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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출장 개요

□ 출장 개요

출 장 명
2019 IABSE* Congress 참석, 논문발표 및 기술자료 수집 목적 국외출장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Bridge and Structural Engineering (국제교량및구조공학회)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시설관리본부 국가내진센터

일반 2급 김도균

일반 5급 이승한

출장기간 2019. 9. 2.(월)∼2019. 9. 8.(일) (5박 7일)

대상국가 미국 뉴욕(New York, United States)

방문장소
제이컵 K. 자비츠 컨벤션 센터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방문기관
국제교량및구조공학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Bridge and Structural Engineering)

소요예산
- 김도균 : 7,865,467원(국외여비 : 5,385,286원, 등록비 : 2,480,181원)

- 이승한 : 6,546,573원(국외여비 : 4,400,775원, 등록비 : 2,145,798원)

예산과목

- 김도균 : [인재경영실] 진단사업지원·관리-시설물 안전기술자양성-기술도입 및

국제협력/국제협력비-국외학회및단체교육, 세미나참석, 국제교류등

- 이승한

* 국외여비 : [국가내진센터] 수수료 및 연구-연구-댐, 저수지 및 교량의 지진

안전성평가기술개발(3차년도)/연구활동비-국외여비

* 등 록 비 : [국가내진센터] 수수료 및 연구-연구-댐, 저수지 및 교량의 지진

안전성 평가기술개발(3차년도)/연구활동비-기술정보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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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목적

○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를 통한 수탁연구과제** 정량성과*** 달성

  * (제목) Operations Management Strategy of Cable-supported Bridge using Seismic Accelerometer
(저자) 이승한(주저자 및 발표자), 박성우, 박광연, 김도균(공동저자), 최병한
(형식) 연단 발표(Podium presentation)

  ** (과제명) 댐, 저수지 및 교량의 지진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3차년도)
(발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주관) 농어촌연구원, (협동) 한국시설안전공단
(연구기간) ’19.1.1.~’19.12.31., (연구비) 70백만원, (연구책임자) 박성우 부장(특수교관리센터)

  *** 국제학술대회 발표 1건

○ 국제 저명 학술대회 논문 발표를 통한 공단 홍보 및 위상 강화

○ 계측자료 기반 특수교량 유지관리 및 지진 등 재난대응 분야 최신 기술자료 수집

○ 질의응답 등을 통한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특수교량 긴급 지진 안전성 평가 정보 공유

□ 학회 소개

○ 국제교량및구조공학회(IABSE)

 - 국제교량및구조공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Bridge and Structural Engineering, IABSE)는 1929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90년째를 맞고 있으며, 전세계 100여개국에 걸친 회원과 대한민국을 포함한

51개 국가 그룹(national group)을 보유하고 있는 교량공학 및 구조공학 분야의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국제학회 중 하나임. 교량과 건물을 포함한 모든 구조물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관리, 

모니터링 및 점검, 유지관리 등 구조공학 전 분야에 걸쳐서 전세계 연구자 및 기술자 및 연구자의 

기술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2차례의 학술대회(Symposium 1회, Congress 1회)를 개최하고 있음.

○ 2019 IABSE Congress New York City(’19. 9. 2.∼9. 6.)

 - Main Theme (핵심 주제) : The Evolving Metropolis (진화하는 대도시)

  (1) Designing bridges to last into the next century (다음 세기까지 지속될 교량 설계)

  (2) The future of housing the worlds inhabitants at all income levels 

(모든 소득 수준에서 세계 주민을 거주시키는 미래)

  (3) The latest technologies and construction techniques for creating a society that is sustainable and 

affordable for all (모든 사람에게 지속 가능하고 저렴한 사회를 만들기위한 최신 기술 및 건설 기술)

  (4) Innovations in structural engineering to accommodate growth (성장을 수용하기 위한 구조 공학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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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 예산

항 목 금 액 비 고

김

도

균

체재비

일비1) 실장 : $30/일×6일=$180.00
$666.00 ￦822,603 “가” 지역

(뉴욕)
기준 계상

식비1) 실장 : $81/일×6일=$486.00

숙박비2)
실 지출금액 : $1,235.56
(실장 : $176/박×5박×150%=$1,320)

￦1,505,463

항공료 인천↔뉴욕

요금: ￦2,600,000
￦2,788,400

이코노미
클래스
(tax 포함
￦2,788,200)

유류할증료: ￦188,400

수수료: ￦180,000
￦224,000

부대
경비

비자 발급 ￦40,000+￦4,000(부가세)=￦44,000

여행자보험 ￦44,820 ￦44,820

등록비

기본 등록비 $1,400.00

$1,999.32 ￦2,480,181

일반등록
(비회원)부가세(8.88%) $124.32

Pre-Conference
Workshop

$475.00/인×1인=$475

총 비용 ￦7,865,467

이

승

한

체재비

일비1) 실원 : $26/일×6일=$156.00
$558.00 ￦691,647

“가” 지역
(뉴욕)
기준 계상

식비1) 실원 : $67/일×6일=$402.00

숙박비2)
실 지출금액 : $1,235.56 ￦1,504,798
기준금액 초과 분($73.06) 반납 처리
(실원 : $155/박×5박×150%=$1,162.5)

