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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구연발표 리스트

행사명

제41회 한국법과학회 20 22 춘계학술대회

일 시

‘22. 6. 24.(금)

장 소

더케이호텔 가야금홀(서울 양재)

주 최

한국법과학회

가야금A홀 (13:30 ~ 14:30)

Determina tion of experimenta l methods to build Korea n M icrobiome Da ta ba se

조혜선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S-유전자-2

비인체시료의 유전자 분석 현황과 법과학적 전망

정종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

신은순

(주)디엔에이링크

유수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

S-유전자-3
S-유전자-4

High Density Single Nucleotide Polymorphic Arra ys a s a n Adva nced M ethod for
a cquiring Genetic Informa tion in Crimina l Ca ses
The forensic Kinship a na lysis stra tegies through two SNPs ma rker sets: NFS inhouse
140 0 pa nel a nd commercia lized SNPs compila tion

비파홀 (13:30 ~ 14:30)

Session 0 2 ㅣ 디지털/문서

후 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주 제

안전 환경과 법과학

S-디지털/문서-1

패커 식별 기술 연구

신민철

호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S-디지털/문서-2

Forensic a na lysis method of a udio recordings genera ted by Voice Recorder
a pplica tion on Sa msung sma rtphones

박남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S-디지털/문서-4

스캔 문서의 밝기 변화 원인과 포렌식 응용 방안

김홍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Session 0 3 ㅣ 화학

Tel. 0 33-90 2-5960

학회 홈페이지 및 연락처

Session 0 1 ㅣ 유전자
S-유전자-1

Ema il. ksfs@ksfs.org

W ebsite. www.ksfs.org

가야금B홀 (13:30 ~ 14:30)

Applica tion of multi-isotope techniques a s a useful tool for
(13:30
S-화학-1 ~ 14:30)
source identifica tion in urba n dust a nd freshwa ter studies
(13:30 ~ 14:30)
S-화학-2
l Sensor for Detecting Sulfide Ion a nd Hydrogen Sulfide
(13:30 ~ Chemica
14:30)
S-화학-3
동위원소분석법을 이용한 동일성 분석
14:30)
14141414:30)
S-화학-4
한국형 위드마크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회원가입 및 연회비 안내

계좌번호로 연회비 및 참가비 입금 →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이메일 접수

구분

학회 연회비

학술대회 참가비

10 0 ,0 0 0 원

70 ,0 0 0 원

대학원생

50 ,0 0 0 원

20 ,0 0 0 원

학부생

50 ,0 0 0 원

10 ,0 0 0 원

-

80 ,0 0 0 원

정회원

국내

학생회원

비회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과

이유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과

권미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과

혈흔형태분석이 판결문에 미치는 영향

김천회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S-현장-2

Developement of One Touch All-In-One Porta ble M ulti-wavelength Forensic Lightsource

박춘수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가야금A홀 (14:40 ~ 15:40)

S-독성/마약-1

Determina tion of Nitrite a nd Nitra te in Postmortem W hole Blood Sa mples of
Sodium Nitrite Poisoning Ca ses using Ion Chroma togra phy

심주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

S-독성/마약-2

Simulta neous a na lysis of ca nna binoids by LC-M S/M S

정예지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S-독성/마약-3

아지드화나트륨의 중독 사망사례 및 분석법 제고

문성민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독성화학과

S-독성/마약-4

페이오트(PEYOTE)의 형태학적 특성에 따른 메스칼린 검출 여부에 대한 고찰

박유란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독성화학과

Session 0 6 ㅣ 안전

가야금B홀 (14:40 ~ 15:40)

S-안전-1

토스터 화재 사례 분석

현병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이공학과

S-안전-2

딥러닝을 이용한 단락흔 판별에 관한 연구

최경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과

S-안전-3

안전과 감정에서의 데이터 분석 기법 활용 방안

임규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

S-안전-4

흑색화약 및 쇠구슬을 사용하는 수포형 사제총기의 위력평가

박새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과

Session 07 ㅣ 교통

Korean Society of Forensic Sciences

안대준

S-현장-1

Session 0 5 ㅣ 독성/마약

l 연회비 및 참가등록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대금홀 (13:30 ~ 14:30)

Session 0 4 ㅣ 현장

l 회원가입 방법

김민섭

비파홀 (14:40 ~ 15:40)

S-교통-1

Report on peda l confusion in driving via forensic video

이영내

대구과학수사연구소 이공학과

S-교통-2

EV motor cha ra cteristic on zero loa d

박정만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이공학과

S-교통-3

딥러닝 기반의 객체 검출 및 거리 추정에 관한 연구

황선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과

S-교통-4

경미사고 시, 공학적 분석을 활용한 상해 판단 유효성에 대한 사례보고

임상현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시험연구팀

www.ksf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