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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조교수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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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가 젊고 우수한 교원의 활발한 연구를 돕기 위해 이원조교수 제도를 신설했다.
이원조교수 제도는 올 7월 우리 학교에 100억 원을 기부한 오이원 여사의 뜻을 기려 젊고 유능한 조교
수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달 15일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심의를 거쳐 1차로 9
명의 조교수가 선정되었다. 이원조교수에 선정된 조교수들은 3년 동안 연간 2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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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총학 회장 선거 “누구를...

지난달 21일 우리 학교 서울캠퍼스 수펙스관 아트리움에서 이원조교수로 임명된 9명의 조교수에 대한

2 2011 총학 회장 선거 "누구를...

임명장 수여식 및 축하만찬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오이원 여사와 가족들, 서남표 총장, 최병규 교학

3 온라인 셔틀버스 생긴다

부총장, 주대준 대외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서 총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이원조교수에 선정

4 내가 바로 KAIST의 강백호다

된 조교수들의 연구수행 내용 소개에 이어 오이원 여사의 축하인사가 있었다.

5 상상 그 이상이 이루어지는 도시,...
6 등록금 제도 마침내 개선, 학우 ...

이원조교수로 선정된 화학과 민달희 교수는 “이원조교수에 임명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열
심히 연구 활동에 주력해 학교와 나아가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

7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세계를 향...
8 외국인 총학생회(KISA) 회장 ...
9 EP13. 어?

고 말했다.

10 경제유니버시아드 대회 대상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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