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는 길

오시는 방법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 지하철
▷ 3호선 대청역 하차 8번(SH공사)출구,
SH공사 지하1층으로 연결
▷분당선 대모산 입구역 하차 4번 출구,
도보로 10분 거리

2016년 제 17회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회

• 시내버스
▷ 3413번(강동 공영 차고지~수서역)
▷ 3420번, 4412번(장지동~수서역)
▷ 3423번(송파차고지~고속터미널)

일시 - 2016년 3월 11일 (금) 14:00 ~ 18:00
장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2층 강당

• 마을버스
▷강남 05번(가락시장 구룡마을)
▷강남 01번(일원동~삼성역
/ 2호선 삼성역에서 환승)

주관·주최 :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후원 :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는 글

환경부

2016년 제17회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회 일정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30 ~ 14:00

￭등록

사무국

어느덧 9대 협회가 출범한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4:00 ~ 14:30

￭ 전체 이사회의

사회자

일년 전 이맘때 협회를 맡고 잘 이끌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와 목표를

14:30 ~ 16:30

￭ 특별강연
- 자연환경보전사업 설계 가이드라인
- 가뭄과 보령댐 수질 및 생태적 영향
- UN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의의와 이행방안
- 2016년 환경부 자연보전국 업무 계획

국립생태원 박용수 박사
한국수자원공사 김호준 박사
KEI 강상인 박사
환경부 자연정책과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끼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실천에 잘 옮겼는지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자연환경분야가 활성화되고 기술자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나고
협회 회원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경주할 것입니다.

16:30 ~ 16:45

￭ Coffee Break

16:45 ~ 17:10

￭ 정기총회 행사 - 개회사
- 축사

17:10 ~ 18:00

￭ 총회 부의안건
- 의사정족수 성원보고
- 2015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 감사보고
-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정관개정 및 운영규칙 개정

존경하는 회원님들,
봄의 설레임과 함께 봄맞이로 분주한 3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초목의 새싹이 돋아나고 동면하던 생물들이 땅속에서 나오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차길 기대해 봅니다.
2016년 힘찬 출발을 위해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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