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5차 정기총회 개최 (12.11)

1977

- 제1차 이사회가 개최되어 단체회원에 대한 등급제 실시 (1.22)

- 「Newsletter No.2」발간 (6월)

- 제1회「댐 건설 및 관리기술 세미나」개최 (6.25)

- 국제대댐회 (ICOLD) 제45차 집행위원회 참가 (오스트리아 잘스브르크, 9월)

- 제6차 정기총회 개최 (12.17)

1978

- 「Newsletter No.4」발간 (7월)

- 제2회「댐 건설 및 관리기술 세미나」개최 (10월)

- 국제대댐회(ICOLD) 제46차 집행위원회 참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10월)

- 「Newsletter No.5」발간 (12월)

1979

- 제3회「댐 건설 및 관리기술 세미나」개최 (9월)

- 국제대댐회(ICOLD) 제47차 집행위원회, 제 13차 총회 참가 (인도 뉴델리, 10월)

- ICOLD 제13차 총회 논문집에「Dam Behavior Measured by Embeded Instruments」외 4편 게재

- 「Newsletter No.6」발간 (12월)

1980

- 제8차 정기총회 개최 (1.19)

- 제4회「댐 건설 및 관리기술 세미나」개최 (10월)

- 국제대댐회 (ICOLD) 제48차 집행위원회 불참 (이태리 로마, 10월)

- ICOLD의 2개 기술분과 위원국 승인

- 「Newsletter No.7, 8」발간 (7월, 12월)

1981

- 제9차 정기총회 개최 (1.24)

- 제5회「댐 건설 및 관리기술 세미나」개최 (10월)

- 국제대댐회 (ICOLD) 제49차 집행위원회 참가 (스페인 스톡호롬, 5월)

- ICOLD의 2개 기술분과 위원국 승인

- 「회보 제9호, 제10호」발간 (9월, 12월)

1982

- 제10차 정기총회 개최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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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 대한토목학회에서 ICOLD 중앙사무국에 회원가입에 필요한 자료요청 (8.16)

- ICOLD 가입을 위하여 국내위원회의 조직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개발공사

(현재 K-water)가 주관하여 추진할 것을 대한토목학회로부터 권유함 (10.20)

-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 창립발기회 개최 (10.25)

-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 창립총회개최 (11.27)

1972

- 사단법인 한국대댐회 설립허가 (1.4)

- 한국대댐회 법인등기 (1.31)

- 호주 칸베라에서 개최된 제40차 ICOLD 집행위원회에서 67번째 ICOLD 회원국으로 가입 (4.18)

- 이사회 4회, 임시총회 1회

- 제 1차 정기총회 개최 (12.16)

1973

- 국제대댐회(ICOLD) 제 41차 집행위원회, 제 11회 총회 참가 (스페인 마드리드, 6월)

- ICOLD 제11차총회논문집에「Sand and Gravel Embankment in Winter Season in the Soyang-Gang Dam」게재

- 제2차 본회 정기총회 개최 (12.22)

1974

- 임시총회 소집(2월)

- 국제대댐회(ICOLD) 제42차 집행위원회 참가 (그리스 아테네, 5월)

- 제3차 정기총회 개최 (12.28)

1975

- 국제대댐회(ICOLD) 제43차 집행위원회 참가 (이란 테헤란, 10월)

- 제4차 정기총회 개최 (11.8)

1976

- 국제대댐회(ICOLD) 제44차 집행위원회, 제12̀차 총회 참가 (멕시코시티, 3월)

- ICOLD 제12차 총회 논문집에「Development of New Core Material Decomposed Granite in Andong Dam」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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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대댐회(ICOLD) 제56차 집행위원회, 제 16차 총회 참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6월)

- ICOLD 제16차 총회 논문집에「Analytical Assessment on the Design Flood and Control Rule of Dams in the Han River」외

8편 게재

- 제9회「학술발표회」개최 (11월)

