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공학인재양성 공인원이 함께합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수신자 공과대학장

(참조) 공학교육연구/혁신센터장

제  목 2019년 제13회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입상명단 및 시상식 개최 안내

              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제13회 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 시상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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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래 -

              가. 일    시 : 2019년 11월 26일(화) 14:00 ~ 16:30

              나. 장    소 : 송도컨벤시아 114호 

              다.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13:30~14:00 등록

14:00~14:10 인사말 및 환영사 수석부원장

14:10~14:40 시상식 및 기념촬영

14:40~14:50 심사위원 강평 심사위원장

14:50~15:00 지도교수 강평 대상 지도교수

15:00~16:00 수상자 발표 금상, 대상 수상자

16:00~16:10 폐회

16:10~16:30 입상 포트폴리오 전시

붙임 1. 2019년 제13회 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 입상자 명단.

     2. 2019년 제13회 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 시상식 참석 협조 요청  끝.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

기안자 선임연구원 박신선  기획관리팀장/사무국장 안효룡  사무처장 최세휴 연구센터소장 윤구영 수석부원장 전결 이경우

협조자

시  행 공인원 2019-336-기획  (2019. 11. 15.) 접수   -          (2019.     .      )

주  소 (062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21 파라다이스벤처타워 7층 홈페이지 http://www.abeek.or.kr

전  화  (02)6261-3001 전송 (02)6261-3003 이메일 : sspark@abeek.or.kr 공개여부 : 공개



[붙임 1] 2019년 제13회 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 입상자 명단

종류 분야 이름 소             속 비고

대상 2분야 전주희 한국교통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육부장관상

금상

(7)

1분야 최재일 인하대학교 기계공학부

한국공학교육

인증원장상

2분야 김혜진 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

3분야 김나현 건양대학교 의공학부

4분야 임정인 광운대학교 화학공학과

5분야 이채은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전문대-1분야 신천지 영남이공대학교 기계공학과

전문대-2분야 임윤정 명지전문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은상

(14)

1분야
이현규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한국공학교육

인증원장상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2분야
김동주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지우 경기대학교 토목공학과

3분야
곽호권 선문대학교 기계ICT융합공학부

김하은 단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4분야
김문진 부산대학교 재료공학부

김정연 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5분야
연진욱 원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유명성 충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전문대-1분야
윤세준 영남이공대학교 기계공학과

이서희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전문대-2분야
이재승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컴퓨터시스템공학과

전세연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컴퓨터정보과

동상

(21)

1분야

강승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한국공학교육

인증원장상

김예빈 경상대학교 기계공학전공

류윤식 홍익대학교(세종) 기계정보공학과

2분야

박승연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윤지영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조서원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3분야

김상우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박민지 부산대학교 산업공학과

최연흠 목포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과

4분야

김광수 홍익대학교(세종) 바이오화학공학과

이다혜 공주대학교 화학공학부

호창원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5분야

이규빈 창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성훈 창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조예은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전문대-1분야

김성민 신성대학교 자동차계열

김태영 두원공과대학교 기계설계과

한정훈 조선이공대학교 생명환경화공과

전문대-2분야

김동민 명지전문대학교 소프트웨어콘텐츠과

김동우 영남이공대학교 전기자동화과

이상진 영남이공대학교 전기자동화과

합계 43명



[붙임 2] 2019년 제13회 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 시상식 참석 협조 요청 공문

「글로벌 공학인재 양성 공인원이 함께 합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수   신 수신처 참조

협   조 공과대학장, 공학교육연구/혁신센터장

제   목 2019년 제13회 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 시상식 참석 협조 요청

             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이하“공인원”)에서 시행한“2019년 제13회 학생

포트폴리오경진대회” 심사결과 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1. 입상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하여 귀 대학 소속 학생이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상식 외에도 대상, 금상수상자 (일부)의 포트폴리오 제작 후기 발표

및 입상 포트폴리오의 전시도 진행되오니 수상학생 및 귀 대학 공학교육 관계자들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9년 11월 26일(화) 14:00 ~ 16:30

              나. 장    소 : 송도컨벤시아 114호 

              다.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13:30~14:00 등록

14:00~14:10 인사말 및 환영사 수석부원장/원장

14:10~14:40 시상식 및 기념촬영

14:40~14:50 심사위원 강평 심사위원장

14:50~15:00 지도교수 강평 대상 지도교수

15:00~16:00 수상자 발표 금상, 대상 수상자

16:00~16:10 폐회

16:10~16:30 입상 포트폴리오 전시

첨부 1. 2019년 제13회 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 입상자 명단.  끝.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

수신처 : 건양대학교 총장, 경기대학교 총장, 경상대학교 총장, 경희대학교 총장, 공주대학교 총장, 광

운대학교 총장, 국민대학교 총장, 단국대학교 총장, 동국대학교 총장, 두원공과대학교 총장, 명지전문

대학교 총장, 목표대학교 총장, 부산대학교 총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선문대학교 총장, 신성대

학교 총장, 영남이공대학교 총장, 원광대학교 총장,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총장, 

인하대학교 총장,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중앙대학교 총장, 창원대학교 총장, 충남대학교 총장, 충북대

학교 총장,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홍익대학교(세종) 총장

기안자 선임연구원 박신선  기획관리팀장/사무국장 안효룡  사무처장 최세휴 연구센터소장 윤구영 수석부원장 전결 이경우

협조자

시  행 공인원 2019-336-기획  (2019. 11. 15.) 접수   -          (2019.     .      )

주  소 (062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21 파라다이스벤처타워 7층 홈페이지 http://www.abeek.or.kr

전  화  (02)6261-3001 전송 (02)6261-3003 이메일 : sspark@abeek.or.kr 공개여부 : 공개



[첨부 1] 2019년 제13회 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 입상자 명단

종류 분야 이름 소             속 비고

대상 2분야 전주희 한국교통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육부장관상

금상

(7)

1분야 최재일 인하대학교 기계공학부

한국공학교육

인증원장상

2분야 김혜진 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

3분야 김나현 건양대학교 의공학부

4분야 임정인 광운대학교 화학공학과

5분야 이채은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전문대-1분야 신천지 영남이공대학교 기계공학과

전문대-2분야 임윤정 명지전문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은상

(14)

1분야
이현규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한국공학교육

인증원장상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2분야
김동주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지우 경기대학교 토목공학과

3분야
곽호권 선문대학교 기계ICT융합공학부

김하은 단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4분야
김문진 부산대학교 재료공학부

김정연 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5분야
연진욱 원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유명성 충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전문대-1분야
윤세준 영남이공대학교 기계공학과

이서희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전문대-2분야
이재승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컴퓨터시스템공학과

전세연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컴퓨터정보과

동상

(21)

1분야

강승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한국공학교육

인증원장상

김예빈 경상대학교 기계공학전공

류윤식 홍익대학교(세종) 기계정보공학과

2분야

박승연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윤지영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조서원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3분야

김상우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박민지 부산대학교 산업공학과

최연흠 목포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과

4분야

김광수 홍익대학교(세종) 바이오화학공학과

이다혜 공주대학교 화학공학부

호창원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5분야

이규빈 창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성훈 창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조예은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전문대-1분야

김성민 신성대학교 자동차계열

김태영 두원공과대학교 기계설계과

한정훈 조선이공대학교 생명환경화공과

전문대-2분야

김동민 명지전문대학교 소프트웨어콘텐츠과

김동우 영남이공대학교 전기자동화과

이상진 영남이공대학교 전기자동화과

합계 4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