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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ldren’s play facilities have changed over a decade from the traditional play facilities in the front 

yard to the new type of commercial play facilities which install more exciting and enjoyable facilities, 

such as Kids Park. The more diversified in the type of facilities, the more difficult in the safety 

management by the existing system.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Children’s Play Facilities’ of 

MOSPA(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has provided the safety information uni-directly 

by government sector to the private communities. Recently, multi-directional information sharing methods, 

such as community mapping are adopted actively in the social activities which have common purpose for 

making the better community by information sharing with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On the purpose of citizen’s participation for safe play facilities and preventing acciden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of child accidents and safety standards, especially focused on the children’s 

play facilities. And the way for sharing safety information among the communities with the GIS mapping 

skills is suggested in the respect of more easily monitoring and practically inputting the comments on 

the status of management of play facilities by real users based on their experiences. It is expected that 

more activities from the private sector would  participate to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play 

facilities by realizing the suggested system. 

Keywords : Children’s play facility, Child accident, Safety inform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Accident prevention

1. 서론

  현행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관련 많은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CISS)에 따르면 매년 어린이안

전사고 발생률은 2010년 754건, 2011년 1039건, 

2012년 1147건, 2013년 1300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세를 보여주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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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안전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보, 안전관리 

등 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놀이시설을 사용하는 

이해 당사자 들 간의 상호 의견을 나누고 제안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닌 정부중심의 한 방향 정보 체계로 운

영되고 있다. 

  기존 많은 연구들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합리

적인 시공과 관리의 필요성, 유지관리 실태와 어린이 놀

이시설 안전관리 개선방안, 안전기준 점검에 따른 개선

방안 등에 관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었다[2]∼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자료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이

다. 따라서 안전사고 관리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마련되

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 관계자들 간의 활발한 

정보공유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중점 조사ᆞ분석하

였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의 수집ᆞ관리 체계의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 정부주도의 한 방향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

설에 대한 현황과 영ᆞ유아 또는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시설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GIS를 활용한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사례를 

제시하였다. 해당 시스템을 계기로 어린이놀이시설 안

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주변의 생활안전관리 커뮤니

티 활성화 기반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국내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2.1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장소 및 발생 수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Table 1>과 

같이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높은 수

준이다. 2011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어린이(14세 이

하) 사망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4.21명으로 

독일 2.57명, 덴마크 1.96명, 스페인 1.81명, 노르웨이 

1.61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9]. 또한 <Table 2>처

럼 CISS를 통해 2012년에 집계된 14세 이하 어린이 

관련 위해정보 22,907건에 대한 사고 발생 장소는 가

정이 15,055건(65.7%), 교육시설 1,800건(7.9%), 여

가 및 놀이시설 1,610건(7.0%), 상업시설 1,147건

(5.0%) 등의 순로 조사되었다. 여가 및 문화놀이시설

에서 발생하는 어린이사고 발생비중이 상당부분을 차

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1]. <Table 3>은 소비자보호

원 CISS에 접수된 어린이 놀이터내 안전사고 발생률

을 분석한 결과로 2009년 대비 2010년 20.3%, 2011

년 37.8%, 2012년 10.4%, 2013년 13.3%로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1> Mortality of child safety accidents(per 100,000 people)[9]

대상구분 한국 독일 덴마크 핀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사망자수/10만명

(자살,폭력 제외)
4.21 2.57 1.96 2.71 1.81 1.84 1.61

<Table 2> Accident rate by locations[1]

구분 가정 교육시설
여가 및

문화놀이시설
상업시설 교통시설

스포츠/

레져시설

의료

서비스시설

건수 15,055 1,800 1,610 1,147 676 472 227

비율 65.7 7.9 7.0 5.0 3.0 2.1 1.0

구분 주거시설 공공시설 농수축산업지역
산업 및 

건설지역
자연 기타 총합계

건수 38 15 8 5 77 1,777 22,907

비율 0.2 0.1 0.0 0.0 0.3 7.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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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afety accident of children’s play 

facilities for 5 years[1]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건수 627 754 1,039 1,147 1,300 4,867

증가율 - 20.3% 37.8% 10.4% 13.3%

2.2 연령에 따른 활동공간별 안전사고 유형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은 필수 공간, 보조 공간(다

중이용시설, 놀이 공간), 이동,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안전

사고 중 사고 빈도, 심각성,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하

여 주요 관리대상을 분류할 수 있다. 