-￦88,980

항공료 인천↔뉴욕

요금: ￦1,870,000
￦2,074,800

이코노미
클래스
(tax 포함
￦2,205,700)

유류할증료: ￦204,600

수수료: ￦130,900
￦174,900

부대
경비

비자 발급 ￦40,000+￦4,000(부가세)=￦44,000

여행자보험 ￦43,610 ￦43,610

국외여비 합계 ￦4,400,775

등록비

기본 등록비 $1,200.00

$1,781.56 ￦2,145,798

사전등록
(비회원)부가세(8.88%) $106.56

Pre-Conference
Workshop

$475.00/인×1인=$475

기술정보활동비 합계 ￦2,145,798

총 비용 ￦6,546,573

  1) 일비 및 식비 계상 시 출장지 “가” 지역(뉴욕) 기준 계상, 환율은 1달러($) 당 1,235.14원(김도균 처장, 
08/28 매입 환율 기준) 및 1,239.51원(이승한 과장, 08/26 매입 환율 기준) 적용

  2) 숙박비의 경우, 공단 여비규정 제19조 1항에 근거하여 50% 내 추가 지출함(국외출장계획서에 명기)
이승한 과장의 경우 추가지출 50%까지 초과하는 금액(88,980원(=73.06$))에 대해서는 반납 처리함

  ※ 국외출장계획서 상에 지출금액은 집행 및 지급시기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을 명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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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일정

 ○ 출장기간 : 2019. 9. 2.(월)∼9. 8.(일) (5박 7일)

 ○ 출장지역 : 미국 뉴욕(New York, United States)

 ○ 세부일정

  

기 간 2019. 9. 2.(월)∼2019. 9. 8.(일) (5박 7일)

여 정 (진주 →) 인천 → 뉴욕 → 인천 (→ 진주)

세 부 일 정 표

날 짜 장 소 일 정 비 고

9/2(월)

인천
 ▷ 인천국제공항 출발

(김도균: 11:05 출발, 이승한: 10:00 출발, GMT+9), 항공 이동

(탑승 항공편:
김도균-OZ222,
이승한-KE081)뉴욕

 ▷ 뉴욕 John F. Kennedy 공항 도착
(김도균: 12:20 도착, 이승한: 11:05 도착, GMT-4)

 ▷ 학회 제공 호텔(YOTEL New York)로 이동

9/3(화) 뉴욕
 ◈ IABSE Congress 등록

 ◈ Pre-Congress Workshop(08:00∼18:00) 참가
2일차

9/4(수) 뉴욕

 ◈ IABSE Congress 발표 세션 참가(08:30∼17:30)

 ◈ 논문 발표(이승한 과장, 16:15∼16:30)
  * Session C.6: Applications of SHM 2(16:00∼17:30)

3일차

9/5(목) 뉴욕  ◈ IABSE Congress 발표 세션 참가(08:30∼17:00) 4일차

9/6(금) 뉴욕  ◈ IABSE Congress 발표 세션 참가(08:30∼14:30) 5일차

9/7(토) 뉴욕

 ▷ 공항이동
 ▷ 뉴욕 John F. Kennedy 공항 출발

(김도균: 13:55 출발, 이승한: 14:00 출발, GMT-4),

항공 이동

(탑승 항공편:
김도균-OZ221,  
이승한-KE082)9/8(일) 인천  ▷ 인천국제공항 도착 (17:20, GM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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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출장 내용

□ 학회 전체 일정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9. 3.(TUE) Pre-congress
Workshop

Lunch
Break

Pre-congress
Workshop

Pre-congress
Workshop

    9. 4.(WED) Opening
Ceremony

Opening
Keynotes

Session 
A

Lunch
Break

Session 
B

Session 
C

    9. 5.(THU) Session 
D

Session 
E

Lunch
Break

Session 
F

Session 
G

    9. 6.(FRI) Session 
H

Session 
I

Lunch
Break

Closing
Keynotes

□ 세션 구성 (논문 발표(이승한 과장) 세션은 붉은 글씨, 참석 세션은 파란 글씨 표시)

< Session A [11:45~12:45, 9. 4.(WED)]> < Session B [14:00~15:30, 9. 4.(WED)]>

A.1: 200 Year Bridge #1
A.2: Tomorrow's Affordable Housing #1
A.3: Bridge Construction
A.4: Underground Structures: Fire and Water
A.5: Innovative Solutions to Complex Building Design
A.6: Urban Structures: Challenges and Solutions
A.7: Climate Effects on Structural Resiliency
A.8: Design Trends and Innovations

B.1: 200 Year Bridge #2
B.2: Tomorrow's Affordable Housing #2
B.3: Long-Span Bridge Design Considerations
B.4: Structural Performance Under high Temperatures
B.5: Movement Control of Structures
B.6: Applications of SHM #1
B.7: Extreme Loading on Structures
B.8: Alternative Reinforcing Panel Session
B.9P: Urban Infrastructure: Performance Based

