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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의 날(3월 30일) 제정에 대하여
역사적 고찰
우리나라 최고의 정사라고 볼 수 있는 삼국사기에 토목이란 용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신라 9대 왕(伐休泥師今) 4년, 서기 187년의
기록이다. 이해 봄 음력 3월에 “토목공사를 일으켜 농사철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無作土木之事 以奪農時)”는 명령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토목사업에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이보다 94년 앞선 신라 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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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逸聖泥師今) 11년으로 서기 138년 봄 음력 2월에 “농사는 정사의 기본이며,
먹는 것은 백성들의 가장 소중한 과제이니, 각 고을에서는 제방을 수축하고
전답을 넓게 개척하라(農者政本 食性民天 諸州郡 修完堤防 廣闢前夜)”는
명령을 내렸다는 조항이 있다. 백제본기에는 토목 관련 기록은 백제 6대
왕 (仇首王) 9년으로 서기 222년 봄 음력 2월에 “담당관에게 명하여 제방을
보수토록 하였다(命有司修堤防)”라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 “태조
7년, 서기 1398년 음력 2월 8일 남문 준공, 동년 3월 3일 한양도성 축조로
역군을 돌려보냄(漢陽道成 完工日)”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제정 배경
조선의 수도를 한양(현 서울)로 정하고 도성(都城) 축조, 완공한 시기가 태조

2019. 3. 29. (금)

7년 음력 3월 3일, 즉 1398년 3월 3일이다. 그 후 정확히 600년 후인 1998년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대한토목학회는 한양 도성, 즉 서울 도성의 준공일인 음력 3월 3일의 양력날짜
3월 30일을 제1회 토목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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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Program

대한토목학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토목의 날’에 회원 여러분들을

2019. 3. 23. (토)

초대합니다.

09:30 ~12:00 한양도성순성 / 남산(목멱산) 구간

1998년 첫 기념행사를 시작한 ‘토목의 날’이 이제 스물두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토목의 날’은 토목공학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속을 다지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토목공학의 사회적 역할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 미래

2019. 3. 29. (금)

토목공학인들의 소명의식을 일깨워주는 다짐의 장이기도 합니다.

11:40 ~13:50 3층 중회의실

올해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토목공학! Civil Engineering for a Better
World!”라는 슬로건을 선정하여 토목공학의 필요성과 위대함을 알리는데

전국 토목관련학과 학과장 연석회의

한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토목기술의

1) 공학교육인증제와 기술사제도 연계 현황
2)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ERICA IC-PBL - 공학대학 사례와 성과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한양도성을 순성하고, 다양한 경진대회와
공모전에 토목공학 관련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참여합니다. 또한 건설기술

14:00 ~15:30 2층 대회의실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올해의 토목구조물 선정을 통해 토목공학에

토목의 날 기념식 · 시상식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 토목기술자의 귀감이 되는 ‘다산 정약용’의
재조명과 그를 위대한 토목의 유산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16:00 ~16:30 2층 대회의실

16:00~18:00 2층 중회의실

‘청년토목인 정약용’을 주제로 새롭게 강연회를 마련했으며, 매년 기념식과

토목 유산 강연

함께 진행되었던 건설정책포럼은 ‘국가 인프라와 국민의 권리’ 라는 주제로

주 제 : 청년토목인 정약용
강연자 :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김평원 교수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제22회 토목의 날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부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16:30 ~18:00 2층 대회의실

제22회 건설정책포럼
주제 : 국가인프라에 대한 국민의 권리

참여한마당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3월
대한토목학회 제51대 회장

18:30~19:30 3층 로비

축하리셉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