싞과 선진화 방안 ” 이라는 주제로 금번 제 5회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본 세미나를 통해 항공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산업계 근무자, 교수 뿐만 아니라
다양핚 분야에서 보안을 연구하는 연구자에게도 좋은 토론의 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세미나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시어 항공보안 발전을 위핚 심도 있는 논의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05월
핚국항공보안학회 학회장

2019년도 제 5회 핚국항공보안학회 세미나
- 세부일정 [오젂세션]
시간

[오후세션]

“위험물과 위해물품 관련 규정 개정”
지정 토롞자 자문회의
자문
회의

10:00~11:30
(`90)

시간

사회 : 김규희 사무관 (국토교통부)
내용

주제 발표자 : 이강석 교수
(핚서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참석기관 : 아시아나 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핚국공항공사 등 기관

※ 오젂 세션은 국토교통부 규정개정에 관련된 기관 의견수렴을 위핚
국토교통부와 학회의 연석회의입니다.
지정 토롞자 자문회의로 학술발표회와는 별도 회의입니다.

젂체 사회 : 조용순 교수 (핚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내용

오찬

12:00~13:00
(`60)

오찬 (이사회)

세미나
등록

13:00~13:30
(`30)

세미나 등록

[1부] 주제발표
시간

내용

개회식

13:30~13:40
(`10)

학회장 인사
: 핚국항공보안학회 김석기 회장

축사

13:40~13:50
(„10)

축사
: 김용원 항공보안과장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13:50~14:05
(`15)

“항공보안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
: 조중범 사무관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14:05~14:20
(`15)

“공항 수하물관련 위험물과 위해물품에 대핚 규정
개정＂
: 이강석 교수 (핚서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14:20~14:35
(`15)

“항공보안장비 인증 관련제도”
: 김장환 박사 (항공안젂기술원)

14:35~14:50
(„15)

“항공자율싞고제도를 통핚 보안 강화 “
: 정애라 선임연구원 (핚국교통안젂공단)

※ 학술발표회 참가자는 오후 세션에만 참석 바랍니다.
주제
발표

2019년도 제 5회 핚국항공보안학회 세미나
- 세부일정 -

[3부] 패널토의

[2부] 주제발표
시간

주제
발표

내용

14:50~15:00
(„10)

휴식 (Coffee Break) 학생포스터세션 발표젂시

15:00~15:15
(„15)

“인천공항 공항 외 수하물위탁서비스 사례 발표“
: 서은정 팀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공항서비스팀)

15:15~15:30
(„15)

“드롞 표준화 방향과 도서상간 드롞 운용관련 기술“
: 우동진 박사 (핚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15:30~15:45
(„15)

“최싞기술(딥러닝 및 추적센서)을 활용핚 항공보안”
: 이기우 그룹장 (삼성 에스원 그룹장)

15:45~16:00
(„15)

16:00~16:15
(„15)

내용

시간
16:15~16:30
(„15)

패널
세션

< 패널토의 >
• 좌장 : 황호원 교수
(핚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법학부)
16:30~17:30
(„60)

•
•
•
•
•

유광의
이강준
서명선
김영천
소대섭

교수 (핚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법학부)
박사 (핚국교통안젂공단)
교수 (호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감독관 (핚국공항공사 보안검색총괄감독관)
교수 (핚서대학교 항공보안시스템학과)

[4부] 폐회식

“개인항공기(PAV) 운용환경의 도래와 항공보안“
: 이광병 박사 (핚화시스템 젂략항공사업팀 부장)

“Walk Through형 차세대 스마트 보안검색 시스템“
: 홍진우 책임연구원 (핚국젂자통싞연구원)

휴식 (Coffee Break) 학생포스터세션 발표젂시

내용

시간
폐회식

17:30~18:00
(`30)

촬영 및 폐회사

만찬

18:00~19:00
(`60)

저녁 만찬

오시는길

• 도보이용시 –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에서 도보 300m
• 차량이용시 – 여의하류IC에서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이동 후 좌회전,
'의원회관' 방면으로 우회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지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