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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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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위

24위
토목·구조공학

16위
화학공학

17위
재료공학

17위
기계·항공공학

34위
건축학

20위
전기·전자공학

38위
컴퓨터공학·
정보시스템

학생

6,558

교수

310

연구성과(연간)

1,795 논문출판현황 

1,566 국제SCI논문 

677 특허출원 

412 특허등록 

3,877 학사

1,608 석사

1,073 박사

234 교수

52 부교수

24 조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우리나라 공학(Engineering)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이끌어 온 자부심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 연구를 선도하며, 산업발전에 비전을 제시하는 글로벌 공학 리더로 도약하겠습니다. 

총 교수수명

편

편

건

건

총 학생수명

서울대학교 공학·기술분야 순위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공학·기술분야 과목별 순위

QS 세계대학평가(2017년)

참고(www.topuniversities.com)



Summary 발전기금 요약

3,875명679억원

서울대공대교육연구재단 

발전기금 총 모금액

(1986년~2017년 2월 현재 총 모금액)

연 2 명

GLP : 해외 파견 프로그램

공과대학 학생들에게 교환학생, 인턴, 하계강좌 등의 해외활동을 지원하여, 

공과대학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학생들의 국제적 안목을 키워 차세대  

공학 리더들을 육성합니다.

개인 기부자

(1986년~2017년 2월 현재) 

법인 기부자

(1986년~2017년 2월 현재)

413기관 

SNU

1986년부터 서울공대의 발전과 함께 해 온 따뜻한 손길들, 

출연하여 주신 기부금은 기부자님의 뜻에 따라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부자 수 

교육환경 및 인프라 개선 지원

해동학술문화관, 신양학술정보관, 엔지니어하우스, 융합강의동, 글로벌

공학교육센터, 중앙광장과 그 외 다수의 공과대학 건물의 시설 및  

인프라가 개선되었습니다. 

장학금 지원

공과대학과 각 학부·학과 및 동창회 장학금을 통해 매년 100명 이상의 

공과대학 학생들의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김농 장학금, 김태영 장학금, 동진쎄미켐 이부섭 장학금, 백강 최

창균 장학금, 소우 윤장섭교수 장학기금, 오봉 장학기금, 일봉 장학금, 조

명희/고병남 장학기금, 진성티이씨 윤우석 장학금, 각 동창회 장학금 등)

문화 및 교육행사 지원

공과대학  꽃보다 심천(해외 파견 프로그램), 아이디어팩토리 창업  

캠프, 창의설계축전 등의 행사에 지원

학과학부  건축전, 글로벌프로젝트, 기계공학 워크숍, 산공인의 밤,  

차세대건설리더아카데미, 항공우주전 등의 교육 및 문화  

행사, 각종 학술 활동과 동아리 활동에 지원  

그 외 다양한 지원

석좌교수 지원
(2016년 기준)

연 5회
포상금 지급

81명

(훌륭한 공대교수상, 발전공로상, 신양학술상 등)

기부 용도 



STOryTeLLinG viSiOn - 2020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글로벌 공학 교육 시스템 구축, 글로벌 공학 리더 양성, 글로벌 공학 캠퍼스 조성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여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발전기금 모금 운동입니다. 

viSiOn-2020
글로벌 공학교육의 중심

글로벌 공학 
교육 시스템 

구축

글로벌 공학 
리더 양성

글로벌 공학 
캠퍼스 조성

미래(혁신적) 과거(관행적)

모금 목적 기부 문화 확산 발전기금 재원 확보

모금 대상 동문, 학부모, 일반 국민(다수) 동문 중심의 개인 및 관련 법인(소수)

모금 홍보 방식

기부자와 1:1 접촉

언론, 방송 및 온라인을 통한 전국민적 캠페인

(지속적인 소액 & 고액 기부)

동문회 행사 시 홍보

(일회성 고액 기부)

기금 출연 후 관리
기부자가 직접 홈페이지에서 

출연금 사용 현황 확인
기부자 요청 시에만 출연금 사용 현황 보고

※ 새롭게 단장한 서울대공대 교육연구재단 홈페이지(http://engerf.snu.ac.kr/)를 통해서 다양한 기부 콘텐츠 및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wayS TO Give

발전기금 참여안내

약정방법

● 온라인 약정 | 홈페이지(http://engerf.snu.ac.kr)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약정 |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아래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우편 |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9동 239호

- E-mail | eng_fund@snu.ac.kr

- FAX | 02-872-9461

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기본재산_농협 079-01-300336, 보통재산_농협 079-17-009702(예금주: 공대연구재단)

위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고 서울대공대 교육연구재단으로 연락(TEL.02-880-7024)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결제 | 홈페이지(http://engerf.snu.ac.kr/) 에서 온라인약정을 통해 카드 결제 

● 휴대폰 결제 | 홈페이지(http://engerf.snu.ac.kr/) 에서 온라인약정을 통해 휴대폰 결제 

● 방문납입 | 학교에 직접 방문하시어 기금 전달

나의 기부프로그램 만들기

‘나의 기부 프로그램 만들기’란 기부자 본인이 기부 캠페인의 주체로서 기부금의 사용용도 지정, 기금 명칭 결정 및

기부 캠페인 과정 전반에 참여하며 모금 활동을 전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단장한 서울대공대 교육연구재단

홈페이지(http://engerf.snu.ac.kr/)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이런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혼자서는

선뜻 나서지 못했던 마음을,

뜻이 맞는 다른 기부자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님의 용기로 시작된

나눔은 많은 이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아울러 공과대학 학생들은

기부자님의 따스한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여 향후 

타인을 위한 또 다른 나눔을 

실천할 것입니다.