- 「회보 제20호」발간 (12월)

1989

- 제17차 정기총회 개최 (1.30)

- 국제대댐회 (ICOLD) 제57차 집행위원회 참가 (덴마크 코펜하겐, 7월)

- 「회보 제21호」발간 (12월)

1990

- 제18차 정기총회 개최 (1.30)

- 국제대댐회(ICOLD) 제58차 집행위원회 참가 (호주 시드니, 5월)

- 제10회「학술발표회」개최 (11월)

- 「회보 제22호」발간 (12월)

1991

- 제19차 정기총회 개최 (1.29)

- 국제대댐회 (ICOLD) 제59차 집행위원회, 제 17차 정기총회 참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6월)

- ICOLD 제17차 총회 논문집에「Circulation due to Density Flow in Reservoir or Regulating Pond for Large Dam」외 4편 게재

- 제11회「학술발표회」개최 (11월)

- 「회보 제23호」발간 (12월)

1992

- 제20차 정기총회 개최 (1.31)

- 국제대댐회 (ICOLD) 제60차 집행위원회 참가 (스페인 그라나다, 5월)

- 한국대댐회 창립 20주년 추진협의회 구성 (9월)

- 「본회 창립20주년 기념 제12회 댐 건설 및 수자원개발 심포지움」개최 (11월)

- 「회보 제24호」발간 (12월)

1993

-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1월)

- ICOLD 제61차 집행위원회 및 국제심포지엄 참가 (이집트 카이로)

- 「제13회 댐 및 수자원개발 심포지움」개최 (11월)

- ICOLD 제18차 총회 5편 논문제출 (9월)

부 록

421

- 제6회「댐 건설 및 관리기술 세미나, 본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개최 (10.23)

- 국제대댐회 (ICOLD) 제50차 집행위원회, 제 14차 총회 참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4월)

- ICOLD 제13차 총회 논문집에「Re-Evaluation of Design Data for the Overflowed Guesan Dam」외 4편 게재

- 「회보 제11호, 제12호」발간 (9월, 12월)

1983

-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1.21)

- 정동에서 여의도로 본회사무국 이전 (5월)

- 국제대댐회 (ICOLD) 제51차 집행위원회 참가 ( 국 런던, 8월)

- 「회보 제13호」발간 (8월)

1984

- 제12차 정기총회 개최 (1.28)

- 「1984 Study Tour in Korea」실시 (5.22∼27)

- 국제대댐회 (ICOLD) 제52차 집행위원회 참가 (일본 동경, 5월)

1985

- 제13차 정기총회 개최 (1.31)

- 국제대댐회 (ICOLD) 제53차 집행위원회, 제 15차 총회 참가 (스위스 로잔, 6월)

- 제15차 총회 논문집에 4편의 논문 게재

- 「회보 제16호」발간 (10월)

1986

- 제14차 정기총회 개최 (1.24)

- 국제대댐회 (ICOLD) 제54차 집행위원회 참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6월)

- 제7회「댐 건설 및 관리기술 세미나」개최 (11월)

- 「회보 제17호」발간 (8월)

- 3개의 기술 분과위원회 (댐 설계분과위원회, 댐수문 및 수리분과위원회, 댐 시공 및 관리분과위원회) 신설 (12월)

1987

- 제15차 정기총회 개최 (1.23)

- 국제대댐회 (ICOLD) 제55차 집행위원회 참가 (중국 북경, 5월)

- 제8회「학술발표회」개최 (11월)

- 「회보 제18호」발간 (11월)

1988

- 제16차 정기총회 개최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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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제31차 정기총회 개최(2월)

- 2003년 제71차 ICOLD 연차회의 및 제 21차 정기총회 참가 (캐나다 몬트리올, 9월)

- 댐안전 국제심포지엄 및 한일대댐회 기술교류회의 (대전, 10월) 

- 2004 서울 연차회의 study tour 점검- ICOLD 관계자 방문 (충주댐, 11월)

