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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학술발표회
모시는 글

한국지반신소재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은 폭염으로 매우 무더웠던 반면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는 잦은 비로
인하여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있는 한해입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반신소재의 활용과 우리 학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2년째 지속되고 있는 Covid-19으로 인하여 많은 학술대회들
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이러한 어려움 중에도 그 동안 학술대회를 빠짐없이 치루어냈고, 이번 가을 학술발표회는
최근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대면 행사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국제지반신소재학회(IGS) 회장이신 유충식 교수께서 “기후변화 대응 건설
기술에서의 지반신소재 – 역할과 당면과제”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첨단 국토기반 구축을 위한 지반신소재 활용 및 지반신소재를 이용한 최신 방재기술과 관련된 2개
의 세션을 준비하였고, 각 세션에서 다양한 연구내용이 발표됩니다. 이 외에도 포스터세션을 포함
하여 총 50여편의 논문이 준비되어 있어 지반신소재분야에서 최신 기술동향과 전문화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학술발표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 11대 집행부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학술발표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힘써주신
운영진과 회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한국지반신소재학회 20주년으로 학회로서도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0월에는
지반신소재 이론 및 활용 실무 교육을 30개 기관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으며,
현재 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학회의 20주년사 발간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반신소재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사단법인 한국지반신소재학회 회장 이 강 일

프로그램
시간

내용

12:00-13:00

등록

13:00-13:20

개회사 (한국지반신소재학회 이강일 회장)
축사 (대한토목학회 이승호 회장)

13:20-14:10

초청강연 유충식 교수(성균관대학교 / 국제지반신소재학회(IGS) 회장)
기후변화 대응 건설기술에서의 지반신소재 - 역할과 당면과제

사회/좌장
학회 사무국
사회_
윤찬영
(강릉원주대)

세션 1: 첨단 국토기반 구축을 위한 지반신소재 활용
진동 및 소음 저감을 위한 터널 발파 굴착공법 비교 연구

이종우(엔에스비NOW E&C), 문홍표(DL이엔씨), 이영진, 이강일(대진대)

원심모형실험을 이용한 해상풍력 트라이포드 석션 기초의
반복하중 거동 평가
정영훈, 배경태, 김태훈(대우건설)

비포장 노면의 비산성 저감을 이용한 미생물의 이용
14:20-15:40

김소정, 도진웅(경상국립대)

그라우트 보강체 파악을 위한 전기비저항 측정장비 개발 및
검증에 관한 연구

좌장_
정영훈
(경희대)

원상연(뉴원), Kean Thai Chhun, 윤찬영(강릉원주대)

광원과 이미지 색상 보정에 따른 광탄성 반응 차이
김성민, 정영훈(경희대)

수소나노버블수를 사용한 시멘트 복합체의 기계적 강도증진을
위한 기초적 연구
진의배, 김진, Shinebayar Saruul, 김영호, 이종영, 한중근(중앙대)

15:40-15:50

Break time
세션 2: 지반신소재를 활용한 최신 방재기술 개발
옹벽 하부 붕괴 비탈면 안정해석 및 보강 사례

김완호, 남준희(대진대), 안민희(에스티), 김종철, 이강일(대진대)

중력식 사방댐 전면에 설치된 원통형 대책구조물의 배치조건이
토석류 흐름에 미치는 영향
15:50-17:00

김범준, 킴돌라, 킹마카락리아세이, 윤찬영(강릉원주대)

제방사면의 3차원 모델링에 의한 취약단면 해석

좌장_
우상인
(인천대)

김태완, 채유미, 이진우, 김재홍(동신대)

국내의 기존 터널자동화 계측기기의 문제점 조사 및 분석

김영배(미래이엔씨), 이성규(진솔건설), 유진주, 이강일(대진대)

모형 실험을 통한 지반 변형 대응용 말뚝 부재의 실효성 검증 연구
신세희, 이학린, 우상인(인천대)

17:00-17:20

폐회식
및 폐회사(한국지반신소재학회 회장 이강일)

사회_
윤찬영
(강릉원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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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세션 								

좌장_홍기권(한라대)

1 하중 변화에 따른 지하구조물의 안정성 분석 및 계측 사례

20 축소 모형을 이용한 다단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누수특성 평가

2 근접 시공중 깊은 굴착 현장 계측 사례(2)

21 말뚝과 지반 경계면의 전단저항 특성 평가를 위한 대형직접전단시험

3 수직인장균열이 발달한 L형 옹벽 보강사례

22 도심지 지하 매설물 밀집도를 활용한 지반함몰 위험도 분석

4 토목섬유 튜브 및 유동성 채움재를 이용한 지중폐관 채움 성능 평가

23 실대형실험을 통한 프리캐스트말뚝 흙막이벽체 공법의 적용성 평가

안민희(에스티), 권용희, 이연정(인천대)
안민희(에스티), 김연규, 김승준(인천대)

김영신(동부엔지니어링), 강대화(지반이엔씨), 김영준, 원명수(군산대)
이대영, 김동민(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진규, 유용선(케미우스코리아),
박태영(대한아이엠)

5 SP-락볼트 및 이형봉강 락볼트의 인발성능 비교 평가

김동민, 이대영(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진규, 유용선(케미우스코리아)

