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대
회장 후보자

기호

번

김형균

“ 함께 노력하고
함께 발전하는
건축구조기술사 ”

역동성 있는 회 운영
Operate committee dynamically

구조엔지니어 확보
Recruit more Structure Engineer

법·제도 전문위원회
Law, institution Expert Committee

교육인증기관 설립
Publish Educational Certification Institution

1. 역동성 있는 회 운영으로
참여와 지원 확대
회원 참여 기회 확대
- 신입 및 3040 회원의 임원진 참여 확대
-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한 회원간 교류 활성화

회원 지원 정책 확대
- 소규모 회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 회원에 대한 노무·세무·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

2. 법·제도 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조안전특별법 제정
법 ·제도 전문위원회 상설화 추진
-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법령 입법 및 개정 추진
- 법·제도 개선 및 재난 관리를 총괄하는 상근 부회장 제도 신설

구조안전특별법 제정 추진
- 회원사의 독립적인 계약 및 업역 확대 추진
- 독자적인 구조설계 및 구조감리 수행의 법제화

3. 구조엔지니어 육성 및
홍보 지원 확대
산학협력을 통한 구조엔지니어 확보
- 산학협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잠재적 구조엔지니어 발굴
- 인턴제도 활성화 및 구조 관련 학회와의 교류 확대

우리회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 우리회 자원봉사단 창설 및 활동 지원
- 유튜브, SNS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4. 교육인증기관 설립 및
재난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교육인증기관 설립을 위한 조직구성
- 기술분야 교육인증기관 설립 및 CPD 교육 추진
- 기술연구소 설립 및 정부 연구과제 수행

재난관리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재난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대국민 지원
- 국토교통부 협력 및 지진 방재 예산 확보 방안 추진

제 17대 회장 후보자

기호

번

김형균

학력 및 경력사항
1986.2 연세대학교 졸업/공학사

2006.2 우리회 제 9대 국제위원회 이사

1988.2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공학석사

2008.2 우리회 제10대 국제위원회 이사

1991.8 (주)SK건설 건축설계부

2010.2 우리회 제11대 홍보위원회 이사

1996.3 미국 Ralph M. Parsons 근무

2012.2 우리회 제12대 홍보위원장

1996.8 (주)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 과장

2016.2 우리회 제14대 도서출판위원장

現 (주)세진기술 대표

2018.2 우리회 제15대 총무단장
2020.2 우리회 제16대 인재육성위원회 부회장

대외 활동
現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위원

現 LH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위원

現 국토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現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우리회 활동
제 19 대

국제위원회

회장 이동헌

이 사

한/영 구조기술사회 교류사업 수행
내진설계 확인업무 운영지침 집필 참여

제 10 대

국제위원회

한/영 구조기술사회 교류사업 수행

회장 김종호

이 사

우리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지원

제 11 대

홍보위원회

회장 김석구

이 사

제 12 대

홍보위원회

회장 이문곤

위원장

제 14 대

도서출판위원회

회장 서규석

위원장

우리회 홍보 동영상 제작 주관
설계기준특별위원회 콘크리트구조분과 활동
우리회 뉴스레터 최초 작성

제 2회 구조안전의 날 준비 및 홍보활동
제 6회 건축구조기술사대회 준비 및 홍보활동
건축구조경진대회 준비 및 홍보활동

기술인증공법 백서 수정 및 보완 작업
철근콘크리트 배근상세 수정 및 보완작업
한국기술사회 50년사 제작 지원

제2회 한국건설안전단체총연합회 포럼 개최 주관
제 12, 13회 건축구조경진대회 개최 주관

제 15 대
회장 정광량

총무단장

한국건축가협회와 업무제휴 주관
제8회 구조안전의 날 행사, 우리회 40년사 제작 주관
경주 및 포항지진 대책반 구성 및 현장조사 주관
제 1회 구조기술인 체육대회 개최
제 9회 구조안전의 날 주제 발표
일본기술사회(JSCA)와 교류협력사업 추진
건축구조기준(KDS) 개정 검증작업
국토교통부 국가 내진종합대책 연구 수행

제 16 대

인재육성위원회

회장 채흥석

부회장

국토교통부 필로티 등 지진취약 건축물 지진방지 대책 마련 연구 수행
서울시 지진안전 대시민 심포지움 주제 발표
서울시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정책 자문 활동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주제 발표
제 4회 한국건설안전단체총연합회 포럼 주제 발표
KBS, MBC,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사 대상 구조안전 확보방안에 대한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