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LETTER

12 技術士 Vol.44 No.3

일본대지진구호성금모금결과
회원들의 건의에 따라 동일본대지진 재해돕기 구호성금모금을 실시한 결과 박 환 이사
100만원 등 총 2,330,000원이 모금되어 이를 일본기술사회를 통해 재해복구에 기탁하
던 바 일본기술사회 회장이 감사를 표해 왔기에 게재합니다. -사무국

<번역문>
한국기술사회회장한 성귀하

친애하는 한국기술사회를 비롯하여 회원님 모든 분들, 이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에 대해 큰
지원금과격려의말 을주신데대하여우리일본기술사회는진심을담아감사의뜻을표합니다.

일어날수도있는재해이지만현실을보면근처에서느끼는저희들은도저히남의일이라고생각할수없는
대참사입니다. 하루라도빨리복구의손이닿을수있도록일본국민의일원으로서역할을하는것이저희들
의책임이라고생각합니다. 여러분으로부터받은지원금은우리일본기술사회회원의지원금과함께피해자
지원을위해서기관에기부하여피해자지원에일조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시한번한국기술사회를비롯한회원모두에게감사를표하며귀회의발전을기원합니다. 

2011년 4월 13일

일본기술사회 회장 다카하시오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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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시행규칙개정>
지난 4월 4일 기술사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0호)됨에
따라기술사회원여러분들께서는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기술사경력증명서등을
수수료없이발급받으실수있습니다.

- 아 래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금전납부제도합리화방안의전자증명서발급무료화에따라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기술
사경력증명서등을발급받을경우에는수수료를면제하는근거규정마련

◈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2조의2(수수료의 면제) 기술사가 법 제5조의5에 따
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를 발
급받을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한국기술사회-KAIST 융복합기술교육협약체결
한국기술사회(회장 한 성)와 KAIST(총장 서남표)는 기술사를 대상으로 양 기관이 협력하여 수준높은
교육을 시행키로 하고 2011년 4월 13일에 협약을 체결하 습니다.

-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 협약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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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사회 교육본부 사무실 이전

한국기술사회 교육본부는 2011년 4월 14일(목)부로 현재의 교육장 6층에 사무실을 이전하 습니다. 
기술사교육훈련(CPD) 문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사 교육훈련 문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5 에스코빌딩 6층
▶ 기술사 경력신고 문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903호
▶ 국제기술사 문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본관 401호

2011년 국비지원이공계전문기술
연수사업실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본 사업은 이
공계 대졸 미취업자에게 양질의 현장 적응형 전문교육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실업문제를
해결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 연수사업에 우리 회가 주관기관(협력기관 : 건축구
조분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 연수목적
우수인력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는구조기술사사무소등에구조설계전문인력을공급코자맞춤형인
재양성및100%취업보장을통한국가기술경쟁력강화

2. 연수내용
(1) 연수내용및인원 : 건축구조설계전문인력양성과정, 연수인원 : 30명
(2) 총연수기간 : 2011년 4월 18일∼2011년 9월 30일 (24주:전문연수(16주)+기업연수(8주))
(3) 연수비 : 국가에서지원함

구 분 내 용

전문
분야 건축구조설계실무및구조감리 (장소 : 한국기술사회종합교육원)

연수
기간 2011. 04. 18 ~ 2011. 08. 8(16주) 1주 3일 1일(8시간)  09:00∼18:00

연수 (16주) 평가
실무에직접활용되는이론및간단한실습, 과제물부여, 평가실시

기간 (시험 : 60%, 출석 : 40%)

(24주)
기업

분야 건축구조설계실습 (장소 :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연수
기간 2011. 08 .09 ~ 2011. 09. 30(8주) 1주 5일 1일(8시간)  09:00∼18:00

(8주) 평가
프로젝트수행을위한집중실무연수, 평가실시

(과제물 : 60%, 출석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