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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 산! (早晨, Good Morning!)

조재경
Design Manager, Vinci 

Construction Hong Kong

“조우 산! (早晨, Good Morning!)”

홍콩에 온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매일 아침 나누는 인사지만, 처음 홍콩에 도착한 이후로 

한동안은 그런 평범한 인사 한마디조차도 망설여지던 때가 있었다. 언젠가는 추억이 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돌이켜 볼 기회가 될 수 있겠단 생각으로, 또 한편, 혹시라도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름모를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단 생각으로 본 고를 쓰게 되었다.

처음 한국 쏠레땅쉬에서 근무하던 중 그룹 부사장님의 추천으로 홍콩지사로 발령받게 되었을 때, 홍콩에서 일하

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말이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홍콩으로 떠나오기 전, 정확하게는, 한국 쏠레땅쉬로 이

직하기 전 5년 정도의 시간동안 지반터널분야 턴키설계를 주로 수행했었기 때문에 현장경험도, 해외 근무 경험

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면부지의 낯선 나라에서 오로지 순전히 내 능력만으로 일하고 돈을 벌겠다‘고 마음먹

은 것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느끼는 지금와서 돌이켜보아도 사실 모험이나 다름없었던 듯하다. 그도 그

럴것이, 전혀 다른 설계기준, 업무절차, 회사이름, 무수한 암호와 같은 설계·시공·계약관련 용어들, 그리고 무

엇보다 언어가 서툴러서 전문영역에서의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점과 그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 의논하고 도움 

받을 사람이 주변에 전혀 없다는 것은 정말 눈물이 쏙 빠진다고 할 정도로 힘겨운 경험이었다.

홍콩은 영어 또는 광동어가 모두 공식언어이지만, 모든 문서와 회의는 영어로 하게 되어 있어, 영어를 사용할 수

만 있다면 외국인들이 근무하는데 크게 문제 될게 없는 환경이다. 하지만, 5년 전의 나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아

서 처음 이곳에서의 6개월 정도는 호된 신고식을 치러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현장생활을 하면서 

일종의 ‘적응기’를 갖도록 회사로부터 ‘배려’받은 시간이었는데, 그 현장엔 홍콩사람들만 있었던 터라, 현지인 직

터널이야기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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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이야기 ❶

원들의 단단한 텃새는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투입되

기도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

는, 초짜 외국인 근로자였던 나에게 그저 ‘신고식’이었

던 셈이다.

나의 ‘첫’ 프로젝트는 홍콩∼중국본토까지 연결하는 

초고속철도 사업(Xpress Rail Link)로 기존 운행중인 

터널 하부에 Cut & Cover공법으로 새로운 터널구조물

을 설치하는 것 이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준공되면 홍

콩에서 베이징까지 10시간 만에  철도로 여행이 가능

해져 향후, 중국과의 인적교류 증가 등 홍콩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이다. ‘처

음’이란게 늘 그렇듯이, 난 그때까지도 여전히 적응중

이었던 탓에, 엉터리 영어때문에 발주처 터널관리 담

당자에게 항의를 받기도 하고, 같이 일하던 영국매니

저에게 매일 꾸지람을 들으며(영화 볼 때나 들어봤던 

‘f’로 시작되는 그 욕을 실제상황에서 그렇게 많이 듣

게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었다) 언어와 새로운 업

무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쳐야만 하는 

또 다른 ‘신고식’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늘 힘들다고 느껴졌던 그 시간동안 날 믿고 함

께 홍콩으로 온 가족들은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었고, 그래도 정시퇴근과 퇴근이

후의 시간이 보장되는 이곳에서의 생활은 내 가족에게 

의지하며 다시 새롭게 맘을 다잡을 수 있는 여지를 남

겨주었다.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홍콩직원들은 자기들끼리는 광동어로 대화를 하기 때

문에 가끔 무슨 소리인지 몰라 어리둥절할 때가 많았

지만, 영어와 달리 광동어는 리듬이 있고, 말도 빨라서 

듣다보면 재미가 있다. 업무상 동료가 아닌 친구로서

의 홍콩사람들은 한국드라마를 사랑하고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편이다. 간혹 최신 드

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나 가수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는 나도 모르는 한국 연예인들을 알고 있어 당황스러

울 때도 있다. 처음 만나는 홍콩사람들 중에는 내가 한

국사람 이라고 하면 외모는 완전 중국사람 같다며 놀

라는 경우도 많다(현지화된 외모가 빠른 적응에 도움

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긴 하다).

