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회원 여러분”
제14대 회장 후보 수원대 유광호입니다.

1 화합으로 혁신하는 학회, 

함께 만들겠습니다!

저는 우리학회가 ‘대한터널협회’ 시절인 1998년부터 활동해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학회는 ‘한국터널공학회’ 및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학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한 번의

경선도 없이 학회 회장 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가족 같이 단합하는

학회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학회에 봉사하면서 쌓아온 경

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학회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속적인 학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학회’, ‘내실 있는 학회’, ‘국제적인 역량을 강화

하는 학회’를 반드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선거홍보를 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기호 1번 유광호’

후보에게 소중한 1 표를 꼭 찍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

합니다.

저는 논문집 간사, 기술위원회 및 국제학술대회 분과위원장, 전담이사,

부회장, 감사 등 주요 직책을 두루 맡으면서 우리학회에서 중추적인 역할

을 해왔습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도 학회에 대한 애정이 많고, 학회를 잘

이끌어 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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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합으로 혁신하는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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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년 동안 학회에 봉사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표 공약을 발굴하였습니다.

소통과 화합
하는 학회

내실있는
학회

국제 역량을
강화하는 학
회

- 유관 학회 및 협회와의 연계를 통한 학회 위상 제고

- 정⋅관계 및 지자체와의 협력 및 연계 프로그램 추진

- 특별위원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 및 활동 유도

- 젊은 터널인 및 여성 터널인의 학회운영 참여 유도

- 사회 이슈에 호응하며 국가 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학회 운영

- 학회 부회장 중심의 적극적인 학회운영 및 활동 유도

- 회원 관심사항 및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학술발표회 등 개최

- 기술위원회 및 특별위훤회 등 학술활동 지원 강화

- 관⋅공기업 발주 연구개발사업 발굴 및 학회주도 수주 연계

- ITA 대회의 2번째 한국 유치 신청 및 지원

- 기술위원회와 연계한 ITA Working Group 활동 활성화

- 대만 등 아시아 터널 관련 기관과 협력 및 교류체계 구축

- 젊은 터널인들의 국제 학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지원

위 공약 실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회원님과 항상 함께하는 건실한 학회를

만들 것을 약속드리며,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유광호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