Engineering

< Session C [16:00~17:30, 9. 4.(WED)]> < Session D [08:30~10:00, 9. 5.(THU)]>

C.1: 200 Year Bridge #3
C.2: Tomorrow's Affordable Housing #3
C.3: Structure Performance
C.4: Fire Safety Design Panel Session
C.5: Design of New York Structures
C.6: Applications of SHM #2
C.7: Urbanization and Ecological Building Construction
C.8: Alternative Construction Materials
C.9P: Bridge Operations and Maintenance: Monitoring
C.10P: Urbanization: The Challenges of Building Urban
C.11: 90 Years of IABSE: A Perspective 

by Past Presidents and Vice-Presidents

D.1: 200 Year Bridge #4
D.3: Bridge Design Optimization #1
D.4: Seismic Resiliency
D.5: Performance-Based Engineering of Structures #1
D.6: Bridge Assessment and Repair #1
D.7: Effects of Climate Change Panel Session
D.8: Timber Design concepts
D.9P: Urban Infrastructure: Tunnel Resiliency
D.10P: Mitigating Fire Hazards Through Engineering
D.11P: Urban Infrastructure: Mitigation of Wind-Induced
D.12: SEAoNY-Sponsored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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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E [10:30~12:00, 9. 5.(THU)]> < Session F [13:30~15:00, 9. 5.(THU)]>

E.1: 200 Year Bridge #5
E.3: Bridge Design Optimization #2
E.4: Analyzing Seismic Performance
E.5: Performance-Based Engineering of Structures #2
E.6: Bridge Assessment and Repair #2
E.7: Globalization and Structural Engineering #1
E.8: Concrete Repair Panel Session
E.9P: Urban Infrastructure: Footbridges and 

Non-Redundant
E.10P: Technology: Accelerated Bridge Construction
E.11P: Technology: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E.12P: Technology: BIM/BrIM and Virtual Reality
E.13: SEAoNY-Sponsored Session

F.1: 200 Year Bridge #6
F.2: Design and Testing of Footbridges #1
F.3: Seismic Dissipation Systems Panel Session
F.4: Structural Engineering Challenges
F.5: Bridge Assessment and Repair #3
F.6: Globalization and Structural Engineering #2
F.7: Using BIM to Improve Design and Construction
F.8P: Bridge Design: Considerations for the future
F.9P: Extreme Events: Forensic Study
F.10P: Technology: Alternative Construction Materials
F.11: Commercial Session
F.12: SEI/ NSBA Program Session

< Session G [15:30~17:00, 9. 5.(THU)]> < Session H [08:30~10:00, 9. 6.(FRI)]>

G.1: 200 Year Bridge #7
G.2: Design and Testing of Footbridges #2
G.3: Seismic Design: Short/Medium Bridge Span
G.4: Design Optimization
G.5: Assessment and Monitoring
G.6: Forensic Study: Learning from the Past
G.7: Virtual Reality Modeling of Structures

Panel Session
G.8P: Urbanization: Structural Safety of Urban
G.9P: Extreme Events: Multi-Hazard Resilience
G.10P: Globalization: Global Interoperability
G.11P: Urban Infrastructure: Restoration
G.12P: Tomorrow Construction: Alternative
G.13: Commercial Session
G.14: SEI

H.2: Construction Techniques
H.3: Structural Safety of Urban Areas
H.4: Structural Assessment and Repair
H.5: Camera-Based SHM Bridge Techniques 

Panel Session
H.6: Strengthening: Historic Structures #1
H.7: Design Challenges
H.8P: Extreme Events: Preparing the Unprepared
H.9P: Urban Infrastructure: Advanced Computing

< Session I [10:30~12:00, 9. 6.(FRI)]>

I.2: Multi-Hazard Design
I.3: Wind Effects on Structures Panel Session
I.4: Designing in Urban Areas
I.5: Strengthening: Historic Structures #2
I.6: Design inno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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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활동 요약

날 짜 주요 활동 내용

9/2(월)

 ◈ 인천국제공항 출발

 ◈ 뉴욕 John F. Kennedy 공항 도착
 ◈ 학회 제공 호텔(YOTEL New York)로 이동

9/3(화)

 ◈ Pre-Congress Workshop(08:30∼18:00) 참가
  * 주제 : FORENSIC STRUCTURAL ENGINEERING 

Structural failure: Case, Causes, Investigation, Lessons Learned & Used
  - [08:30~09:15] Part A. What is Forensic Structural Engineering?
  - [09:30~10:00] Part B. First Response: The First Steps After a Failure
  - [10:00~10:30] Part C. Investigation: After the Dust Settled
  - [10:45~15:00] Part D. Cases, Causes & Lessons Learned
  - [15:15~16:00] Part E. Mitigating Future Failures 
  - [16:00~16:45] Part F. The expert investigator/consultant/witness in the legal arena
  - [17:00~17:55] Part G. Working Session guided by the instructors

9/4(수)

 ◈ Congress Opening Ceremony 참가 (08:30∼09:30)
 ◈ IABSE Congress 발표 세션 참가(11:45∼17:30)
  - [10:00~11:30] Opening Keynotes
  - [11:45~12:45] Session A.1: 200 Year Bridge #1
  - [14:00~15:30] Session B.1: 200 Year Bridge #2
  - [16:00~17:30] Session C.6: Applications of SHM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2

★ [16:15~16:30] 이승한 과장 논문 발표

9/5(목)

