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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에쓰-오일 과학문화재단 시상사업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

1.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과학기술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수월성을 인정받는 석
학들을 회원으로 선출하여 석학들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의
진흥과 창달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아카데미입
니다.
2.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에쓰-오일 과학문화재단의 후원 하에 기초과학, 공학분야에 연
구에 매진하고 있는 젊은 과학자를 격려하여 과학기술발전의 진흥에 기여하고 차세대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우수과학 인재를 양성하고자 에쓰-오일 시상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3. 2020년도‘제2회 에쓰-오일 차세대과학자상’,‘제10회 에쓰-오일 우수학위논문상’
시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첨부된‘시행공고’등을 참고하시어 뛰
어난 수상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기한: 2020년 6월 30일(화), 18시까지
구 분

제2회 에쓰-오일 차세대과학자상

제10회 에쓰-오일 우수학위논문상

6개 분야
- 노벨상 수상 분야: 물리학, 화학, 생리의6개 분야
-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공학
시상분야 학
- 에쓰오일 중점 분야: 화학공학/재료공학, - 화학공학/재료공학, IT
에너지, IT

시상인원 분야별 1명

시상내용

상패 및 상금
- 분야당 4천만원

수상후보자 2020. 1. 1. 기준 만 45세 이하인 자
(1974. 1. 2. 이후 출생자)
자격
연구업적 2011. 1. 1. 이후 발표된 대표논문 5편
범위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논문 대상

분야별 대상 및 우수상
상패 및 상금
- 대 상: 학생(1천만원), 지도교수(5백만
원)
- 우수상: 학생(5백만원), 지도교수(3백만
원)
국내 대학의 박사학위 취득 학생과 지도교수
국내 대학 박사학위 논문 대상
(2018. 3. ∼ 2020. 2. 발간)

나. 시상개요
다. 문의처: 사업진흥실 학술팀 시상사업 담당자(031-710-4623, sjh@kast.or.kr)
붙

임

1. 에쓰-오일 차세대과학자상 시행공고 1부2. 에쓰-오일 차세대과학자상 추천
서 작성요령 1부

3. 에쓰-오일 우수학위논문상 시행공고 1부4. 에쓰-오일 우수학위논문상 추천서 작성요

령 1부.

끝.

한 국 과 학 기 술 한 림 원 장
전국대학교 총장, 대학원장, 관련 학회장 및 연구소장, 가톨릭대학교총장, 강남대학교총장, 강원대학교총
장, 건국대학교총장, 경남대학교총장, 경기대학교총장, 경동대학교총장, 경북대학교총장, 경상대학교총
장, 경희대학교총장, 계명대학교총장, 고려대학교총장, 공주교육대학교총장, 공주대학교총장, 광운대학교
총장, 광주교육대학교총장, 광주대학교총장, 광주여자대학교총장, 국민대학교총장, 단국대학교총장, 대구
대학교총장, 대전대학교총장, 대진대학교총장, 덕성여자대학교총장, 동국대학교총장, 동덕여자대학교총
장, 동아대학교총장, 명지대학교총장, 목원대학교총장, 목포대학교총장, 배재대학교총장, 부경대학교총
장, 부산대학교총장, 삼육대학교총장, 상명대학교총장, 상지대학교총장, 전북대학교총장, 서강대학교총
장, 서경대학교총장, 서남대학교총장, 서울대학교총장,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성균관대학교총장, 성신여자
대학교총장, 세종대학교총장, 수원대학교총장, 숙명여자대학교총장, 순천대학교총장, 순천향대학교총장,
숭실대학교총장, 아주대학교총장, 안동대학교총장, 안양대학교총장, 연세대학교총장, 영남대학교총장, 충
남대학교총장, 우석대학교총장, 울산대학교총장, 충북대학교총장, 원광대학교총장, 이화여자대학교총장,
포항공과대학교총장, 인제대학교총장, 인하대학교총장, 한경대학교총장, 전남대학교총장, 서울외국어대학
원대학교총장, 대구한의대학교총장,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한국항공대학교총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
교총장, 전주대학교총장, 한남대학교총장, 한동대학교총장, 조선대학교총장, 한성대학교총장, 한림대학교
총장, 한양대학교총장, 제주대학교총장, 한밭대학교총장, 중앙대학교총장, 호남대학교총장, 호서대학교총
장, 홍익대학교총장, 청주대학교총장, 인천대학교총장,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총장,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총장, 가천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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