2004

- 제32차 정기총회 개최 (2.20)

- 2004년 제72차 ICOLD 연차회의 서울 개최 (대한민국 서울, 5월)

- 제1회 한·러시아 대댐회 기술협력회의 (러시아 모스코바, 9월) 

- 제1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참가 (중국 난징, 10월)

2005

- 제33차 정기총회 개최 (5.23)

- 2005년 73차 ICOLD 연차회의 참가 (이란 테헤란, 5/1~6)

- 제2회 동아시아(EADC) 댐 컨퍼런스 참가 (일본)

- 댐기술 심포지엄 및 임시총회 개최 (10.12)

2006

- 제34차 정기총회 개최(2.21)

- 제74차 ICOLD 연차회의 및 22차 총회 참가 (스페인 바로셀로나, 6/15~23)

- 2차 이사회 개최 (7.25)

- 제3회 동아시아 댐기술 교류회의 개최 (10월, 대전, 서울, 경주,  제주)

- 3차 이사회 개최(12.19)

2007

- 제35차 정기총회 개최 (2.28)

- 물 관련 원로 및 임원 Water Tour 실시 (4.27)

- 2007년 제75차 ICOLD 연차회의 참가 (러시아 상트레테르부르크, 6/24~29)

- 제4회 동아시아댐 기술교류회의 (EADC) 참가 (중국 사천성 청두, 10월)

- 댐 기술 심포지엄 및 연말이사회 개최 (12.6)

2008

- 제36차 정기총회 개최 (2.15)

- 미국대댐회(USSD) 연차회의 및 심포지엄 참가 (4월)

- 국제방재산업기술전(DEMEX 2008) 댐 기술심포지엄 개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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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댐 여수로 수리모형실험」수탁사업 추진 (1993.10.15∼1994.3.15)

-「회보 제25호」발간 (12월)

1994

- 제22차 정기총회 개최 (1월)

- ICOLD 제62차 집행위원회 및 제 18차 총회 참가 참가 (남아프리카 듀어반, 11월)

- 「제14회 댐 및 수자원개발 심포지움」개최 (11월)

- 「회보 제26호」발간 (12월)

- 한국대댐회 20년사 발간 (12월)

1999

- 1999년 67차 ICOLD 연차회의 참가 (터키 안타리아, 9월)

- 댐기술 강연회 개최 (11.19)

- 「세계 댐 건설추이 및 우리나라 댐 건설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외 1건 연구용역 사업 수주

- 「회보 제33호」발간

2000

- 제 28차 정기총회 개최 (2.24)

- 2000년 68차 ICOLD 연차회의 참가 (중국 북경, 9월)

- 2000년 댐 기술 심포지엄 개최 (11.24)

- ICOLD 총회 1편, CFRD 국제심포지엄 1편 논문제출

- 대댐회 Homepage 구축 (www.kncold.or.kr)

2001

- 제29차 정기총회 개최 (2.20)

- 2001년 69차 ICOLD 연차회의 참가 (독일 드레스덴, 9월)

- 2001년 댐 기술 심포지엄 개최 (10.31)

- 제1회 한국·일본대댐회 기술교류회의 개최 (10.31∼ 31)

- 총 4건의 연구 용역 사업 수행

2002

- 제30차 정기총회 개최 (2.6)

- ICOLD 72차 연차회의 개최국 한국 선정

- 2002년 제70차 ICOLD 연차회의 및 기술심포지엄 참가 (브라질, 9월)

- 한국대댐회 창립 3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10.23)

- 제2회 한국·일본대댐회 기술교류회의 참가 (일본 동경, 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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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댐회 중·장기 추진전략

기후변화대응 수자원 시설물 활용 극대화 방안

- 종신회원명부 제작 및 배포

- 대댐회지(Vol.34) 발간 및 배포

2011

- 제39차 정기총회 개최 (2.24)