 ◈ IABSE Congress 발표 세션 참가(08:30∼17:00)
  - [08:30~10:00] Session D.4: Seismic Resiliency
  - [10:30~12:00] Session E.5: Performance-Based Engineering of Structures #2
  - [12:00-13:30] My Thesis/Project in 180 Seconds 
  - [13:30~15:00] Session F.5: Bridge Assessment and Repair #3
  - [15:30~17:00] Session G.2: Design and Testing of Footbridges #2

9/6(금)

 ◈ IABSE Congress 발표 세션 참가(08:30∼14:30)
  - [08:30~10:00] Session H.6: Strengthening: Historic Structures #1
  - [10:30~12:00] Session I.3: Wind Effects on Structures Panel Session
  - [12:00~13:30] 포스터 세션, 기술 전시회 참석

  - [13:30~14:30] Closing Keynotes

9/7(토)
 ◈ 공항이동
 ◈ 뉴욕 John F. Kennedy 공항 출발

9/8(일)  ◈ 인천국제공항 도착

- 8 -

□ 1일차 (’19. 9. 2.(월)) 활동 내용

○ 뉴욕 John F. Kennedy 공항 도착, 입국 심사

○ 학회 제공 호텔(YOTEL New York)로 이동

□ 2일차 (’19. 9. 3.(화)) 활동 내용

○ Pre-Congress Workshop (Forensic structural Engineering*) 참가 [08:30-17:55]
* Forensic structural Engineering: 시설물 사고에 대한 범죄과학 수사, 책임소재 규명 등에 대한 연구 분야

  (주제) Structural failures: Cases, causes, investigations, lessons learned & used
(구조적 파괴: 사례, 원인, 조사, 교훈 및 사용)

  (개요) 건설/시설 사고 사례와 사고의 결과 및 영향, 원인 분석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미래에 다가올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 등 소개

  (주최) IABSE Task Group on Forensic structural Engineering

  (강연자)

   - John DUNTEMANN, P.E., S.E.
Senior Principal at Wiss, Janney, Elstner Associates, Inc. in Northbrook, Illinois, United States.

   - David PERAZA, P.E.
Principal Engineer with Exponent in New York, United States.

   - Fabrizio PALMISANO, Ph.D., P.E.
Adjunct Professor of Structural Engineering at the Politecnico di Bari, Italy.
Director of the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Consulting Company ‘PPV Consulting’

   - Steven M. CHARNEY
Chairman of Pecker & Abramson, the nation’s largest construction law practice.

 (세션 구성)

 - Part A [08:30~09:15] What is Forensic Structural Engineering? (by John Duntemann) 
(Forensic Structural Engineering 이란 무엇인가?)

Describing structural failures and their origins, causes, consequences 
(구조적 결함 및 그 원인, 결과 설명)
Defining the field of Forensic Structural Engineering
(Forensic Structural Engineering 분야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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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t B [09:30~10:00] First Response: The First Steps After a Failure (by David Peraza)
(첫 번째 응답: 실패 후 첫 번째 단계)

Engineers’ first steps upon being informed of a structural failure
(구조물 파괴에 대한 정보를 받은 엔지니어들의 첫 번째 단계)

 - Part C [10:00~10:30] Investigation: After the Dust Settled (by Fabrizio Palmisano) 
(조사: 먼지가 가라앉은 후)

Outline of the forensic investigation process
(포렌식 수사 과정의 개요)

 - Part D [10:45~15:00] Cases, Causes & Lessons Learned (by David Peraza)
(사례, 원인 & 교훈)

Buildings, Bridges, Temporary structures in construction
(건축물, 교량, 가설 구조물)

- Part D1 [10:45~12:15] Cases, Causes & Lessons Learned (by David Peraza)

- Lunch   [12:15~13:30]

- Part D2 [13:30~15:00] Cases, Causes & Lessons Learned (by Fabrizio Palmisano)

 - Part E [15:15~16:00] Mitigating Future Failures (by John Duntemann) 
(미래의 파괴 완화)

Consequences of failures. Changes in codes & practices. Are failures avoidable?
(파괴의 결과. 코드 및 관행의 변화. 파괴를 피할 수 있는가?)

 - Part F [16:00~16:45] The expert investigator/consultant/witness in the legal arena 
(by Steven M. Charney)
(법률 분야의 전문 수사관/컨설턴트/ 목격자)

An overview of dispute resolution of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related claims 
in the Unites States, including common causes of such disputes, modes of 
dispute resolution, the use of experts, and the cost and time involved.
(분쟁의 일반적인 원인, 분쟁 해결 방법, 전문가의 사용 및 관련된 비용 및

시간을 포함한 미국내 건설 및 엔지니어링 관련 클레임 분쟁해결의 개요)

 - Part G [17:00~17:55] Working Session guided by the instructors (by All)
(강연자가 안내하는 워킹 세션)

Debate by the attendees of the reports, causes, responsibilities and lessons from 
a case of an actual failure
(실제 파괴 케이스 보고, 원인, 책임 및 교훈에 대한 참석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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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ohn Duntemann (Part A, E의 강연자) (b) David Peraza (Part B, D1의 강연자)

(c) Fabrizio Palmisano (Part C, D2의 강연자) (c) Steven M. Charney (Part F의 강연자)

