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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3년도 정기총회 학회상 수상 후보자 추천 의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본 학회에서는 2013년도 정기총회 학회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아래와 같이 의뢰 

드리오니, 붙임 한 추천서양식에 수상후보를 추천하여 학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상의 종류 및 추천권자

 상의 종류 : 금속·재료상, 세아해암학술상, 창성학술상, 일진학술상, 전자·정보재료상,

윤동석상, 청웅상, 서정상, 철재상

 추천권자 : 평의원(전회장, 임원, 지부장, 분과위원장 포함)

2. 추천서 접수기간 : 2013년 8월 23일(금)까지

3. 제출서류 : 수상 후보자 추천서(첨부 된 소정양식), 사진이 첨부 된 수상 후보자 이력서

4. 문의 및 제출처 : 이메일 metal@kim.or.kr /문의 070-4266-1646, 한지선 대리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2013년도 정기총회 학회상 후보자 추천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수한 후보를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2013년도 학회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
      (양식은 www.kim.or.kr의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2. 역대 수상자 명단
 

사단법인 대한금속ㆍ재료학회장 신 광 선



성 명

전화 번호 연령

재 직 처 직위

주 소
□□□-□□□

추천 부문(상명)

붙임1)

2013년도 학회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

*추천내용

 위와 같이             수상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2013 년    월     일
 추천 자격:                                  성     명:               (인)  

사 단 법 인  대 한 금 속 ․ 재 료 학 회 장  귀 하



1980 윤동석 1981 박평주 1982 양훈영 1983 김동훈 1984 오항기

1985 김수영 1986 홍종휘 1987 김상주 1988 한봉희 1989 강일구

1990 염희택 1991 김학기 1992 김연식 1993 김현철 1994 오재현

1995 김종진 1996 김수식 1997 최형섭 1998 김철우 1999 주창균

2000 최창영 2001 맹선재 2002 박태준 2003 이창희 2004 백덕현

2005 김정일 2006 강창오 2007 이원표 2008 홍상복 2009 이구택

2010 나형용 2011 허진규 2012 이운형

2004 이성래 2005 백홍구 2006 이종람 2007 이재갑 2008 주승기

2009 김영호 2010 김정일 2011 박병우 2012 최치준

2007 이경섭 2008 이후철 2009 강탁 2010 이병주 2011 박경태

2012 이영국

1979 오항기
박종태 1980 배창국 1981 김학기 1982 백덕현 1983 윤직상

1984 박창주
박현우 1985 문인기 1986 백영현 1987 윤종규 1988 최종술

1989 김동의 1990 심재동 1991 김성수 1992 강춘식 1993 김성만

1994 노광현 1995 이일옥 1996 이후철 1997 장영원 1998 유병돈

1999 주웅용 2001 김성준 2002 정순효 2003 오규환 2004 이해건

2005 정인상 2006 권오준 2007 이창희 2008 민동준 2009 박경태

2010 오용준 2011 박종민 2012 이혁모

2010 민동준 2011 신경호 2012 김성균

2012 이종람

붙임2)

<학회상 수상자 : 추계시상>

◎ 금속․재료상

◎ 세아해암학술상

◎ 창성학술상(구 덕천학술상)

◎ 일진학술상

◎ 전자․정보재료상

◎ 윤동석상



1982 김동훈 1983 김택기 1984 김수식 1985 홍준표 1986 문인형

1987 나형용 1988 김학신 1989 강인찬 1990 조환종 1991 황용길

1992 김석윤 1993 이재하 1994 권혁무 1995 윤의박 1996 이준정

1997 조남돈 1998 한수양 1999 최창옥 2000 천병선 2001 이경섭

2002 허무영 2003 박종완 2004 박중근 2005 김영석 2006 노준웅

2007 조형호 2008 조영환 2009 김목순 2010 배정찬 2011 남태운

2012 김성모

1987 최종술 1988 박계생 1989 김재중 1990 이승관 1991 이창희

1992 남수우 1993 우종수 1994 박용진 1995 정장섭 1996 조정완

1997 안상호 1998 김기철 1999 고문찬 2000 장삼규 2001 최승주

2002 이진형 2003 허보영 2004 김재관 2005 김성만 2006 정우창

2007 박성호 2008 류재화 2009 손진군 2010 주상훈 2011 이영국

2012 문영훈

◎ 청웅상

◎ 서정상

1986 이동녕 1987 강춘식 1988 조현기 1989 이재영 1990 허진규

1991 맹선재 1992 김도훈 1993 최창영 1994 예길촌 1995 권숙인

1996 강석봉 1997 이용학 1998 강  탁 1999 김현태 2000 김학민

2001 홍준화 2002 금동화 2003 이종수 2004 김희중 2005 황순영

2006 정용환 2007 홍경태 2008 김정수 2009 EricFleury 2010 김상식

2011 김태엽 2012 최철진

◎ 철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