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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INSIDE KSCE

2019년 ACECC
(아시아토목공학협의회,
The Aisan Civil Engineering
Coordinating Council)
Award 수상 프로젝트 및
위원회 소개
2019년 수상작 소개

• Project Name: Eurasia Tunnel Project
• Project Location: Istanbul, Turkey
• Completion Date: 31 March 2017
• Project Representative: SK E&C (YMSK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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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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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창설된 ACECC의 창설국으로써,

규모의 TBM (Tunnel Boring Machine, 직경 13.7m)을 사용하여 시

아시아 지역의 건설기술 공동발전을 모

공되는 해저터널구간과 1.8Km의 NATM (New Australian Tunnel

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류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Method) 터널 구간, 2개의 Underpass와 4개의 U-turn pass 그리고

ACECC에서 3년마다 시상하는 ACECC Award 각 프로젝트 및 위원회 부

터널을 운영 관리하는 OCC (Operation Control Center) 빌딩이 주요 구

문에서 SK건설의 ‘유라시아터널’과 BIM 기술위원회(TC13 on BIM)가

조물이다.

2019년 ACECC Award를 수상하게 된 기쁜 소식을 회원 여러분들에게

특히 본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은 최대수압 11Bar에 대응하는 직경

전달해 드립니다. 시상식은 2019년 4월 17일(수) 일본 동경에서 개최

13.7m의 대구경 TBM의 제작 및 운영과 내진 대책이다. 터널굴착 TBM

되는 CECAR8 (www.cecar8.jp) 국제학술행사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오

장비는 고수압 및 복합지반 대응성, 버력처리 용이성, 커터 마모성을 검

니, 많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하여 이수식(slurry) 쉴드 TBM으로 장비를 선정하여 설계 및 제작
하였다. 특히 디스크 커터와 같은 잦은 소모품을 고수압 상태에서 잠

■ ACECC Outstanding Civil Engineering Project Award

수부가 교체하게 되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
해 대기압 하에서 커터를 교체할 수 있는 밀폐된 격실을 TBM 면판에

ACECC Civil Engineering Project Award (프로젝트상)는 아시아 지역

Accessible arms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그 위치에 19인치 암반용 디

의 새로운 설계기법 및 시공기술의 발전을 도모코자 3년 이내에 준공된

스크 커터 장비와 토사용 커터를 설치하였다. 고수압 상태에서 장시간

토목구조물을 대상으로 6개 프로젝트(최고점 1개는 Outstanding)에

의 TBM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포화잠수(saturation diving)가 가능

시상하는 Award이다.

한 특수압력챔버와 고압셔틀도 추가로 장착하였다. 유라시아 터널의 사

이스탄불 유라시아 터널 프로젝트는 BOT (Build-Operate-Transfer)

업구간은 강진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이기에 암반과 토사 경계 2군데에

사업으로서 2013년 4월에 착공하여 48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7

Seismic Joint를 설치하였다.

년 3월 31일 준공 후 약 24년동안 사업운영을 한 뒤 터키 정부에 양도하

본 프로젝트는 아시아와 유럽을 도로터널로 연결하는 역사적 의미와 더불

는 방식이다. 크게 유럽 자동차 전용도로(5.4km), 터널 구간(5.4km),

어 국내 토목인프라 사업으로는 최초로 해외 해저터널 사업 발굴에서 설계

아시아 자동차 전용도로(3.6km)로 나뉘어 지며, 3.4Km의 세계적인

및 시공, 운영에 이르는 첫 Total Solution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 ACECC Technical Committee Activity Award
ACECC TC Activity Award(위원회상)는 올해 신설된 상이며, ACECC TC

및 교육과정 등을 개발하고, BIM 관련 국제학술행사 및 국제세미나를

활동에 탁월한 지도력과 전문성을 보이고 아시아 토목공학 발전에 현저

주도하며 이러한 성과들을 아시아권 회원국 및 전 세계에 보급 확산하는

히 공헌한 1개 위원회에 시상하는 Award이다.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6년 9월, BIM

아시아토목공학협의회(ACECC) 기술위원회 중 하나인 TC-13 BIM

위원회는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ACECC 국제회의에서 제20차 TCC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Management) 위원회는 2011년

에 5년간의 활동보고서를 제출 발표하였으며, ACECC 이사회로부터

9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ACECC 국제회의에서 이상호 교수(연세대

BIM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공헌도를 인정받아 위원회 활동기간을 3

학교)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21차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한국(KSCE)-

년간 연장 받게 되었다. BIM 위원회는 2019년까지 한국(KSCE)이 의장

대만(CICHE) 공동의장 체재로 발족되었다. BIM 위원회는 활동기간 5년

국을 계속 맡아 토목분야 BIM 기술의 개발과 보급 확산 및 교육과 국제

동안 첫 2년은 대만(CICHE)이, 이후 3년간은 한국(KSCE)이 의장국을

건설시장에서의 BIM 기술자격인증 등에 관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적

맡으며 운영되었는데 사회인프라시설을 대상으로 한 BIM 기술과 표준

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19년 수상 위원회 소개
• Committee Name: TC13 on BIM
• Activity Term: Since 2011~Until now
• Chair: 이상호 교수(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KSCE BIM 전문연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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