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학연구원 제19차 미추홀 도시포럼
▢ 최근 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인프라 시설들을 지하화하는 추세
에 있다.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광역 지하교통망을 형성함으로써 지상
구간의 교통체증을 줄이고 지상에 문화공간 개발, 공원화 등 쾌적한 도시환
경 조성이 가능하다.
▢ 수도권의 인구증가와 도시 확대로 인해 교통수요와 물동량이 급증하고
극심한 정체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철도, 도로, KTX, GTX 등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이 현실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상
의 광역 교통망 확충은 지역간 단절문제, 소음문제, 지상공간 활용문제 등으
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 시설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 이와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침하, 매설관
노후화에 의한 지반함몰, 터널공사로 인한 붕락위험, 굴착으로 인한 소음, 진
동 등이 도심지역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포럼에서는 안전한
광역인프라 시설의 지하화에 대해 지반공학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
련하고자 한다.
▢ 포럼 개요
❍일 시 : 2016년 5월 18일(수)15:00~18:00
❍장 소 : 인천대학교 공학관 8호관 433호 강의실
❍주 제 : 도시 기반시설의 지반공학적 안정성 평가
❍주 최 :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도시과학연구원
❍발 제 자: Cavit Atalar 교수(Near East University, 자원공학과 학과장)
Baimukhanov Seriktai 교수(Eurasia National University, 공대학장)
신은철 교수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 학장)
유재성 대표 (고려컨설턴트 대표이사)
❍토 론 자: 이길호 박사 (케이에스엠기술 전무)
안민희 박사 (도시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정준 박사 (GK엔지니어링 본부장)
❍참 석 자 : 인천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인천시 관계자

▢ 세부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등 록

14:30~15:00

등록 및 행사진행

개회식

15:00~15:10

주제
발표

15:10~15:40

(Ⅰ)
주제
발표

축 사 : 신은철 (도시과학연구원 원장, 도시과학대 학장)
사 회 : 강정구 (도시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석분이 함유된 열대 래터라이트 토양의 안정성 평가
Cavit Atalar교수(Near East Univ., 자원공학과 학과장)
카자흐스탄의 자연 및 인공적 지오해저드

15:40~16:10 Baimukhanov Seriktai공대학장

(Ⅱ)

Askar Zhussupbekov교수(Eurasia National University)
16:10~16:20 휴식시간

주제
발표

16:20~16:50

(Ⅲ)
주제
발표

16:50~17:20

(Ⅳ)
토 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땅꺼짐 안정성 검토
신은철 교수(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 학장)
도심구간 지하도로 터널의 안정성 평가
유재성 대표(고려컨설턴트 대표이사)

토론자 : 이길호 박사(케이에스엠기술 전무)
17:20~18:00
안민희 박사(도시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정준 박사(GK엔지니어링 본부장)
19:00 ~
21:00

저녁 식사

▢ Detail Program (Date : 18, Wed., May, 2016)
Division
Registration

Time
14:30~
15:00

Opening

15:00~
15:10

Presentation
(Ⅰ)

15:10~
15:40

Presentation
(Ⅱ)

15:40~
16:10
16:10~
16:20

Presentation
(Ⅲ)

16:20~
16:50

Presentation
(Ⅳ)

16:50~
17:20

Discussion

17:20~
18:00
19:00 ~
21:00

Content
Registration
Congratulatory Address: Professor E.C. Shin
(Dean of Urban Science College)
Moderator: Dr. J.K. Kang
(Urban
Science
Institute,
Research
Professor)
Stabilization of lateritic soil in Ghana with
Quarry Dust
Professor Cavit Atalar
(Director, Near East University, Cyprus)
Natural and Man-made Geohazards in
Kazakhstan
Dean of Engineering, Baimukhanov Seriktai,
Professor Askar Zhussupbekov
(Eurasia National Univ. Kazakhstan)
Coffee Break
Review of Stability Analysis on Collapse of
Ground in the 2nd Belt Highway
Prof. Shin, Eun Chul (Dep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Stability for Urban Underground Highway
Tunnel
P.E. Yoo, Jai Sung (CEO, Korea Consultant)
Panel :
Dr. Lee, Kil Ho (KSM Technology)
Dr. Ahn, Min Hee (Urban Science Institute)
Dr. Park, Jeong Jun (GK Engineering)
Dinn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