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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가을학기 파견 
공과대학 주관 교환학생 모집

▶ 지원방법 : 서울대 포털 온라인 접수 (첨부파일 내용 참조) (1월 15일(화)부터 온라인지원 가능) 

▶ 원서마감 : 2019년 3월 11일(월) 18시까지(* 동경대에 한하여 2019년 2월 11일(월) 18시까지) 

자세한 사항은 알림광장-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해주세요.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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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대, 2018년도 신양 공학 학술상 시상식 개최 

 

▲ (왼쪽부터) 서울대 건축학과 조항만 부교수, 산업공학과 이경식 교수, 전기정보공학부 정윤찬 교수,  

건설환경공학부 송준호 교수, 기계항공공학부 고승환 교수, 재료공학부 강기석 교수

  

서울대 공대(학장 차국현)는 17일 12시 서울대 엔지니어하우스 대강당에서 ‘2018년도 신양 공학 학술상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

혔다. 

  

2018년도 신양 공학 학술상은 교육분야에서 3명, 학술분야에서 3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교육분야 수상자는 건축학과 조항만 부

교수, 산업공학과 이경식 교수, 전기정보공학부 정윤찬 교수이며 학술분야 수상자는 건설환경공학부 송준호 교수, 기계항공공학부

고승환 교수, 재료공학부 강기석 교수다. 

  

신양 공학 학술상은 서울대 공대 동문이자 태성고무화학㈜의 창업자인 故정석규 신양문화재단 이사장이 젊은 교수들을 위해 대학

발전기금에 출연하며 제정됐다. 본 상은 정 이사장의 호를 따서 명명됐으며, 서울대 공대에서 정교수 및 부교수로 승진한 49세 이하

의 젊은 교수들 중 업적이 가장 뛰어난 교수를 선발하여 시상한다. 2005년 처음 제정된 이래 올해가 14회째로, 올해까지 총 81명의

교수들이 이 상을 수상해 연구활동과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신양 공학 학술상을 제정한 故정석규 이사장은 1952년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후 50여년간 태성고무화학㈜을 운영해

왔다. 지난 2001년에는 회사를 매각한 자금으로 신양문화재단을 설립했으며, 서울대에 첨단 정보검색실과 열람실을 구비한 신양

학술정보 I호관, II호관, III호관을 건립하고 기증한 바 있다. 2005년부터는 신양문화재단을 교내에 있는 신양학술정보관으로 이전

하여 본격적인 장학사업을 펼치다가 지난 2015년 85세로 작고했다. 현재 신양문화재단은 서울대에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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