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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전기 POST ECH 학위수여식

2018-02-12

2017학년도 전기&nbsp;POSTECH 학위수여식2018.02.09(금)&nbsp; 10:40~대학체육관

엔지니어링대학원 서석환 교수 명예교수 추대

2017-09-18

지난 2017년 8월 23일(수) 포항공과대학교 국제관 그랜드볼룸에서는 교수 정년퇴임 및 명예교수
추대식을 가졌다.&nbsp;
이날 엔지니어링대학원, 산경과, 전자과, 화공과 등 총 6개 학과에서 7명의 교수님께서는 오랜 기
간 우리 대학에 재직하시면서 교육과 연구를 통해 대학발전과 후학양성에 힘써 왔다. 대학에서는 그
간의 헌신적인 공로와 탁월..

엔지니어링대학원 박현철 교수 명예교수 추대

2017-03-23

지난 2017년 2월 22일(수) 포항공과대학교 국제관 그랜드볼룸에서는 교수 정년퇴임 및 명예교수
추대식을 가졌다.&nbsp;
이날 엔지니어링대학원, 수학과, 전자과, 물리과등 총 4개 학과에서 7명의 교수님께서는 오랜 기간
우리 대학에 재직하시면서 교육과 연구를 통해 대학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써 왔다. 대학에서는 그
간의 헌신적인 공로와 탁..

POST ECH 대학원 서울 입학 설명회 안내

엔지니어링대학원은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과정 신입생을 모집하며,
3월 24일(금)&nbsp;서울 코엑스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합니다.
&nbsp;
- 문의: 이메일: gem-admission@postech.ac.kr / 전화: (054)279-9203
- 신청: 대학원 설명회 신청 바로가기 클릭

2017-03-10

엔지니어링대학원 첫 공학박사 배출

2017-02-08

엔지니어링대학원에서는 대학원 개설 5년 만에 국내 첫 엔지니어링공학 박사를 배출한다.
&nbsp;
첫 박사졸업자는 박용희, 신기영&nbsp;동문은 대학원 첫 박사 졸업생이다.
박용희 동문의 연구분야는 "구조 해석을 통한 철강 플랜트 매커니즘 규명 및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
로, 단순 연구 프로젝트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 ..

2017-18 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모집 안내

2017-01-26

엔지니어링 산업을 선도할 도전적인 이공계 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다립니다.
&nbsp;
-&nbsp;인터넷 접수: http://admission.postech.ac.kr
- 문의: 엔지니어링대학원
&nbsp; Tel: 054-279-9203&nbsp; &nbsp;E-mail: gem-admission@..

2017-18 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특차모집 안내

2016-12-12

&nbsp;
-&nbsp;인터넷 접수: http://admission.postech.ac.kr
- 문의: 엔지니어링대학원
&nbsp; Tel: 054-279-9203&nbsp; &nbsp;E-mail: gem-admission@postech.ac.kr
&nbsp;
&nbsp;

2017학년도 엔지니어링대학원(GEM) 신입생 모집 안..
2017학년도 포항공과대학교 엔지니어링대학원(GEM) 신입생 모집&nbsp;
&nbsp;
- 접수기간: &nbsp;2016년 4월 26일(화) ~ 10월 17일(월) 18:00
- 모집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ㆍ박사 통합과정
- 모집요강 및 세부내용 : 바로가기
&nbsp;
엔지니어링 산업을 선도할 도전적인..

2016-09-02

2016 엔지니어링대학원 체육대회

2016-06-14

&nbsp;
&nbsp;

&nbsp;
2016 엔지니어링대학원 체육대회
2016.5.12(목) / 포스텍 대운동장&nbsp;
&nbsp;
2016&nbsp;종합 1위:&nbsp;화공
&nbsp;&nbsp;&nbsp;&nbsp;&nbsp;&..

2016학년도 엔지니어링대학원 스승의 날 기념행사

2016-06-14

2016학년도 엔지니어링대학원 스승의 날 기념행사
2016.5.12(목) / 포항공대 철강공학동

2015학년도 전기 POST ECH 학위수여식

2016-03-22

2015학년도 전기&nbsp;POSTECH 학위수여식
2016.02.19(금)&nbsp; 10:40~대학체육관

제 2차 엔지니어링 인력양성사업 수행기관 통합 워크숍

2016-03-22

ㅇ 행 사 명 : 제 2차 엔지니어링 인력양성사업 수행기관 통합 워크숍
&nbsp;
ㅇ 일 자 : ‘16년 1월 12일(화) ∼ 13일(수), 1박2일
ㅇ 장 소 : 곤지암리조트
ㅇ 참 석 자 : 주관* 및 참여대학 ,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83명 내외
&nbsp;&nbsp; * 포항공대, EDRC, 연..

2015 EPC Cont ract Risk and Neg..

2015-09-30

2015 EPC Contract Risk and Negotiation Course
강사: Jim Bergman, 이성대 교수, 임수현 변호사
&nbsp;2015. 8. 24 ~ 8.25 / 서울국제중재센터

2015 빅데이터 분석 단기교육

2015-09-30

&nbsp;2015 빅데이터 분석 단기교육
&nbsp;
강사: 포스텍 전치혁, 이혜선 교수, 중앙대 김삼용 교수 외
2015. 08. 25 ~ 2015. 08. 27 / 포스텍 철강공학동

이을범 교수님 언론 인터뷰(위기의 조선업)

2015-09-03

이을범 교수님께서&nbsp;중공업사 위기와&nbsp;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 하셨습니다.
관련 기사를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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