  연령별 활동공간에 따라 안전사고 유형은 다르게 나

타나는데, 영아(0∼1세)의 경우 가정 내 안전사고 및 

산후조리원 감염 등 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한다. 취학 전 아동(2∼6세)의 경우 가정 내에서

는 주로 화상으로 인한 사고가 대표적이고 놀이 공간 

내 안전사고, 물놀이 사고 및 통학차량 교통사고가 중

심을 이루고 있다[12]. [Figure 1]은 어린이의 연령·

활동공간별 주요 안전사고 유형의 대표적인 내용을 표

로 정리한 것이다. 놀이시설 내에서 1∼6세의 아동은 

놀이시설 내와 수영장에서의 사고발생률이 높으며, 

7-12세의 어린이는 레저스포츠 및 키즈카페에서 다수

의 사고가 발생한다[11].

[Figure 1] Type of safety accidents of child age & activity scope[7]

<Table 4> Regulatory standards for children’s play facilities of some developed countries[7]

구분 내용

국외

유럽
ᆞ유럽 어린이 놀이기구의 일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

ᆞ유럽연합(EU)의 2세부터 14세까지의 평균 신체계측기준을 토대로 만들어진 검사

미국

ᆞ소비자 안전 성능 규정은 여러 형태의 공용놀이터 설비의 안전과 성능 표준을 제시함으로

써 생명위협 요소 및 상해정도를 최소화에 목적

ᆞ소비자 안전 성능 규정에 포함된 사용자의 범위는 5%대인 2세부터 95%대인 12세 까지를 

포함

일본

ᆞ유아와 아동 쌍방이 공용 가능한 놀이기구도 있으나,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도중 일어나는 

사고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유아용 놀이기구와 아동용 놀이기구를 함께 배치하는 것을 

피하고, 가능하면 구역을 나누기를 권고

한국
ᆞ공공장소에 설치되어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

ᆞ신체발달,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기구 또는 조합된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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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내ᆞ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정보 운영 

현황 

  유럽연합의 경우 <Table 4>처럼 2세~14세, 미국은 

2세~12세까지 사용자의 범위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시설에 설치되

어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범

위를 설정하고 있다[7].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는 사전 점검과 대비

로 발생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

나 놀이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학부모, 시민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눈높이, 다른 이해관점

에서 의견제시,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감시를 통해 시

설관리주체, 관할기관 등에 안전개선 요구 또는 타 지

역의 놀이시설 정보, 안전관리 수준 등을 손쉽게 비교

ᆞ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체

계를 마련함으로서 이해관계자 모두가 어린이 놀이시

설 안전사고 예방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2.3.1 미국, 일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정보

  미국의 경우 미국소비자안전위원회(Com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자료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위치나 다양한 안전기

준, 놀이시설 사고통계 등 다양한 콘텐츠 및 가이드라

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Public Play Ground 

Safety Handbook에서는 놀이기구의 올바른 설치 기

준법 및 놀이기구의 표면, 재질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

며 충돌, 날카로움, 루프장치와 같은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한 등 놀이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종합

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12][13]. 일본의 경

우에는 내각부 소비자청의 독립행정법인 국민 생활센

터(National Consumer Affairs Center, NCAC)에서 

국민생활의 안정 및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14][15]. 하지만 해당 

정보만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놀이 시설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기 위한 GIS를 활용한 사용자 중심의 정보제공

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2.3.2 한국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정보

  현재, 안전행정부에서는「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웹페이지 상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다[14]. 