6	Spatial Distribution Assessment of Consolidation Layer Using
Geostatistic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pproaches
Ewusi Rodney-Wilson, Emmanuel Ike, 이창호(전남대)

7 액상화가 기초 지진취약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송기일, 강경남(인하대)

8 스마트차수재 개발을 위한 칼슘계 벤토나이트 및 모래 혼합재료의
투수 특성에 관한 연구
오승진, 임호진, 장진만, 오민아, 박혜원, 이재영(서울시립대)

9 열차하중을 고려한 깎기 비탈면의 안정성 해석
김영제, 배호석, 이주호, 최규문(서현기술단)

10 연암파쇄대층에 선단이 위치한 지지력 부족 강관말뚝의 보강사례
강인규, 이재훈(브니엘컨설턴트), 배경태(대우건설), 김용현(한국기초)

11 터널 배면의 지질 탐상을 위한 Side TSP의 적용성 검토
채덕호(대우건설), 이나현(한국철도기술연구원)

12 산화그래핀 시멘트 복합체 전기전도도 특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
전재현, 이경재, 김진, 김영호, 이종영, 한중근(중앙대)

13 지반신소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론적 연구
김홍관, 김유겸(FITI시험연구원)

14 1g 진동대에서 경계조건에 따른 모형지반의 증폭효과에 대한 동적
거동 분석
김대현, 정수근, 김용(조선대)

15 Electrical Sensitivity of Fine-grained Soil to Pore-Fluid
Chemistry
Emmanuel Ike, Ewusi Rodney-Wilson, 이창호(전남대)

16 현장 상황과 기준을 고려한 지반 보강 그라우팅 역학특성 분석
서석현(배재대), 신진화(명지대)

17 세립질 모래 - 철산화물 혼합토의 강성 특성
여준엽, 천준기, 김상엽, 김남선, 이종섭(고려대)

18 말뚝의 구간별 전자기파 속도 측정을 위한 전송선로 구성에 관한 연구
정석규(고려대), 유정동(UC Berkeley) 이동수, 박민철, 이종섭(고려대)

19 유동성 채움재의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기초 연구

유남재, 김동호(KCL), 이강일(대진대), 강석화(아시아특수재료),
한진규(케미우스코리아)

김동주,이종섭(고려대), 변용훈(경북대)

유승경, 김병준, 박준영, 이태겸(명지전문대학), 홍기권(한라대)
최창호, 김진영, 백성하, 강재모(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선주, 차경섭, 신동호(대우건설기술연구원), 이형근(하경엔지니어링),
김석곤(에스지건설개발)

24 연약지반 허용지지력의 수정방정식 적용과 현장검증
김태완, 채유미, 김재홍(동신대)

25 세립분 및 함수비 조건이 흙의 분광정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기성, 이기철(유씨아이테크), 안희철(대한), 박정준(인천대),
홍기권(한라대), 유승경(명지전문대학)

26 차수재료의 오염물 흡착에 따른 분광정보 적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홍기권(한라대), 이재영(서울시립대), 박정준(인천대), 안희철(대한),
이기철(유씨아이테크), 유승경(명지전문대학)

27 주성분 분석을 통한 동해안 지형 분석

이영재, 이자경, 최주성, 김태형(한국해양대)

28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동해안 지형의 유사도 분석
이영재, 이자경, 최주성, 김태형(한국해양대), 최은경(지아이)

29 원심모형실험을 통한 수위 급승강에 따른 저수지 제체의 거동특성 연구
김기환, 타망비벡, 김용성(강원대)

30 철도 노반 피해 예측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정재현·고석민·노연주(지구환경전문가그룹)

31 Analytical Study on Geogrid Creep Deformation by Stepped
Isothermal Method (SIM)
전한용, 연우(인하대)

32 센서 통합 게이트웨이 기능을 수반한 RTK GPS 계측 시스템 구성
김영민(한국철도기술연구원)

33 궤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기반시설 성능평가 체계
김현기(한국철도기술연구원), 권지혜(국토안전관리원)

34 지중수에 의한 도로부 결빙 원인분석 및 대책
도종남, 심재원, 김낙영, 박영호(한국도로공사)

35 교대 날개벽부에 시공된 보강토옹벽의 우각부 및 보호블럭 손상
사례 분석
도종남, 심재원, 김낙영, 박영호(한국도로공사)

36 계측데이터 변환을 통한 관리도 적용 효과 분석
신재우, 홍지연, 김윤희, 김범주(동국대)

37 비탈면 붕괴 위험성 평가를 위한 위험도 관리지수 제안
안성재, 김현기(한국철도기술연구원)

※ 금번 학술발표회부터는 No-show(현장 포스터 판넬 발표자료 미부착)일 시
불이익이 있을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협찬								

(가나다 순)

건원엔지니어링

남광토건㈜

㈜대흥종합건설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두산건설㈜

반석기초이앤씨㈜

㈜브니엘컨설턴트

셀파이엔씨㈜

㈜에스지오텍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지구환경전문가그룹

지에스아이코리아

㈜케미우스코리아

㈜케이알티씨

㈜태영건설

㈜특수건설

티엠지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포스코건설

DL건설

FITI시험연구원

오시는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양재동 232 aT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