홍콩은 국제도시답게 유수의 다국적 설계 및 시공 회

사들이 이미 오래전에 진출하여 대다수 주요 프로젝

트들을 도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현지 업체들은 주로 

subcontractor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곳의 다국적 

기업들은 현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에 대하여

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다양한 분야의 자기회사 전문

가를 수시로 문제현장에 파견하여 어렵지 않게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아직 글로벌 경쟁력에 있어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을 생각해 볼 때, 참 

부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좀 특이하다고 할만한 점은, 발주처가 직접 설계성과

의 검토 및 수정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시공 허가가 나

오기까지,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다고 느

낄 때도 있을 정도이다.

시공단계에서는 안전에 대한 관리가 철저한 편 이어서 

각 공종마다 책임 레벨에 따라 수 십 명의 담당 감독

자를 지정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근로자들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선 절

대로 공사를 강행하지 않고, 소속회사나 발주처도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공사진행을 강요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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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곳의 사회적 분위기는 최근 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겹쳐져서 엔

지니어로서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차이점이다.

다행히, 무사히 적응을 마쳐서인지 홍콩생활 5년 만에 

난 잡오퍼를 받을 만큼 업무관련한 인맥이 생겼고, 지

금은 ‘VINCI’라고 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다국적 건설

회사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다. 아무래도 시공회사

이다 보니 설계와 시공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였는데, 한국에서 본의아니게 ‘빨리

빨리’ 체득했던 설계경험은 지금까지도 큰 도움이 되

고 있으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TBM, Drill & 

Blast Tunneling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

고 있다.

한국을 떠나 이곳에서 지낸 몇 년이 적응을 마쳤다고 

생각하기엔 섣부르다고 할 만큼 짧은 시간일 수도 있

지만, 어느덧 홍콩에서의 일상이 지난날 한국에서의 

그것처럼 익숙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때 이른 감

회에 젖어본다. 그간 힘들었던 ‘신고식’의 날들도 지금 

돌아보니, ‘아, 과정이었구나...’ 하고 서툰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다. 더불어 뒤늦게나마 마음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아가는 자신감 덕분인지, 홍콩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외국인 엔지니어들 중에 한 명

으로서 그들과 함께 매일 매일 새로운 이슈에 부딪히

고 뭔가 배워나간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설레이는 도전이며 즐거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조우 산! (早晨, Good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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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6       자연,터널그리고
지하공간

문경선 _ (주)하경엔지니어링

■ 기준 및 시방서 기술위원회 회의

• 일  시 : 2014년 12월 04일 목요일 

• 참석자 : 황영철 위원장 외 9인

• 장  소 : 터널지하공간학회 회의실

• 회의진행 사항 : 2015년도 위원회 활동방향 및 

세부항목 협의

■ 숏크리트 기술위원회 회의

• 일  시 : 2014년 11월 25일 화요일 

• 참석자 : 이재국 위원장 외 10인

• 장  소 : 터널지하공간학회 회의실

• 회의진행 사항 : 

- 2015년도 기술위원회 활동계획 수립

- 숏크리트, 록볼트 기준조사 및 현안 관련 협의

- 숏크리트 관련 논문 등 기술자료 활용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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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토목기술자를 위한 한국의 암석과 지질구조

 저 자 : 이병주, 선우춘

 출판사 : 도서출판 씨아이알

 출간일 : 2014년 11월

이 책의 1장과 2장에서는 토목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지질과 지질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설계 시 이를 