해당 사이트를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현황 시설운

영정보,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별 이용금지·폐쇄 및 

철거에 관한 정보 및 법적 절차 등의 사항을 제공해 주

고 있다[Figure 2]. 하지만 놀이시설 현황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수준으로 사용자 중심이라기보다는 운영ᆞ

관리적 측면으로 설계ᆞ운영되어 있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2013년 5월 

30일 현재 전국 61,977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주택단

지 놀이시설에 49.9%, 도시공원에 13.0%, 어린이집에 

12.7% 그리고 유치원에 11.5%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16].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및 상가에서

도 아동을 돌보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미국과 일본 사례에서처럼 단순히 정보를 

제공해주는 수준으로 되어 있어 놀이시설 현황 및 정보

만을 제공해주는 한계성을 지닌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놀이시설 웹페이지는 정보 제공 및 시설정

보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공시하여 운영

관리 주체와 시설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강

화를 위하여 해당 위치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또한,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부

모 또는 지역의 놀이시설 안전관리 개선에 관심이 있는 

시민 단체들은 위험요소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놀이

시설에 대해 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 즉, 시민이 참여하

는 커뮤니티 매핑과 같은 수평적 소통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생활 속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

리로서의 정보제공 구축이 필요하다.

전체
목욕
장업
소

도로
휴게
시설

도시
공원

식품
접객
업소

아동
복지
시설

어린
이집

유치
원

대규
모점
포

의료
기관

주택
단지 학교 학원

놀이
제공
영업
소

61,977 63 44
8,06

5
620 214

7,87

7

7,10

0
248 46

30,9

38

6,18

0
80 502

100% 0.1 0.07 13.0 1.0 0.34 12.7 11.5 0.4 0.07 49.9 10.0 0.1 0.8

<Table 5> List  of children’s play facilities[16]

※출처: 안전행정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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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현재까지 수집된 어린이 안전사고관련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취합ᆞ분석 및 정보 제공하는 시스

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고예방과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수집과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Figure 2]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children’s play facilities[16]

3 국ᆞ내외 시민참여형 생활안전 커뮤니티 

매핑 운영 사례

  최근 안전에 관심이 증대되면서 SNS,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자유롭게 우리주변의 다양한 정보 및 생활안전자

료를 공유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

러한 경향들을 반영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정보에 접

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민생활 정보지도 서비스 제

공을 하고 있다. 교통정보, 범죄정보 및 다양한 유형의 

안전정보를 지도화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

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IT기술과 3차원적 지리정보시

스템이 연계되어 자전거도로지도, 생활 속 안전지도와 

같은 콘텐츠화된 정보를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활발히 

사용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

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정보서비스 및 커뮤니티가 운

영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범죄지도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 전역 경찰서의 범죄기록시스템으

로부터 일정 시간마다 연계·수신되어 미국 전역에 대

한 범죄발생 정보 및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영국의 경

우 범죄를 22개 유형으로 나누고, 위험도를 5등급으로 

나누었다. 시민들이 원하는 블록을 클릭하면 범죄 발생 

건수를 확인하고, 주변지역과 비교할 수 있으며, 그래

프를 통해 지난 1년간의 범죄발생 추세를 확인 가능하

다[Figure 3].

  국내에서도 정부와 민간에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생활안전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기관 및 시

민단체뿐만 아니라 초ᆞ중ᆞ고등학교 학생들도 자율적

으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례로 파주 문산

여고와 서울 한성여중 등의 커뮤니티 맵핑 활동을 들 

수 있다. 학생들 스스로 학교주변의 위험요소들에 대해 

발굴하고 그 정보에 대해 공유함으로서 학교주변의 안

전지도, 골목길 안전지도 등과 같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 맵핑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Figure 4].