(e) Pre-Congress Workshop에서 만난 박영석 前 대한토목학회장

사진 1. Pre-Congress Workshop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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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차 (’19. 9. 4.(수)) 활동 내용

○ 2019 IABSE Congress 등록, 학회 배포 기술자료 수집

(a) 학회장 입구(김도균 처장) (b) 학회장 입구(이승한 과장)

사진 2. IABSE 2019 New York 등록 및 기념촬영

○ Opening Ceremony 참석 [08:30-09:30]

사진 3. Opening Ceremony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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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ing Keynotes (기조강연) 참석 [10:00-11:30]

 (1) J. Sadik-Khan, “STREETFIGHT: Handbook for an Urban Revolution (거리 시합: 도시혁명을 위한 핸드북)”

   거리를 바꿀 수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거리 시합(STREETFIGHT)은 거리의 변화무쌍한 힘에

대해 논하면서, 사람들이 걷고,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되찾는 것이 어떻게 
도시를 더욱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길로 인도하는지를 보여준다. Janette Sadik-Khan은 교통과 도시
변형에 있어 세계 최고의 권위자 중 하나이다. 그녀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Michael Bloomberg 시장 
밑에서 뉴욕시의 교통 위원으로 일하면서 Times Square의 Broadway에 차도를 폐쇄하고, 거의 400마일에 
가까운 자전거 전용도로와 7개의 고속 버스노선을 건설하였으며, 북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도시 전역에 60개 이상의 광장을 만드는 역사적인 변화를 감독했다. Bloomberg 
Associates 사의 설립 주임인 그녀는 전세계 도시의 시장들과 함께 그들의 도시를 재구상하고 재설계

하기 위해 일한다. 그녀는 전 세계 93개 도시와 단체들이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트리트 디자인 가이드
(Global Street Design Guide)를 포함한 새로운 사람 중심의 거리 디자인 표준을 시행하면서 전국 교통

공무원협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그녀는 ‘STREETFIGHT: Handbook for an Urban Revolution (거리 시합: 
도시 혁명을 위한 핸드북)’의 작가이다.

 (2) E. Glaeser, “City Triumphs; City Perils (도시의 성공; 도시의 위험성).”

   Edward Glaeser는 Harvard 대학교의 예술 과학부의 Fred and Eleanor Glimp 경제학 교수로써 1992년부터 지도해
오고 있다. 그는 정기적으로 미시경제 이론을 가르치고, 때때로는 도시 경제학과 공공 경제학을 가르친다. 그는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Taubman Center의 센터장 및 Greater Boston의 Rappaport 연구소의 연구소장을 역임했다. 
그는 도시 경제의 성장, 법률, 경제학과 관련한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그의 연구는 도시 성장의 결정
요인과 아이디어 전달의 중심지로서의 도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1992년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저서로는 Cities, Agglomeration, and Spatial Equilibrium (도시, 집적, 공간균형)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Rethinking Federal Housing Policy (연방주택정책의 재구상)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Press, 2008), Triumph of the City(도시의 승리) (Penguin Press, 2011) 등이 있다.

(a) Janette Sadik-Khan (b) Edward Glaeser

사진 4. Opening Keynotes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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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세션 참석 [11:45-12:45] - Session A.1: 200 Year Bridge (200년 교량) #1 

 (1) I. Firth, (Keynote Address) “The 200 Year Bridge (200년 교량)”

   Ian Firth는 세계 최고의 교량 설계자 중 한 명이며 교량 설계에서의 elegance(정밀함, 우아함)를 지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전 세계 교량 설계 및 시공 프로젝트의 관리와 감독을 경험해왔으며, stadia와
기타 복잡한 구조물의 설계, 분석 및 평가를 담당해오고 있다. 그는 교량 설계 경연대회의 배심원단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교량 분야의 정기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다. Ian은 1979년 Bristol 대학교를 졸업

후 Flint & Neill에 입사해 1990년 파트너가 됐다. Flint & Neill이 2008년 COWI 그룹에 가입했을 때, 
Ian은 최고운영책임자가 되었다. Flint & Neill은 2017년 1월에 COWI로 리브랜딩 되었다. Ian은 2018년 
1월부터 독자적인 구조공학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Warwick 대학의 방문교수로서 개념적이고 창조적인

구조설계를 가르치고 있다. 그는 2017년 “The Institution of Structural Engineers(구조기술자 협회)”의
회장직을 역임하였으며, IABSE 영국그룹의 회장과 “US–based bridge-building charity Bridges to Prosperity 
(미국 기반의 교량-건축물 자선 교량의 번영회)”의 이사를 맡고 있다.