반영하고, 시공 시에 부딪힐 수 있는 사고와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암석의 종류와 지질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지질공학적 관계를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한반도의 전체적인 지질구조 및 층서에 대하여, 4장에서부터는 고

생대에서 신생대까지의 지역적인 암석들의 분포와 특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각 장마다 풍화, 불연속면, 이방

성, 점토광물, 특수지반 등과 같은 특별주제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이제는 지질학이 타 분야의 학문과 접목되어 그 범위를 넓혀갈 때이다. 특히 지질학과 밀접한 토목공학과 부족한 부

분을 상호ㆍ보완하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도서명 : 건설 기술자를 위한 알기 쉬운 토목 지질

 저 자 : 토목 지질의 달인 편집위원회

 역 자 : 이성혁, 임유진, 이진욱, 엄기영, 김현기

 출판사 : 도서출판 씨아이알

 출간일 : 2014년 12월

이 책은 주로 건설 사업에 관계되는 지질 조사․해석 등의 유의점이나 노하우를 정리한 것이다. 건설 컨설턴트에 소

속된 베테랑 지질 기술자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선배들로부터 이어 받은 지혜를 각자의 생각대로 모은 것으로 처음부터 

연결해서 읽어도 좋고 흥미 있는 부분을 골라서 읽을 수 있도록 테마별로 정리하였다.

이 책의 저자들은 젊은 지질 기술자에게 약간의 노하우나 요점을 알게 함으로써 조속히 제 몫을 다하기를 바라는 마

음으로 펜을 들었다. 지질을 알고자 하는 토목 기술자에게도 유용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디 토목 기술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았으면 한다.



18       자연,터널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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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지반역공학 I, II

 저 자 : 신종호

 출판사 : 도서출판 씨아이알

 출간일 : 2015년 1월

‘지반역공학(地盤力工學, Geomechanics & Engineering)’은 이러한 학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학에서 공학으

로 매끄러운 흐름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첫째는 책의 편제와 용어이다. 이 책은 기존의 토질역학이나 지반공학에서 다루는 주제를 고려하되, 역학적 펀더멘

털의 함양과 방법론적 접근을 중시하였다. 둘째는 지반과 암반을 함께 다룬다. 셋째는 실무에서 중요시되는 지반 모델

링과 수치해석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지층모델링과 지반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설계법, 통계확률적 물성평가와 관찰

법 등도 심도 있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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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캐롤
Christmas Carol

권영철 _ 숭실사이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다가오는 변

화는 단연 크리스마스 트리와 캐롤일 것이다. 크리스마

스 캐롤이 예전만큼 거리를 뒤덮지 못한다는 보도가 올

해 눈에 띄는 뉴스 중의 하나였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사용하는데 드는 저작권료의 부담이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기준 면적을 밑도는 이유로 

저작권료의 부담이라기 보다는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

람들의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크

리스마스 시즌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당연하

게 들리는 크리스마스 캐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형태의 캐롤,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이 궁금해져 간단

한 조사와 문헌을 참고하여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캐롤의 기원

원래 캐롤 Carol은 원래 춤을 추기 위한 민요에서부

터 시작되었으며 후에 종교적 예배를 위해 사용되는 노

래로 발전하여 현재는 통상적으로 축가, 송가로 번역되

는 찬미가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캐롤이라는 단어가 크리스마스 캐롤로 대표되고 있으나 

이는 캐롤의 유래로 보면 매우 좁은 의미로 해석되는 경

우라고 알 수 있다. 캐롤의 어원은 프랑스어 Caroller, 

라틴어 Choraula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캐롤은 1150년부터 1350년까지 춤곡으로 매

우 유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축제 때 불려진 행렬성가로 

그 사용이 확대되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1591년 Coventry 

Carol과 같은 종교적 신비극의 반주 음악에 사용하기 위

해 작곡되기도 하였다.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개혁 중에

는 축제가 금지되었으며 이후 17세기에 들어서 비종교

적인 캐롤이 발표되었으나 새롭게 발표된 캐롤은 교회

보다는 술집 등에서 더 많이 불려졌다고 한다.