- 정관개정 승인 (이사범위, 위원회명칭변경 등)

- 신규단체회원사 입회 (태 건설: 특급회원)

- 미국대댐회(USSD) 연차회의 참가 (미국 샌디에고, 4.11~15)

- 제2차 이사회 개최 (4.18)

- 물 분야 원로 및 전문가 워터투어 실시 (4.27)

- 제79차 국제대댐회(ICOLD) 연차회의 참가 (스위스 루체른, 5.20~29)

- 제7회 동아시아댐기술교류회의(EADC) 참가(9월, 중국정주)

- RCD 댐건설 심포지움 개최 (과천, 10.13)

- 방재기술컨퍼런스 개최 (서울, 10.27)

- 일본대댐회 기술견학단 방문 (한탄강댐, 10.26~28)

- 토목학회 특별세션‘한국의 댐 60년’개최 (일산, 11.3)

- KNCOLD-YEF(Young Engineers Forum)위원회 신설

- ICOLD 6th post 부총재 후보추천 및 당선 (추천: 일본대댐회 T. Sakamoto회장)

- 대댐회지(Vol.35) 발간 및 배포

2012

- 제40차 정기총회 개최 (2.23)

- KNCOLD-YEF위원회 회의 개최 (3.28)

- 물 분야 원로 및 전문가 워터투어 (4.17)

- 미국대댐회(USSD) 연차회의 및 심포지엄 참가, 구두발표 1편 (4.23, 미국 뉴올리언스)

- ‘수리구조물의 재난방지 및 안전관리’방재세미나 개최 (5.29)

- 미래수자원포럼 공동 개최 (5.31)

- 러시아대댐회 관계자 시화조력발전소 견학 (6.1)

- 제80차 ICOLD 쿄토연차회의 및 24차 총회 참석 (일본 쿄토,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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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강수리위원회 기술교류회의 및 상설국제운항회의(PIANC) 참가

- 제 76차 국제대댐회(ICOLD) 연차회의 참가 (불가리아 소피아, 6/2~6)

- 댐기술교류회의 및 임시총회 개최 (9.8)

- 제5회 동아시아댐기술교류회의(EADC) 참가

- 발전기획위원회 활동

- 미국대댐회(USSD) 단체회원사 가입

- ICOLD 80주년 기념식 참가 (11월, 윤용남고문)

2009

- 원로초청 오찬간담회 개최 (2.18)

- 제37차 정기총회 개최(2.26)

- 정관개정

- 이사 및 부회장 위촉

- 미국대댐회(USSD) 연차회의 참가 (미국 내슈빌, 4.20~24)

- 국제방재기술컨퍼런스 방재세미나 개최 (서울, 4.23)

- 수자원원로 및 물전문가 Water Tour (4.27)

- 제77차 국제대댐회(ICOLD) 연차회의 및 23차 총회참가 (브라질 브라질리아, 5.21~29)

- 세계물위원회(WWC) 회원가입 및 정기총회 참석

- 미공병단 업무협약 체결 (9.16)

- 2차 이사회 개최 (9.29)

- 중국 Rockfill Dam 국제심포지엄 참석 (중국청두, 10월)

- 제6회 동아시아댐기술교류회의 개최 (서울, 10월)

2010

- 제38차 정기총회 개최(2.19)

- 정관 및 관련 규정 개정

- 신규단체회원사 입회 (계룡건설, 농어촌연구원, 대우엔지니어링, 두산건설, 포스코건설) 

- 미국대댐회(USSD) 연차회의 참가(미국 세크라멘토, 4.12~16)

- 제78차 국제대댐회(ICOLD) 연차회의 참가 (베트남 하오니, 5.20~29)

- 수자원학회 기획세션 개최 (대전, 5.14)

- 토목학회 특별세션 개최 (인천, 10.21)

- 국제 댐 기술 심포지움 개최 (대전, 11.4)

- 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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