  이처럼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은 국가 수준의 커뮤니

티부터 지역단위, 학교단위의 수준까지 다양하고 이해

관계자들간의 자율적ᆞ자발적 참여성격을 띄며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고 발

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

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측면에서 정부의 한 방향 

정보제공이 아닌 지역주민 또는 학부모의 참여로 안전

관리 정보교환과 개선사항들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

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Figure 3] L.A & California Crime mappi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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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mmunity mapping by HanSung Girls 

middle school[18]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정보 운영 활성화

  본 연구에서는 놀이시설의 위치정보를 지도화하여 

편리성을 증대하고, 관심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정보

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놀이시설 대해 

주민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수평적ᆞ자율적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놀이시설 안전정보의 운영 활성

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DB를 바탕으로 

Arc GIS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심있는 지역과 유

형을 선택하면 해당 위치를 점 포인트로 GIS기반의 지

도로 표출하여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해당지역 어린

이 놀이시설에 대한 기본정보와 안전검사일자, 검사결

과 여부 그리고 향후 안전검사 일자 등 구체적인 시설

물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놀이시설

에 대한 시설보수 요청 혹은 관리상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

도 함께 마련하였다<Figure 5>. 

  해당시스템의 사용자는 전국 수준의 관심있는 어린

이 놀이시설의 위치 파악이 가능하며, 해당 놀이시설의 

사진과 안전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분류 체계별 레이어에서 각

각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정보 및 어린이 놀이시설

의 설치 수, 장소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사

용자는 시설물들 간의 거리, 면적, 영역권 등을 분석함

으로써 어린이 놀이시설 사이트의 활용성ᆞ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GIS를 통해 구축된 시각화된 지도 정보 제공을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 및 관리기관은 해

당정보 및 주변 지역 간의 상대적 비교분석이 가능하

게 됨에 따라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물들의 개선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

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시설 환경 조성과 시설관리 

개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사고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 관리 방안으로 현재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현황 및 정보를 쉽게 확인하

고 이용할 수 있도록 GIS를 활용한 시각화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측면에서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

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상에 지역 

놀이시설 위치 정보와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담당 기

관(또는 담당자) 표출이 요구된다. 더불어 지도상에 놀

이시설 지점 별로 안전점검 완료 기간 내에 검사를 받

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의 어린

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각 지역 

또는 시설별 추가 정보를 입력하는 레이어를 추가시키

는 것이 용이해 진다. 즉, 시스템 구축의 2단계로써 각 

지역 또는 시설별로 주변 위해환경 요소·인근 놀이시

설 간의 보완 요소 등 시설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까지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안전관리 담당기관에서는 GIS기반의 놀이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타 지역의 안전관리수준과 비교

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자율

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안전관

리 수준이 미흡한 경우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안전관리 개선요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전정보를 

국민들에게 쉽고 용이하게 제공함으로서 생활 속 안전

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안전사고 현황 분석과 이

에 따른 정책마련 방안 제시, 놀이시설 자체에 대한 안

전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놀이시설 

안전사고 현황과 시설의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GIS

를 활용하여 표출함으로써 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함

과 동시에 정부주도에서 벗어나 지역밀착형으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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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자율

적 커뮤니티 활동 또는 집단지성 개념의 국민 참여형 

콘텐츠가 보다 활성화되어 해당 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다면 한층 강화된 정보서비스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어린이 놀이시

설 안전사고에 대한 사고접수 단계부터 사고원인, 피해

정보 등 정부차원에서의 종합적 사고관리시스템이 마

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

관리 및 정책마련에 한계점이 있다. 또한 정부의 일방

적인 정보제공인 아닌 시민참여형 안전관리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신뢰성 있는 협력적 대

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해당 연구를 기반으로 보다 많은 어린이 놀이시

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연구가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수립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Figure 5] Children’s play facility safet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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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안전지도, 어린이안전 등 생활안

전 정책 및 기술개발, 산업화 관련

다양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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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208동 2002호 

허 보 영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토목공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립재

난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

직 중이다. 수리학이 주 전공이

며, 자연재해 저감 방안과 사회

재난 부분, 어린이 놀이시설 안

전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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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지 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인지심리학 

석사와 박사를 졸업하였고,  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연구원으

로 재직 중에 있다. 관심분야는 

어린이 안전, 안전관련 분야의 

체감도 분석, 안전 사업 만족도

와 효과분석, 생활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 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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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소 순

부경대학교 재료공학과 학사.

부경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

요코하마국립대학 안전공학과 박

사.

요코하마국립대학 리스크 메너지

먼트 전문가 과정 박사.

현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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