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통신 제19-04호(통권 532호)
2월 협회 소식

■ 제2차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T/F팀 회의
∙ 일시 : 2019년 2월 13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건축사사무소 KDDH 회의실
∙ TF팀 : 강대경 회장, 이성배(T/F 위원장), 강승희,
김동희, 강주형, 이재혁, 박현근, 서경화, 조한준,
최성호, 정주광

■ 제2차 임원회의
∙ 일시 : 2019년 2월 13일(수) 오후 4시
∙ 장소 : 협회 회의실
∙ 참석 : 강대경 회장, 이용진, 이희원, 이국식, 이영주,
이성배, 김태국, 이건, 이정현, 박정로, 장은정
∙ 내용 : 보고사항, 논의사항, 협회 운영관련 사항 등

■ 2019 하우징브랜드페어
∙ 일시 : 2019년 2월 14일(목)~17일(일)
∙ 장소 : 코엑스 1층 전시A홀 부스202
∙ 내용 : 협회 및 회원사 홍보, 품질인증 및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안내

2019년 2월 18일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한국 수퍼-E 주택 인증

■ 제216호(세종) 1차 실사
∙ 일시 : 2월 7일(목) 오전 11시
∙ 위치 :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79-99
∙ 실사내용 : 못박기, 기본적인 구조 등
∙ 실사위원 : 박정로
∙ 설계 : 플라잉건축사사무소
∙ 시공 : HNH건설

주요행사 계획

■ 목조건축 세미나 (2019 코리아빌드(경향하우징페어))
∙ 일시 : 2019년 2월 22일(금) 오후 2시 ~ 5시
∙ 장소 : 킨텍스 제1전시장 회의실 206호
∙ 주최 : (사)한국목조건축협회
∙ 후원 :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한국임업진흥원, ㈜메쎄이상
∙ 참가비 : 무료

∙ 발표내용
시간

발표내용

발표자

14:00~14:10

(사)한국목조건축협회 회장 인사말

강대경 회장

14:10~15:00

목조건축 설계 사례와 설계시 주의사항

15:00~15:10

자재소개: 주거용 마루 SPC

15:10~16:00

목구조의 구조흐름 및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이해

조한준 소장
㈜건축사사무소 더함
일육우드
김각경 소장
㈜두항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자재 소개: 타이백 프로텍 지붕 방수시트
16:00~16:10

(Tyvek protec roofing underlayment),

고려신소재산업(주)

타이벡 파이어커브(Tyvek firecurb)
16:10~16:20

16:20~17:00

자재 소개: Sherpa(세르파) 커넥터 소개

유니우드

목조건축 민간 감리(5-Star 품질인증) 및

박정로 팀장

수퍼-E 인증제도 소개

(사)한국목조건축협회

공지사항

■ 제10대 (사)한국목조건축협회 임원
∙ 회장 : 강대경 (뉴타임하우징 대표)
∙ 부회장 : 이용진 (㈜더존하우징 대표)
이희원 (리플래시기술㈜ 대표)
조영찬 (㈜명성우드 대표)
이국식 (㈜시스홈종합건설 대표)
김갑봉 (스튜가목조건축연구소 대표)
∙ 운영위원장 : 이영주 (㈜스마트하우스 대표)
∙ 기술위원장 : 이건 (호멘토 대표)
∙ 교육위원장 : 김태국 (삼림하우징 대표)
∙ 건축가위원장 : 이성배 (㈜건축사사무소 다솔 소장)
∙ 자재분과위원장 : 이정현 (㈜해강인터내셔널 대표)
∙ 감사 : 구본성 (유니우드㈜ 대표)
김대영 (HNH건설 대표)

■ 연회비 안내
회원사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회기 동안 성원해 주신 소중한 회비는 협회 운영의 씨드머니로 성장 발전하는데 크
게 도움이 되었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옵니다. 우리 협회는 금년도에도 내실을 기하면
서 대내외적으로 발전을 도모할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협회가 더욱 안정적으로 그리고 신임 회장단이 목표로 하는 사업계획에 전
력할 수 있도록 2019년도 회비를 납부해주시길 바랍니다.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2-145032 예금주 (사)한국목조건축협회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아이테코 오렌지존 7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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