 (2) J. McGormley, “Session Welcome (세션 시작)”

(Keynote Address) “The 200 Year Bridge” by Ian Firth (Univ. of Warwick, United Kingdom)

사진 5. 발표 세션(A.1)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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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세션 참석 [14:00-15:30] - Session B.1: 200 Year Bridge (200년 교량) #2 

 (1) M. Gabler, “Why the 200-year Bridge is a Myth - A New Perspective Towards a Evolving Structure”

  우리가 100년, 120년, 200년 동안 다리를 설계할 때, 우리는 정적인 사용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는 주어
진 하나의 활하중에 대해 설계하고 - 아마도 미래에는 10% 증가 - 일부 베어링 또는 케이블 교체 기능을 제외하
고는 사용과 구조적 거동의 조정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50년 동안에 요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되돌
아보면, 우리가 200년 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고 예상하는 것은 순진한 일일 것이다. 또한, 유지관리 및
재단장에 소비되는 노력은 서비스 수명 동안 상당히 크다. 우리는 다리를 살아있거나 진화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화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보강과 보수에 대한 요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건전
성 모니터링 시스템(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ystem, SHMS)이 필요하다. 현장 고유의 교통량 분석은 운송 수
단과 하중에 관한 요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또한, 교량의 전체 수명 동안 유지되고 육성될 “살아
있는” BIM 모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다음에 무엇이 필요할지를 명확히 알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

 (2) S. Condell, “The 200 Year Bridge - The New Goethals Bridge as a Roadmap”

 (3) R. P. H. Vergoossen, “Towards 2222, Science Fiction or an Educated Guess for the Design of Bridges”

(a) Markus Gabler (ARUP, Germany)

(b) Seth Condell (Parsons, United States)

사진 6. 발표 세션(B.1)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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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세션 참석/논문 발표 [16:00-17:30] - Session C.6: Applications of SHM #2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의 적용)

 (1) M. Carter, “Health Monitoring of Long Span Bridges and Design Verification with Typhoon Data”

 (2) (논문 발표) Seung Han LEE, “Operations Management Strategy of Cable-Supported Bridge using Seismic Accelerometer”

   이승한과장은공단홍보슬라이드 1장[사진 7.(b) 참조]을 포함 12분동안연단발표(podium presentation)을수행하였다.
이중적분의 유효성과 주탑 상단 변위의 단위와 관련한 2건의 질문이 나왔으며 별다른 무리 없이 잘 대답하였다.
두 번째 질문에 관련해서는 연단에서 내려와 추가적인 답변을 수행하였다[사진 7.(d) 참조].

 (3) M. Miśkiewicz, “Diagnostics and Monitoring of the Longest Span Extradosed Bridge in Europe”

 (4) M. Hattori, “Investigation and Diagnosis of Fatigue Cracks of Rib-to-Deck Welded Joints in Orthotropic Steel Deck”

 (5) T. Nagayama, “Vehicle Weight Estimation Using Wireless Accelerometers on a Steel-Box Girder Bridge”

 (6) M. Treacy, “Recent Advancements in the Monitoring of Bridges using “Smart” Components“

(a) 발표자료 중 제목 부분 (Slide 1) (b) 발표자료 중 공단홍보 부분 (Slide 3)

(c) 발표 진행 중 (Slide 14) (d) 발표종료 후 질문자에 추가 답변 수행

사진 7. 발표 세션(C.6) 사진 – 이승한 과장 논문 발표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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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차 (’19. 9. 5.(목)) 활동 내용 

○ 발표 세션 참석 [8:30-10:00] - Session D.4: Seismic Resiliency (내진 회복력)

 (1) O. Sanada, “Seismic Strengthening Design and Construction of Rocking Piers of a Road Bridge“

 (2) X. Liang, “Intensity-Based Feature Selection for Near Real-Time Damage Diagnosis of Building Structures”

 (3) Y. Yang, “Collapse Simulation of Damaged Reinforced Concrete Frame Structures in Earthquakes”

 (4) L. Badini, “Seismic Strengthening of Existing RC Structure Through External 3D Exoskeleton”

 (5) D. Mizutani, “Reduction of Seismic Risk of Infrastructure via Daily Management Works”

 (6) J. E, Erdogan, “Flexible Residential Building: Base Isolation for Seismic Retrofitting”

○ 발표 세션 참석 [10:30-12:00] - Session E.5: Performance-Based Engineering of Structures
(구조물의 성능기반 엔지니어링) 

 (1) L. Fenu, “Optimization of Steel Truss-Type Arches under Multi-Loading Cases“

 (2) S. He, “A Simplified Method to Predict theFull-Range Moment-Rotation Behavior of Bolted Endplate Connections”

 (3) N. Iqbal, “Standardization and Optimization of Orthotropic Steel Deck with Numerical Modelling”

 (4) J. Adachi, “Analytical Study on Curved Box Girder Bridges with Minimum Horizontal Stiffeners”

 (5) H. H. Lee, “Calibration of Load and Resistance Factors for the Design of Cable Members in Cable-supported Bridge”

 (6) S. Bougacha, “Rational Analysis for Understanding Skewed Steel Bridge Cross Frame Behavior”

(a) [D.4] Julien E. Erdogan (Freyssinet, France) (b) [E.5] Samir Bougacha (VRX Global, USA)

사진 8. 발표 세션(D.4 & E.5)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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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Thesis/Project in 180 Seconds’ 행사 참석 [12:00-13:30] 

   IABSE Congress에서는 매년 Young Engineers Program을 운영하여 젊은 기술자들(올해 기준: 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참여를 유도해오고 있다. 이번 Congress 에서는 IABSE Young Engineers Award 
(Young Engineer 대상 우수발표 시상), Young Engineers Reception (Young Engineer를 위한 리셉션), My 
Thesis/Project in 180 Seconds (3분간 본인의 논문/프로젝트 소개), PechaKucha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20개의 슬라이드를 각각 20초 동안(총 6분40초) 소개)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My Thesis/Project in 180 Seconds 행사’에는 13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참여했으며,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김호경 교수 연구실의 세 명의 대학원생(Rudolf T. Starossek (독일 국적), 
황도윤, 안이삭)이 참여하여 본인들의 학위 논문을 소개하였다.

