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 국 조 경 사 회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제

목 : 제37회 정기총회(이사회) 안내 및 참석요청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는 제37회 정기총회(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3. 바쁘시겠지만 단체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요청드리오며,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독려 부탁드립니다.
가. 정기총회(이사회) 개요
-일 시: 2017년 1월 19일(목), 13:00~17:50
*임원을 제외한 일반회원들께서는 14시 정기총회(특강)부터 참석 가능하십니다.
-장 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대회의실
-참가비: 회원 10,000원, 비회원 20,000원
나. 이사회 안내
-일 시: 2017년 1월 19일(목), 13:20~14:00
-장 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대회의실
-참석대상: 제19대 임원(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주요안건 ⦁2016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임원 인준 및 위원장 선임(안)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안)

붙 임 : 1. 제37회 정기총회(이사회) 식순 1부.
2. 참가신청서 1부. 끝.

(사 )한 국 조 경 사 회 회 장 최 종 필
시행 한조사 제17-013호

( 2017. 1. 12)

접수

(

)

138-73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1(신천동) 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401호
전화 02)565-1712
전송 02)565-1713
E-mail : ksla@chol.com
http://www.ksla.or.kr
담당 간사: 이지영 사무국장: 이주연

수신처: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사)한국환경계획‧
조성협회, (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사)한국경관학회, (사)놀이시설조경자재협
회,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조경부
서대표자협의회, 건설사 조경협의회, 한국조경설계업대표자협의회, 공공기관 조경협
의회, 조경기술사회

[붙임1]

제37회 정기총회 -이사회- 식순
등록/접수

한국과학기술회관 B1F 대회의실

13:00~13:20

이 사 회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참석

13:20~14:00

휴

식

정기총회
(-이사회-)

14:00~14:10
<1부> 개회식 및 특별강연

14:10~15:30

개회선언

-이사회-

오두환 기획홍보위원장

국민의례

-이사회-

오두환 기획홍보위원장

개 회 사

최종필 회장

축

사

손태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축

사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

특별강연
“Sales Strategy”- 최용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교수, 부총장)

휴식

15:30~15:50

<2부> 이‧취임식 및 안건(보고)

15:50~17:50

공로상, 감사장, 기술사상 수여

황용득 명예회장

의결정족수 성원보고
안건1: 2016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오두환 기획홍보위원장
-이사회-

감사보고
안건2: 임원 인준 및 위원장 선임(안)

최일홍 감사
-이사회-

공로패수여

황용득 명예회장
최종필 회장

이임사

황용득 명예회장

조경사회기 전달

명예회장/회장

제19대 회장단‧위원장단 소개

최종필 회장

안건3: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안)

-이사회-

최종필 회장

안건4: 기타 토의 사항

-이사회-

최종필 회장

공지사항 안내 및 폐회선언
리 셉 션

황용득 명예회장

SC컨벤션 강남센타(한국과학기술회관 12F)

오두환 기획홍보위원장
18:00~20:30

[붙임2]

Fax: 02-565-1713
E-mail: ksla@chol.com

참 가 신 청 서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Fax 또는 이메일로 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 : 정회원 1만원, 비회원 2만원(사전 무통장입금 또는 당일 현장납부)
무통장 입금계좌: 기업은행

132-048923-04-016 (사)한국조경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