기부는 단순한 재정적인

지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씨앗들이 모여 

큰 숲을 이루는 나무가 되듯, 

기부자님의 용기 있는 마음은

한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kindS Of fundraiSinG

주요핵심사업기금

차세대 공학 캠퍼스 조성 기금

신공학관 산학협력단지 조성 및 통합 공학 캠퍼스 조성, 강의·연구

환경 개선, 복지환경 개선 등 차세대 공학 캠퍼스 구축을 위한 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위한 기금 모금 사업입니다.

학생 창업 지원 기금

꿈과 비전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공학기술과 선구자 정신을 

실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는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후배사랑 제자사랑 장학금

● 교육환경 및 인프라개선 기금

● 문화 및 교육 행사 지원 기금

●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기금

● 학과·학부 및 동창회 지정 기금

● 학과·학부 및 동창회 위임 기금

● 공과대학 사용 용도 지정 기금

● 공과대학 위임 기금

GLP(Global Leadership Program)기금

공대동창회에서 후원하는 ‘Vision 2010’ 사업 기금으로 학생들의  

해외활동을 통해 공과대학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국제적 안목을  

지닌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학생해외파견 지원 기금입니다.

서울공대 교수창업 드림팀 기금

10년 내에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할 잠재력 있는 서울공대의 

30·40대 젊은 교수·대학원생들이 혁신기술 창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신산업의 창출을 선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 유회진 학술정보관 시설 기금

● 국제교류 및 협력 지원 기금

● 학술정보 및 도서지원 기금

● 공학 활동 포상 기금



hOnOr rOLL Of dOnOrS

에스엔유프리시젼㈜

김정식(전자공학과 59졸)

삼성전자㈜

㈜동진쎄미켐

로이드선급협회 아시아

SK텔레콤㈜

최창영

포항종합제철㈜

한국전기통신공사

故정석규

대우조선해양㈜

곽영필

한국가스공사

(재)해동과학문화재단

최고산업전략과정 동문일동

(재)동부문화재단

남정현

(재)신양문화재단

삼성SDI㈜

일진전기㈜

김정식(건축학과 58졸)

오병환

한국전력공사

정덕균

제일모직㈜

박병준

유태용

무한기술투자㈜

태성고무화학㈜

한국무역협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윤우석

대덕전자㈜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우엔지니어링

차상균

현대중공업㈜

권욱현

㈜유신코퍼레이션

㈜만도 기흥중앙연구소

㈜노키아티엠씨

㈜휴맥스

이영묵

㈜진성티이씨

공병채

현대자동차㈜

故박민호

김대욱

상진개발㈜

㈜데이콤

㈜메디슨

지에스칼텍스㈜

삼호개발㈜

이달우

이흥복

최정욱

현대전자산업㈜

김춘길

윤장섭

㈜미래와도전

황창규

이성희

임광수

㈜디피아이

김영재

한화케미칼㈜

일진경금속㈜

인천제철㈜

OB맥주㈜

㈜삼지

Boeing International Corporation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 동문일동

변대규

김두철

네이버㈜

한국수력원자력㈜

㈜정공산업

한영자

故김인제 가족

채제한

김유현

㈜유풍

쌍용양회공업㈜

일진소재산업㈜

㈜시뮬레이션테크

(사)미국선급협회(ABS)

이의범

현대그룹

김문한

General Motors Corporation

이용경

서울공대 동창회

㈜한국해사기술

이종협

LG전자㈜

현대건설㈜

㈜일진유니스코

서울공대 화학생물공학부 동문일동

삼화모터스㈜

삼성물산㈜ 건설부문

최고산업전략과정 37기일동

서울공대 60입학동기회

서울공대 62입학동기회

이종덕

김대천

홍길표

㈜건화

대우전자㈜

공대교육연구재단과 본부발전기금에 공과대학 지정으로 1억5천만원이상 기부하여 주신 분들

의 성명을 기재하였습니다. 기부자 전체 명단은 서울공대지와 교육연구재단 홈페이지 (http://

engerf.snu.ac.kr) 및 공과대학 건물전자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으며, 1억원이상 기부하신 분들의 

성명은 공과대학 39동 2층 명예의 전당 명판에 영구 보존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현재 기부 금액순)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출연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면 관계상 공대교육연구재단 누적금액이 2억 원 이상인 법인 로고만 게시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서울대공대교육연구재단 

TEL  02-880-7024    FAX  02-872-9461 
E-MAIL  eng_fund@snu.ac.kr

HOMEPAGE  http://engerf.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