크리스마스 캐롤은 많은 캐롤 중의 하나이며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캐롤 자체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의미

하는 일이 많다. 주로 기독교 문화권에서 예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노래로 만들었다. 구세주 그리스도의 탄생

을 축하하고 탄생을 기리는 다양한 장면이나 민화를 가

사로 만들었다. 캐롤은 공동체의 축가의 형태로 발생되

었기 때문에 수확의 계절에 하늘에 감사하는 내용이라

든지 기쁨의 내용을 담은 노래도 많았으며 시기에 관계

없이 불려져 왔으나 19세기 이후에는 크리스마스 전부

터 이브까지 불려지고 있으며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 

당일까지 불려졌다. 

문 화 광 장 ┃ Christmas Ca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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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광 장 ┃ Christmas Carol┃

또 하나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캐롤

우리에게는 스쿠르지 영감으로 더 잘 알려진, 그리고 

그간 많은 연극과 영화의 주제가 되었던 또 하나의 크리

스마스 캐롤이 있다. 바로 1843년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즈 Charles Dickens (1812~1870)가 쓴 소설 ‘크리

스마스 캐롤’이다. 2009년 짐캐리의 연기로 다시 탄생

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영화가 가장 기억에 남지만 

이 소설에서는 19세기 당시의 영국의 모습을 잘 담고 있

기도 하다. 

19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에 성공하여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던 나라였으며, 대도시나 기업

가들은 전에 없던 부귀와 영화를 구가하던 시기였다. 한

편으로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사회의 하층민은 빈곤

과 열악한 환경에서 궁핍한 생활을 이어갔다. 

저자인 찰스 디킨즈는 1812년 영국 남부의 햄프셔에

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파산하여 겨우 12살에 가족으로

부터 떨어져 가죽공장에서 일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대

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운 소년시대를 보내게 

되었다. 법률사무소의 사무원과 법정의 속기기사를 거

쳐 22세경에느 보도기자가 되었으며 이때 쓴 에세이와 

소설이 높은 평가를 받아 25세 경에는 본격적인 소설가

로 활동하게 되었다. 

1837년부터 1839년에는 장편소설 올리버 트위스트를 

집필하는 등 착실하게 문필가로서의 실력을 쌓아오던 

중 1843년 발표한 소설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다. 크리

스마스 캐롤은 사업과 돈 벌이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노

인 스쿠르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령과 만나 그 정령

과 함께 시간여행을 경험하여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내용의 소설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등장인물이나 장면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빈곤과 

병, 물욕 등 인간 사회의 여러 어두운 문제와 함께 따뜻

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들의 성격이 동시에 그려지고 있

다. 디킨즈는 크리스마스 캐롤과 같이 사회의 문제에 대

해 설교나 비판만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갖고 있

는 착하고 고운 심성을 바탕으로 자비와 배려를 자연스

럽게 유도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디킨즈

를 사실주의작가로서 분류하는 일이 많지만 작가 스스

로 동의하는지는 의문이다. 차라리 휴머니즘 작가라고 

하는 편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익과 효율만을 

생각하고 이를 추구하는 생활 속에서 사람의 자비와 배

려를 떠올리게 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은 2014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며 마음을 울리는 작품으로 기

억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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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노선 개요도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1. 사업목적

본 사업은 경부선 서울~시흥간의 선로용량 부족을 해

소하고, 서울 강남권 및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고속철도 

및 광역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수도권 교통 혼잡

을 완화하고 철도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

고자 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경위

･ 2009.08 : 수도권 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수서~평택, 삼성~동탄 동시 시공)

･ 2009.12 : 수도권 고속철도 기본계획 고시

(수서~평택 고속철도만 고시)

･ 2010.04 : 수도권 고속철도 기본/실시설계

･ 2011.04 :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시

･ 2013.09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착수

･ 2013.12 : 삼성~동탄 광역철도 기본계획

･ 2014.12 : 삼성~동탄 광역철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예정)

