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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앞 날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한
상황에 빠져들어가 국가존망의 위기를 걱정해왔습니다. 다행히도 슬기롭고
지혜로운 국민들과 각 계의 지도자들 덕분에 이제 서서히 새로운 대한민국
을 만드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도 벌써 3
년이 되었습니다. 참사의 정확한 원인과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
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는 이 땅위에서 똑같은 참사가 재
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
철 화재 참사,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크고 작은
재난 사고들을 보면 모두 비슷한 원인과 진행 과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관리기관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 담당공무원이나 기관의
비리와 부정부패와 무사안일 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정부와 민간
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콘트롤 타워나 매뉴얼의 부재라는 점도 문제로 나타
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래 위기관리 학술단체 및 기관들은 100일, 1주기, 2주기 학
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이러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우리 학자들이 앞장서서 위기관리와 재난관리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는 노
력을 기울이는 것이야 말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
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기관리 학자들이 모든 사람이 함께 안전
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이에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국가위기관리학회, 한국정책연구원, 한국정책
포럼, 충남연구원,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이재민사랑본부 재난관리연구
소,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세월호 참사 3주기 위기관리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일본과 중국의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동북
아 지역의 위기관리에 대해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기관리 학자 및
실무전문가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학술대회에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늘 성원해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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