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공학인재양성 공인원이 함께합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수신자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장

 (참조)

 제  목 2016년 제10회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입상명단 및 시상식 개최 안내

              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년 제10회 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 시상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귀 대학 수상자 및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6년 11월 10일(목) 14:00 ~ 16:30

              나. 장    소 : 일산 KINTEX 제2전시장 회의실 307호

              다.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13:30~14:00 등록

14:00~14:10 인사말 및 환영사

14:10~14:40 시상식 및 기념촬영

14:40~14:50 심사위원 강평 심사위원장

14:50~15:00 지도교수 강평 대상 지도교수

15:00~15:40 수상자 발표 금상, 대상 수상자

15:40~15:45 폐회

15:45~16:30 입상 포트폴리오 전시

                 ※ 입상자는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대상 및 금상수상자는 수상자 발표예정.

 라. 신청안내

                - 신청방법 : 아래 양식으로 작성하여 이메일 (ksshin@abeek.or.kr) OR 팩스 (02-6261-3003) 회신

성 명 소속 학과 직 위 휴대폰 번호 비고

                - 신청기간 : 2016년 11월 8일(화)까지



붙임 1. 2016년 제10회 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 입상자 명단

붙임 2. 일산 KINTEX 약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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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6년 제10회 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 입상자 명단

종류 분야 이름 소             속 비고

대상 2분야 조재훈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육부장관상

금상

(7)

1분야 신희윤 한양대학교ERICA 기계공학과

한솔그룹상

2분야 임보나 강원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3분야 허태정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

4분야 김경희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

5분야 최건희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전문대-1분야 김성도 영남이공대학교 기계공학과

전문대-2분야 김기랑 영남이공대학교 전기자동화과

은상

(14)

1분야
심예슬 조선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한국공학교육인

증원장상

이유정 경상대학교 항공우주시스템공학과

2분야
최신형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고현주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3분야
백찬기 단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김양우 전남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과

4분야
김성국 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임진솔 한양대학교ERICA 재료공학과

5분야
염경훈 조선대학교 광기술공학과

최지혜 영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전문대-1분야
장유진 동양미래대학교 자동화시스템

박종혁 영남이공대학교 기계공학과

전문대-2분야
박수빈 동양미래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과

김소희 두원공과대학교 정보통신과

동상

(21)

1분야

권오준 경북대학교 생물산업기계공학과

한국공학교육인

증원장상

이건후 전남대학교 기계공학부

김중원 충남대학교 기계설계학과

2분야

장형욱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건축공학과

서인애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서유진 한국교통대학교 건축공학과

3분야

이소희 한국해양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최인수 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이지승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4분야

김경진 중앙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부

김지현 경상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박정은 동국대학교 화학생물공학과

5분야

윤진이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정상혁 건양대학교 컴퓨터학과 (의료IT공학과)

김희준 전북대학교 IT정보공학과

전문대-1분야

윤은지 인하공업전문대학 화공환경과

박찬희 인하공업전문대학 건축과

유준호 동양미래대학교 로봇공학부

전문대-2분야

양시내 동양미래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과

김승중 인하공업전문대학 정보통신과

김태훈 영남이공대학교 전자정보계열

합계 43명



[붙임 2] 일산 KINTEX 약도

∎홈페이지 위치 : http://www.kintex.com/client/c071101/c071101_00.jsp

주소 : (103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전화 : 031-810-8114

일산 KINTEX 약도



<KTX>

<버스 노선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