3. 사업현황

･ 구간 : 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

･ 행정구역 : 서울시 강남구 및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일원

･ 규모 : 연장 37.9km, 정거장 5개소,

(전용선 9.7km, 혼용선 28.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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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소개

그림 2.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노선(안)

표 1. 구조물 현황

구  분 최   적   노   선 비 고

노선연장
∙본선 : 37㎞855(전용구간 : 9㎞732, 혼용구간 : 28㎞123)

∙입출고선 : 0㎞998

최소곡선반경
∙본선 : R=2,000m(전용구간), R=1,200m(혼용구간)

∙입출고선 : R=400m

최급기울기
∙본선 : 15.0‰          

∙입출고선 : 32.0‰

터널연장
∙본선(전용구간) : 9㎞732(복선 : 7㎞018, 단선 : 2㎞714)

∙입출고선 : 2㎞161(복선 : 0㎞451, 단선 : 1㎞710)

정거장

∙정거장 5개소

 - 광역급행철도 전용 : 삼성, 수서, 성남, 용인

 - 고속철도와 혼용 : 동탄

표정속도 ∙105.5㎞/h 정차시간 1분

표 2.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안)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A-Line 일산∼수서(동탄) 복선전철 46.2

B-Line 송도∼청량리 복선전철 48.7

C-Line 의정부∼금정 복선전철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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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선계획

･ 삼성~동탄 광역철도는 노선의 대부분인 수서~동탄 

구간을 KTX(수도권 고속철도) 노선을 활용하여 공

용운행 하는 것으로 계획

･ 수서~삼성의 신설구간은 남부순환로, 영동대로 등 

도로를 활용한 노선계획으로 민원 및 용지, 지장물 

저촉을 최소화 함

･ 광역급행철도의 전용선에서 KTX와 공용운행 하는 

혼용선의 진입은 수서정거장 인근으로 계획

･ 시설규모는 장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Line(일

산~서울역~삼성)으로의 확장을 고려함

5. 정거장계획

･ 총 5개소의 정거장이 계획되었고, 이 중 전용선 구간 

2개소 및 혼용선 구간 2개소는 광역급행철도 전용역, 

동탄역은 고속철도와의 혼용역으로 계획

･ 혼용구간의 정거장은 고속철도 운행지장을 최소화하

고 열차안전운행을 위해 대피선(부본선)을 계획

6. 맺음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는 당초 금년 12월 기본 및 실

시설계용역이 수행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발주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삼성~동탄 구간은 넓게는 터널공학자들

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Line

의 일부 구간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표2의 장례 계획(안)과 같이 약 

141km에 이르는 철도노선을 터널만으로 시공하여야 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이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시작을 알리는 삼성~동

탄간 광역급행철도의 사업수행이 조속히 진행되어 국내 

터널공학자들의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그

날을 위해 터널공학자들의 철저한 준비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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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항석 _ 고려대학교

국제학술회의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il 

Mechanics and Geotechnical 

Engineering (ICSMGE 2014)

∙일시: 2014년 12월 16일(화) ~ 17일(수)

∙장소: Sydney, Australia

∙E-mail: 

∙Website: 

■ 6
th
 International Geotechnical 

Symposium 2015

∙일시: 2015년 1월 21일(수) ~ 23일(금)

∙장소: IIT Madras, Chennai, India

∙E-mail: robinson@iitm.ac.in

∙Website: http://igschennai.in/6igschennai2015

■ Geosynthetics 2015

∙일시: 2015년 2월 15일(일) ~ 18일(수)

∙장소: Oregon Convention Center, Portland, 

Oregon, United States

∙E-mail: bjconnett@ifai.com

∙Website: www.geosyntheticsconference.com

■ 3
rd
 United Nations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

∙일시: 2015년 3월 14일(토) ~ 18일(수)

∙장소: Japan

∙E-mail: isdr@un.org

∙Website: www.unisdr.org/we/coordinate/hfa-post2015

■ ISRM 13
th
 International Congress on 

Rock Mechanics

∙일시: 2015년 5월 10일(일) ~ 13일(수)

