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표준시방서
(한계상태설계법)(안) 설명회
2017. 07. 26(수)

The-K 호텔서울 컨벤션센터 3층 크리스탈볼룸

주최 · 주관

모시는 글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최근 산업 동향에 발맞추어 교량 건설 분야에도 과학적인 방법을 접목하여 보다
안전하게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접목은 기존의 공종을 더욱 세분화하거나 새로운 단위 공종의 도입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교량의 건설은 이전보다 많은
공정의 매우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하여 진행되며 현장에는 시공 중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여러 변수가 상존하기에 단위 공종별
재료, 품질, 시공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시방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의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계기준의 변화를 고려한 표준시방서의 재정립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기술적 수요에 부응하고 국내 교량건설기술의 도약과 국민안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통해 도로교
표준시방서(한계상태설계법)(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집필위원회의 열정적인 검토와 토론의 결과를 설명하고 관산학연 관계자
들과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고자 여러분을 모시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대한토목학회 회장 · 한국도로협회 교량건설기준위원장 박 영 석

프로그램
시 간 (분)

내용

13:00~13:30

(30)

13:30~13:40

(10)

13:40~15:20

15:20~15:40
15:40~16:40
16:40~17:10

발표자
등록

개회사

박영석 명지대학교 교수/대한토목학회 회장

축

사

국토교통부

(10)

개

요

황훈희 한국도로협회 연구위원

(30)

강구조

(30)

콘크리트구조

(30)

하부구조

조재병 경기대학교 교수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상섬 연세대학교 교수

(20)

Coffee Break

(30)

신축이음, 받침

(30)

기타시설

서석구 서영엔지니어링 수석부사장

(30)

질의응답

참석자 전체

이원태 한국도로공사 수석연구원

※ 주최 측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등록 후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하신 경우, 아래 문의처로 통보 바랍니다.
※ 등록안내 등록비 무료 / 사전등록 토목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 이용(www.ceric.net)
문의 한국도로협회 전영재 대리 02)3490-1074 / jyj@kroad.or.kr

오시는 길
The-K 호텔서울 컨벤션센터 3층 크리스탈볼룸
(구 서울교육문화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12길 70 TEL 02)571-8100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5번 출구

3호선 양재역 9번 출구

도보 5분 / 건너편 공영주차장 앞 셔틀버스

서초구민회관 앞 셔틀버스 이용

이용

버스
일반 간선버스(파랑)

마을버스(서초08)

405A, 045B, 408, 421, 140, 470, 441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호텔 후문 하차

aT센터 양재꽃시장 정류장에 하차
(도보 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