  - My Thesis/Project in 180 Seconds 참가자 명단

   (1) Jay Auman (2) Shuna Ni   (3) Eetu Partala (4) Wenjun CAO  (5) Dimitra V. Achillopoulou 
(6) Rudolf T. Starossek (7) Doyun Hwang   (8) Lee Sak An (9) Stephan Fasching (10) Victoria Plunkey 
(11) Eline Vereecken (12) 불참   (13) 불참 (14) Liran Anaby  (15) Dominik Skokandic

(a) Rudolf T. Starossek (South Korea) (b) Doyun Hwang (South Korea)

(c) Lee Sak An (South Korea) (d) Stephan Fasching (Austria)

사진 9. My Thesis/Project in 180 Seconds 행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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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세션 참석 [13:30-15:30] - Session F.5: Bridge Assessment and Repair #3 
(교량 평가 및 보수)

 (1) XY Wu, “Experimental Study on the Fatigue Behavior of Cracked Steel Component Repaired with High Strength 
Bolt Reinforced Stop-hole and CFRP Patched Stop-hole”

 (2) Y. C. Park, “Evaluating Section Loss in Corroded Steel Strands”

 (3) L. S. An, “Reliability-Based Fatigue Evaluation Considering Various Initial Conditions of Defects”

 (4) T. Harris, “Investigation Based Management of Hinged Deck Bridges in the UK”

 (5) W. Lin, “A Long-life Maintenance Strategy for Existing Steel Railway Structures in Japan”

○ 발표 세션 참석 [15:30-17:00] - Session G.2: Design and Testing of Footbridges #2 
(보도교의 설계와 검사)

 (1) M. Arason, “A Curved Footbridge with Hidden Extras”

 (2) C. Ernst, “Ullevaal Stadium Bridge - A Cycling Network over a Freeway Interchange”

 (3) N. Hong, “Exploration of Cable-Supported Pedestrian Bridges”

 (4) J. McElhinney, “St. Philips Footbridge in Bristol. A New River Crossing for Urban Regeneration”

 (5) G. Wollmann, “A Gathering Place for Tulsa – Taking the Midland Valley Trail Across Riverside Drive”

 (6) R. Starossek, “Section-Model Wind Tunnel Test for Flexible Suspended Pedestrian Bridges”

(a) [F.5] Yeun Chul PARK (Seoul Nat'l Univ., South Korea) (b) [G.2] R. Starossek (Seoul Nat'l Univ., South Korea)

사진 10. 발표 세션(F.5 & G.2)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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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차 (’19. 9. 6.(금)) 활동 내용 

○ 발표 세션 참석 [8:30-10:00] - Session H.6: Strengthening - Historic Structures #1 
(보강 - 역사적 구조물)

 (1) D. Friedman, “Hidden Strength in Historic Buildings”

 (2) R. Napolitano, “Quantitative Crack Assessment through Numerical Simulation and Manifold Learning”

 (3) B. Herraiz, “Restoration of a Historic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with UHPFRC”

 (4) P. Croce, “Seismic Risk Evaluation of Existing Masonry Buildings: Methods and Uncertainties”

 (5) M. Traykova, “Interventions on Historic and Existing Structures – Why and How”

 (6) S. Buddee, “Restoration and Conversion of a Historic Building into a New Learning Park”

○ 발표 세션 참석 [10:30-12:00] - Session I.3: Wind Effects on Structures Panel Session
(구조물에 대한 풍력 효과 패널 세션) 

 (1) J. H. Kim, “Determination of Basic Wind Velocity for Wind Load-governed Limit State”

 (2) I. Kavrakov, “A CFD Study on the Influence of Deterministic Gusts on the Flutter Velocity of Bridge Decks”

 (3) S. Maheux, “Flutter Analysis Using Quasi-Steady Time-Domain Flutter Derivatives”

 (4) V. de Ville de Goyet, “The Aerodynamic Stability of the Steel Segments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Third Bosporus Bridge”

 (5) D. Rocchi, “Feasibility Study of Wind Tunnel Aeroelastic Tests on Bridges with Floating Towers”,
“Super-Long Span Bridge Aerodynamics: On-Going Results of the TG3.1 Benchmark Test”

 (6) Z. J. Taylor, “Objective-Based Equivalent Static Wind Loads for Long-Span Bridges”

(a) [H.6] Borja Herraiz (Lüchinger+Meyer, Switzerland) (b) [I.3] Igor Kavrakov (Bauhaus-Universität Weimar, Germany)

사진 11. 발표 세션(H.6 & I.3)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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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세션 참석

사진 12. 포스터 세션(H.6 & I.3) 사진 

○ 기술 전시회 참석 - 교량 내진장치 및 특수교량 관련 글로벌 기업 전시부스 방문

(a) 전시부스 - Freyssinet (France) (b) 전시부스 – MAURER (Germany)