∙장소: Montreal, Canada

∙E-mail: ferri.hassani@McGill.ca

■ World Tunnel Congress 2015 (WTC 

2015) and 41
st
 ITA General Assembly 

∙일시: 2015년 5월 22일(금) ~ 28일(목)

∙장소: Dubrovnik, Croatia

∙E-mail: info@itacroatia.eu

∙Website: www.wtc15.com

■ International Conference in Civil, 

Environmental and Geological 

Engineering (ICCEGE 2015)

∙일시: 2015년 8월 3일(월) ~ 4일(화)

∙장소: Athens, Greece

∙E-mail: 

∙Website: www.waset.org/conference/ 2015/08/

athens/ICCEGE

■ International Conference in Geotechnical 

Engineering-ICGE-Colombo 2015

∙일시: 2015년 8월 10일(월) ~ 11일(화)

∙장소: Colombo, Sri Lanka

∙E-mail: gm@cecbsl.com; sahabandukls@gmail.com

∙Website: www.slgs.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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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VI European Conference on Soil 

Mechanics and Geotechnical 

Engineering

∙일시: 2015년 9월 13일(일) ~ 17일(목)

∙장소: Edinburgh, Scotland

∙E-mail: 

∙Website: www.xvi-ecsmge-2015.org.uk

■ Workshop on Volcanic Rocks and Soils 

– ISRM Special Conference
∙일시: 2015년 9월 24일(목) ~ 25일(금)

∙장소: Isle of Ischia, Italy

∙E-mail: agi@associazionegeotecnica.it

∙Website: www.associazionegeotecnica.it 

www.isrm2015.com

■ EUROCK 2015 – ISRM European Regional 
Symposium

∙일시: 2015년 10월 7일(수) ~ 9일(금)

∙장소: Salzburg, Austria

∙E-mail: salzburg@oegg.at

∙Website: www.oegg.at

■ XXVth World Road Congress

∙일시: 2015년 11월 2일(월) ~ 6일(금)

∙장소: Seoul, Korea

∙E-mail: info@piarcseoul2015.org

∙Website: www.aipcrseoul2015.org

■ The 15
th
 Asian Regional Conference on 

Soil Mechanics and Geotechnical 

Engineering

∙일시: 2015년 11월 9일(월) ~ 13일(금)

∙장소: Fukuoka (International Congress Center), 

Japan

∙E-mail: 15tharc@kumamoto-u.ac.jp

∙Website: www.jgskyushu.net/uploads/15ARC

■ ICCE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ivil Engineering

∙일시: 2015년 11월 12일(목) ~ 13일(금)

∙장소: Venice, Italy

∙E-mail: 

∙Website: www.waset.org/conference/2015/11/venice/ICCE

■ XV Pan American Conference on Soil 

Mechanics and Geotechnical 

Engineering

∙일시: 2015년 11월 15일(일) ~ 18일(수)

∙장소: Buenos Aires, Argentina

∙E-mail: presidente@saig.org.ar

∙Website: www.panam2015.co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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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구분 진행내용

개회식 축사  이승호 회장(한국지반공학회)

주제강연

1. 지하깊이에 따른 암반의 EPM차폐감소효과 시물레이션 개발

   - 김석봉(육군사관학교), 민경찬(한국기술연구소)

2. 기술경쟁 강화를 위한 공공사업 입찰제도의 개선 방안

   - 최민수(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학술포럼

<포럼주제: 싱크홀 그 이후,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축     사 : 조성일 실장(서울시 도시안전실)

･주제발표 : 싱크홀 그 이후,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김창용 실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패널토론 : 이택근 도로관리과장(서울시):서울시 지하시설 통합관리 방안 및 계획

윤태국 박사(한국시설안전공단):지하시설안전관리 관점의 대책 방안

이병주 박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하수 및 지질학적관점에서의 연구 및 대책

조성하 전무(다신이엔지):지반공학적 측면에서의 지하공동 대책마련

박인준 교수(한서대학교):학회관점에서의 싱크홀(지반함몰)원인과 대책

학술발표

1) 최신 터널기술 동향 (5편)

