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일시 : 2021년 4월 05일

                 장소 : 협회 회의실 

(사)건축시공기술사협회 제2차 이사회



보고 안건

제1호 안건 : 교육 기관 승인 보고의 건

  ○ 국토교통부로부터 기술인 교육·훈련 기관 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았습

니다.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 협회는 아래와 같이 전문기관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제2호 안건 : MOU 건

 

○ (가칭) 사단법인 스마트건설드론협회(회장 전병국)과 드론 관련 협력 관

계를 위한 MOU를 2021년 2월 2일(월) 체결하였습니다.

    - 스마트 건설드론협회와는 드론 교육 및 시설물 촬영 등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을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세무TV와의 온라인 교육 관련 영상 촬영 및 온라인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협약을 2021년  2월 20일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 재난안전 드론 AI 기술협력단 포럼 설치를 위한 MOU를 가졌습니다.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SQ엔지니어링, 플럭시티, 스마트건설드론협

회, 한국수자원공사 사내벤처 워테인포랩스, 한양대학교 에리카 와 드

론 촬영 및 분석, 디지털 트윈의 연구 및 업무 수행에 관한 협약을 4월 

5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 SG드론과의 교육협력에 대한 MOU의 건

     드론 교육 전문기관인 SG드론 교육원과 건설 드론 교육에 관련한 교육

장의 공유 및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등에 관하여 협약하였습니다.

제3호 안건 : 사무국 상근 직원 및 전임 교수 채용의 건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전임 직원의 채용을 위해 전임교수 김영석, 

진선호, 사무차장 하선영을 채용하였습니다.

 

심의 안건

제1호 안건 : 정관 개정의 건

  ○ 협회 정관이 창립 시 제정된 이후 개정 이력이 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대적 흐름에 따른 협회의 업무 내용 및 기타 정관의 오류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정관 개정이 필요합니다.

   ▹ 협회의 의치 : 현재 정관상 서울에 본점을 두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 

현 위치로 이전 시 정관 개정이 필요

   ▹ 교육원 및 연구소 설립 등 시대적 소명을 위한 개정 필요성 

  ○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 최종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으로 

개정 범위 및 세무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세부 문구의 제작성에 

대한 위임 의결 필요

   ▹추가 또는 폐기, 개정 필요 항목에 대하여 협의 및 의결 상정

   ▹현 사무실 및 교육장 위치로의 주소 변경 승인 및 정관에 조소 명기 



의결 상정

   ▹기타 금일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반영을 위한 상세 문구 작성에 대

한 사무국 위임의 건  

제2호 안건 : 교육을 위한 세부 운영에 대한 위임의 건

   ○ 교육 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 계획 매뉴얼 및 

지침 등 기 제출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 계획의 수립 승인의 건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강사료, 부대 비용,  수강료 등 세부 사

항에 대한 계획 및 집행에 대한 회장단 및 교육원에 위임의 건

    

이상 이사회 안건 상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