(c) 전시부스 – SIXENSE (France) (d) 전시부스 – Bentley (United States)

사진 13. 기술전시회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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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종료 후 학회장(Javits Center) 내 외부 기념 사진

(a) Javits Center 내 학회장 입구 (김도균 처장) (b) Javits Center 내 학회장 입구 (이승한 과장)

(c) Javits Center 외부 전경 (김도균 처장) (b) Javits Center 외부 전경 (이승한 과장)

사진 14. 학회장 내･외부 기념 사진

□ 6일차 (’19. 9. 7.(토)) 활동 내용 

○ 공항 이동, 출국 수속

○ 뉴욕 John F. Kennedy 공항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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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교량및구조공학회 학술대회(2019 IABSE Congress)에서는
IABSE 설립 90주년을 맞아 ‘진화하는 대도시(The Evolving Metropolis)’를 주제로 전문가

6명의 기조강연(Keynotes), 400개 이상의 연단 및 포스터 발표(Podium/Poster Presentation)를
포함한 전문 세션, 기술 전시회(Exhibition), 젊은 기술자 프로그램(Young Engineer Program) 등 
구조공학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행사가 개최되었다. 뿐만 아니라 Bloomberg 빌딩투어
등을 포함한 기술투어(Technical Visits)와 Welcome Reception, Gala Dinner & After Party 등의 
부대행사(Social Program) 등을 포함하여 전세계 구조공학 분야 기술자들의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

 ○ 교량과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구조물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관리, 모니터링 및 점검, 유
지관리 등 구조공학 전 분야에 걸쳐 세계 각국의 산, 학, 연 전문가들이 학회에 참석하여

최신의 기술경향을 접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

□ 특이사항

 ○ 국제교량및구조공학회 학술대회(2019 IABSE Congress)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의

연구성과를 확인하고 문헌조사를 수행하여 해외 선진국 연구진의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

었으며, 계측기반 특수교량 유지관리 및 지진 등 재난대응 관련 분야의 최신 및 선진기술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을 통해 우리 공단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 지진가속도계측기 측정 가속도를 이용한 케이블 지지교량의 유지관리 전략 관련 주제로

논문 발표(연단 발표(구두))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성과 홍보와 함께 및 공단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였다. 특히 발표자료 초반에 공단 소개 및 홍보 관련 슬라이드를 1장
삽입하여 향후 국제적 교류를 도모하였다. 

 ○ 매년 IABSE Congress 에서는 Young Engineers Program을 운영하여 젊은 기술자들(올해 기

준: 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참여를 유도해오고 있다. 이번 Congress 에서는 Young 
Engineer 대상 우수발표 시상, Young Engineer를 위한 리셉션, 본인 논문/프로젝트 3분 소개, 
PechaKucha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향후 공단에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공단의

젊은 기술자가 국제학회에 참석하여 외국의 젊은 기술자들과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단의 젊은 기술자는 공단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 국내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선도기관로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최신 연구자료 및

기술·장비를 접할 수 있는 국내·외 전문 학회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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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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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첨부자료

□ 첨부자료 목록

 [첨부 1]  수집 자료

 [첨부 2]  국내 외 전문가 명함

 [첨부 3]  학회 등록비 영수증

 [첨부 4]  등록증(Name Tag) 

 [첨부 5]  항공권(E-ticket)

 [첨부 6]  숙소 바우처(Voucher) 및 숙박비 영수증

 [첨부 7]  여행자보험 영수증

 [첨부 8]  발표자료

 [첨부 9]  제출 논문(Full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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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수집 자료

(a) Proceedings of 2019 IABSE Congress NY
(전자파일(PDF), 2,804 pages)

(b) STREETFIGHT: Handbook for an Urban Revolution 
by Janette Sadik-Khan (350 pages)

(c) Pre-Congress Workshop 관련 기술자료 
(전자파일(PDF), 118 pages) (d) Pre-Congress Workshop 발표자료 (1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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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국내 외 전문가 명함 – 국내 외 학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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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국내 외 전문가 명함 – 교량 내진장치 및 특수교량 관련 글로벌 기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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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학회 등록비 영수증

학회 등록비 영수증 (김도균 처장, $1,999.32) 학회 등록비 영수증 (이승한 과장, $1,7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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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학회 등록증(Name Tag) 

등록증(Name Tag)  (김도균 처장) 등록증(Name Tag) 및 참석 확인서 (이승한 과장)

[첨부 5]  항공권(E-ticket)

항공권(E-ticket) (김도균 처장) 항공권(E-ticket) (이승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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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  숙소 바우처(Voucher) 및 숙박비 영수증

숙박비 영수증 (김도균 처장, $1,235.56) 숙박비 영수증 (이승한 과장, $1,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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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7]  여행자보험증권 및 영수증

여행자보험증권 (김도균 처장, 44,820원) 여행자보험증권 (이승한 과장, 43,6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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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8]  발표자료 (SLIDES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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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8]  발표자료 (SLIDES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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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9]  제출 논문(Full Paper) (PAGE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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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9]  제출 논문(Full Paper) (PAGES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