2) 유틸리티 터널 (4편)

3) 터널기계화시공 (4편)

● 지하융복합개발기술위원회 회의 

∙ 일  시 : 2014년 10월 31일(금), 18:30

∙ 장  소 : 학회 대회의실 

∙ 참  석 : 이강주 위원장 외 다수

∙ 회의내용 : 위원회 활동

● 2014 가을학술발표회 및 학술포럼 개최

1) 일정 및 장소

∙ 일  시 : 2014. 11. 05(수)

∙ 장  소 : aT센터 3층 세계로룸

2) 행사등록 및 참가내용

∙ 등록인원 : 142 명

● 숏크리트기술위원회 회의 

∙ 일  시 : 2014년 11월 25일(화), 18:30

∙ 장  소 : 학회 대회의실 

∙ 참  석 : 이재국 위원장 외 다수

∙ 회의내용 : 위원회 활동

● 제11대 3차 이사회

∙ 일  시 : 2014년 11월 28일(수) 17:30

∙ 장  소 : 포에버리더스 역삼점

∙ 참석자 : 김상환(회장), 신종호, 전덕찬, 유광호, 

박광준, 유충식, 이성기, 이상헌(이상 부회장) 

신영완, 김홍문, 박인준, 박치면, 정명근, 

전석원, 이석원, 유한규 김낙영, 문준식, 

학회소식 및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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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일, 문훈기, 이재국, 곽창원, 김영준, 

김경곤, 남관우, 정치광, 김기석, 김덕수, 

김석진, 김영신, 김주동, 김학준, 박봉기, 

박종오, 박  찬, 신희순, 심재범, 오원섭, 

안경철, 최항석, 임영덕, 최덕찬, 신휴성, 

장수호, 김동규 (이상 이사)(45명)

∙ 위임장 : 전기찬, 조 현, 지왕률, 이성원, 이용주, 

안희복, 임기운, 추석연, 박윤규, 김남수, 

이용재, 우종태, 김완석, 남기천, 김택곤 

(총15명, 무순)

∙ 회의내용

<총무분야>

- 전차회의록 보고 : 통과

- 회원현황 및 신입회원 보고

: 2595번 정건희 외 16명  -> 최종 2611번까지 승인

완료

- 임원주소록완료 : 11/28 배포 

<재무분야>

- 재무현황보고(10월까지) -> 결산보고 접수

- 2015년도 예산(안) 보고 -> 2015년 1월 이사회에서 

승인준비 (가승인)

<학술분야>

- 2014 가을학술발표회 결과보고

<학회지편집분야>

- 활동보고 : 16권 5호 배포

- 업무계획 :2015년도 특집기사계획 수립, 비전문기사

준비예정 및 광고 협찬 준비예정 

<사업분야>

- 학회용역수행 현황보고(총 11건 진행 중)

- 간담회 개최예정

<국제분야>

- International Tunnelling  & Underground Space 

Award

:원자력환경공단 및 우리학회 최항석 교수 참석

- 해저터널 포럼관련: 준비 중

<교육위원회>

- 2015년 계획보고 : ‘터널건설 실무자 교육 제도화’추
진을 위한 용역 발주 예정

<기타>

- 차기이사회일정 : 매월(전체이사회는 격월) 세 번째 

수요일

제11대 4차 전담이사회 : 2014.12.17.(수)

제11대 4차 전체이사회 : 2015.01.21.(수)

*2015 신년회와 겸하여 진행예정 논의 필요

● 기준및시방기술위원회 회의 

∙ 일  시 : 2014년 12월 04일(목), 18:30

∙ 장  소 : 학회 대회의실 

∙ 참  석 : 황영철 위원장 외 다수

∙ 회의내용 : 위원회 활동

● 지하융복합개발기술위원회 회의 

∙ 일  시 : 2014년 12월 05일(금), 18:30

∙ 장  소 : 학회 대회의실 

∙ 참  석 : 이강주 위원장 외 다수

∙ 회의내용 : 위원회 활동

● 학회지편집분과 회의

∙ 일  시 : 2014년 12월 15일(월), 18:30

∙ 장  소 : 학회 대회의실

∙ 참  석 : 박치면 편집위원장 외  

∙ 회의내용 : 2014년 12월호 발간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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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4차 전담이사회

