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통신 제18-47호(통권 527호)

2018년 12월 10일

12월 1째주 협회 소식

■ 제12차 임원회의
∙ 일시 : 2018년 12월 5일(수) 10:00
∙ 장소 : 협회 회의실
∙ 참석 : 김경환 회장, 강대경, 이동흡, 이기태, 박정로, 장은정
∙ 내용 : 회비, 품질인증, 수퍼-E, 송년의 밤, 목조건축대전, 목재의 날, 이사회 상정안건, 정기총회
준비 등

■ 목재단체 산림청장 간담회
∙ 일시 : 2018년 12월 6일(목) 16:30~18:00
∙ 장소 : 대전 선샤인 호텔
∙ 참석 : 김경환 회장, 이기태

■ 2018 목재의 날 행사 참석
∙ 일시 : 2018년 12월 6일(목) 18:00~20:00
∙ 장소 : 대전 선샤인 호텔
∙ 참석 : 김경환 회장, 강대경, 이동흡, 이기태, 이영준,
김기배, 조재성
∙ 내용 : 목재인들의 한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목재의
날 선포식, 각종 시상 및 만찬
※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하는 ‘목재의 날’ 행사에는 목재관련 기
관 및 협회,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재인들의 노고에 격
려가 있었습니다. 이날 시상은 모두 13개로 우리협회에서는 김태국
대표(삼림하우징)께서 산림청장상, 이정현 대표(해강인터내셔널)께서
임업진흥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 제8회 목조건축포럼
∙ 일시 : 2018년 12월 7일(금) 14:00~17:00
∙ 장소 : 협회 세미나실
∙ 주제 : 지역별 에너지기준 등급과 목조건축물의 적용
사례

∙ 발표내용
1. 지역별 에너지기준 등급과 목조건축물의 단열
(권영철 교수-한라대학교 건축학과)
2. 불연 외단열 시스템 Rockwool
(김영진 이사-삼익산업)
3. 복사열 이해와 해외 복사열 차단재 적용 사례
(김성훈 차장, 강지현 팀장-윈코)
4. 타이벡 에너코 R4를 이용한 중부지역 단열시공
(조장희 부장-듀폰코리아)
주요행사 계획

■ 2018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시상식
∙ 일시 : 2018년 12월 10일(월) 14:00
∙ 장소 : 인천 목재문화체험장
∙ 전시회 : 2018년 12월 10일(월) 오후2시 ~ 12월 15일(토) 오후4시

■ 2018년도 송년의 밤
∙ 일시 : 2018년 12월 13일(목) 18:30
∙ 장소 : 아이비스타 R2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 (서초동 1451-34 서초평화빌딩 B1))
∙ 참가비 : 3만원

공지사항

■ 제4차 이사회
∙ 일시 : 2019년 1월 24일(목) 14:00~16:00
∙ 장소 : 외교센터 2층 203호[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서초동)]

■ 제23차 정기총회
∙ 일시 : 2019년 1월 24일(목) 16:00~19:00
∙ 장소 : 외교센터 12층 더모스트홀

혹시 회비납부를 확인해 보셨나요? 올해도 며칠남지 않았네요.
아직까지 회비를 미납한 회원사는 회비납입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아이테코 오렌지존 759호
홈페이지 www.kwca.or.kr 네이버 밴드 www.band.us/@kwca
TEL 02)518-0613 FAX 02)518-0614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32-145032 사단법인 한국목조건축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