∙ 일  시 : 2014년 12월 17일(수) 17:30

∙ 장  소 : 학회사무실

∙ 참석자 : 김상환(회장), 신종호, 유광호, 유충식, 

이성기, 이상헌(이상 부회장) 신영완, 

김홍문, 박인준, 박치면, 유한규, 정명근, 

사공명(이상 전담이사), 송  훈, 곽창원(이상 

위원장), 이재국(이상 수석간사)

∙ 회의내용

<재무분야>

- 재무현황보고(11월까지)  

<홍보분야>

- 학회홈페이지 개정 준비예정

: 기술위원회 부분수정은 12월말까지 취합하여 

진행예정

: 홈페이지 리뉴얼관련 – 전담이사 의견수렴하여 

진행예정

- 2015년 학회행사 홍보관련 

: 사전 확보 가능하도록 2015년 학회행사 일정에 

대한 공문발송 예정

 - 2014년 회원의 밤 결과보고

   : 일자 - 2014년 11월 28일(금) 18시30분~, 

장소 – 포에버리더스 역삼점

     참석인원 - 80여명

<사업분야>

 - 학회용역수행 현황보고 

 - 간담회 개최예정보고 

<국제분야>

 - 해저터널 포럼 추진관련 보고

   : 대회명, 일정 등 의견 청취하여 결정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전문가 섭외 진행 중

<기술분야>

- 기술위원회 위원장회의 개최

- 기술위원회 2015 활동계획보고(숏크리트기술위원회, 

기계화시공기술위원회)

 <교육위원회>

- 용역수행계획

   : 제  목 - 터널 실무자교육 의무화 필요성 연구

수행자 – 최항석 교수

기  간 - 2015.01.05.~06.30

<기타>

- 차기이사회일정 

   : 제11대 4차 전체이사회 : 2015.01.14.(수) - 

신년회를 겸하여 진행

제11대 5차 전담이사회 : 2015.02.11.(수)

● 기계화시공기술위원회 회의 

∙ 일  시 : 2014년 12월 23일(화), 18:30

∙ 장  소 : 학회 대회의실 

∙ 참  석 : 장수호 위원장 외 다수

∙ 회의내용 : 위원회 활동

종신회비 납부자

회원번호 성명 근무처

919 곽정하 셀파이엔씨(주)

2598 최준동 ㈜하경엔지니어링

2607 김주용 대림산업(주)

2465 박영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751 백승규 ㈜단우기술단

2610 정순용 ㈜나다건설 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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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직장 변경

회원번호 성명 현근무처 주소

1389 강세구 (주)대경컨설턴트 경기 화성시 병점동  845-1, 이타운3, 1003호

273 김진홍 동명기술공단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489 정빌딩2층

1049 정혁상 동양대학교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145 동양대학교 장영실관 3312

1605 정해성 ㈜제일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6길 22-6

신입회원

회원번호 성명 현근무처 출신학교

2596 반호기 강원대학교 펜실베니아 주립대 대학원

2597 김대원 (주)한진중공업 단국대학교

2598 최준동 (주)하경엔지니어링 경희대학교 대학원

2599 박길춘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대학원

2600 김호종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대학원

2601 김두래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2602 박정만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2603 조인혜 대한건설 ENG 아주대학교 대학원

2604 이은진 대한건설 ENG 동국대학교

2605 이민희 대한건설 ENG 성균관대학교

2606 문성훈 대한건설 ENG 아주대학교 대학원

2607 김주용 대림산업㈜ 충북대학교

2608 양정훈 대한건설ENG 고려대학교 대학원

2609 박병춘 대한건설ENG 영남대학교

2610 정순용(2) (주)나다건설 KAIST 대학원

2611 김동민(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대학교 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