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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rts Brass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국내 오케스트라 수석주자와 솔리스트 및 브라스 연주자들로 

구성된 금관앙상블입니다. 국내 유수콩쿠르에서 우수한 수상실적으로 최고의 기량을 인정받은 금관악기 연주자 

다섯 명이 모여 탄생한 Korean Arts Brass 는 금관악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음색과 웅장함으로 바로크/ 

고전시대의 클래식 음악에서부터 JAZZ, POP,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를 소화하고 있으며 해설이 

있는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공연장의 분위기에 맞춤 연주를 진행하는 CUSTOM PRO ENSEMBLE

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대한민국 국제 관악제 홍보대사, 2017년 서울시 청년예술단을 역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서울 성화 봉송행사에 초청 연주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앙상블 팀이 되었고 최초의 CGV 

영화관에서 클래식 공연,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케이션 콘서트’ 등은 대한민국 클래식 흥행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화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평소에 흔히 들을 수 없는 금관악기만의 매력적인 사운드를 통해 관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킴은 물론, 재미와 

교육을 겸비한 해설로서 관객과 소통하는 음악회를 만드는 신선한 ENSEMBLE팀 입니다.

연주자 PROFILE

-

-

-

-

-

-

-

-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졸업 (트럼펫 최초 1년 

조기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Jeju International Brass Competition Final List

전국음악대학 심포닉밴드협회 음악콩쿠르 1위

한국예술평가위원회 음악콩쿠르 관악부분 전체 1위

한국음악협회 해외파견콩쿠르 입상

TvN 방송 ‘언제나 칸타레‘ 특별초청 강사

CBS 방송 & CBS 클래식FM 초청 연주 

제주시립교향악단 협연

-

-

-

-

-

-

-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금호 영 아티스트’ 선발 및 리사이틀

국립합창단,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 KNUA 바로크 앙상블, KNUA Wind Orchestra, 

Dolce Symphony Orchestra 등 다수의 악단과 협연 

서울시립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원주시립교향악단, 인천시립교향악단, 과천시립 

교향악단 등 객원 역임

예술의전당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단원 역임

서울시 유스오케스트라단 수석 역임

現) 서초교향악단 수석

現) SYMPHONY S.O.N.G 교향악단 수석

TRUMPET  백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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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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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해외파견콩쿠르 입상

음악협회콩쿠르 입상

음악교육신문사콩쿠르 입상

서울바로크합주단콩쿠르 입상

청주시립교향악단 협연

KNUA Wind Orchestra 협연

서울시립교향악단 브라스아카데미 보조강사

-

-

-

아시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부천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등 객원 역임

現) 서울시립교향악단 객원단원

現) 정명훈 One Korea Youth Orchestra 단원

TRUMPET 남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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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Performance

금관 앙상블
Korean Arts Brass (남성 6인조)

-

-

-

-

-

-

-

-

-

-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졸업

서울대학교 관악콩쿠르 중등부 1등 / 고등부 1등

국제 학생콩쿠르 대학부 1등 (구 음협콩쿠르)

전국음악대학 심포닉밴드협회 음악콩쿠르 1등 없는 2등

서울예술고등학교 영아티스트 콘서트 연주

서울시 유스오케스트라단 협연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금호 영 아티스트’ 선발 및 리사이틀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금호 영 체임버’ 선발

예술의전당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단원역임

-

-

-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원주시립교향악단, 청주시립교향악단 등 객원 역임

前) 서울시 유스오케스트라단 수석

現) KBS 교향악단 단원

HORN 조현우

-

-

-

-

-

-

-

-

-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술사 졸업

서울대학교 관악 콩쿠르 1위

음악저널 콩쿠르 1위

전주예술고등학교 정기연주 협연

전주시립교향악단 협연

전주시립교향악단 객원연주

통영국제음악제 TIMF Academy 연주

서울오케스트라 객원 수석 역임

100trumpeter 전속 편곡 및 Brass Band 편곡 활동

現)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TROMBONE 이우석

-

-

-

-

-

-

-

-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술사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군포 윈드오케스트라 협연

KNUA Baroque Chamber Music 마스터클래스 및 연주

Roland szentpali / Oystein Baadsvik 마스터클래스 및 연주

청주시립교향악단 협연

Low Tuba Ensemble 단원

Artiseed  Mahlerian 튜바 수석

現) 프라임 오케스트라 수석

TUBA 정보민

프로그램

Fox FanFare - 1분

멘트 - 2분

007 James Bond - 3분

튜바 소개 (악기 원리와 아기코끼리의 행진 곡 솔로, 비트박스등)

Disney Animation OST Medley - 5분

트롬본 소개(슬라이드 이용, 매직슬라이드곡 연주)

멘트 - 5분

Edelweiss [ The Sound Of Music ] - 3분

Doremi Song [ The Sound Of Music ] - 3분

호른 소개 (관의 길이 퀴즈, 타이타닉 OST솔로 연주)

트럼펫 소개 (마우스피스 분리 및 연주, 국기의 대한 경례 솔로)

곡설명 멘트 - 3분

Gabriel’s Oboe [ The Mission ] - 3분

Starwars Ost Medley - 3분

Vienna March - 지휘에 맞추어 관객들 박수

LaLa Land Ost Medley - 5분

Pirates Of Caribbean Ost Medley - 4분

멘트 - 3분

Tie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Tree - 3분

멘트 - 2분

I Will Follow Him - 3분

- ENC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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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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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Lecture

패권의 비밀 : 국민행복과 4차 산업혁명
김태유 (서울대 공대 산업공학과) 교수 

2018. 03. 15 (목) 19:30일시

포스코국제관 국제회의장(1F)장소

김태유 교수 (서울대 공대 산업공학과 교수)연사

- 서울대학교에서 공학사

-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 미국 콜로라도 스쿨오브마인스에서 자원경제학 박사

-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Post Doctoral Researcher

- 미국 아이오나 대학에서 조교수

- 現, 서울대 공대 산업공학과 교수

 

- 2003년 한국 초대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수석보좌관 역임

-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한국혁신학회 회장 역임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공학도이지만 경제학 박사이고 역사학자이다. 이것은 

김교수의 학문적 관심이 다양해서가 아니라 산업혁명과 

국가발전(Industrial Revolution : Economic Growth) 

이라는 단 한 가지 주제에 평생 연구를 집중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교수 생활 전반기에는 산업혁명(제1,2차 산업혁명)의 

동력인 석유, 가스, 전력 등 에너지 자원과 경제 성장을 

주로 연구했으며, 교수 생활 후반기에는 지식혁명(제3,4

차 산업혁명)의 동력인 기술과 경제성장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김교수의 주된 관심사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이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준비에 학자로서 

모든 시간과 역량을 다 바쳐왔다. 그의 신간 “패권의 비밀(The Secret of Hegemony)”에는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단어가 148번이나 등장한다. 저서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는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정부혁신, 그리고 “은퇴가 없는 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경제사회 혁신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

경력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징용, 종군위안부,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했나? 이것은 산업혁명에 재빨리 편승한 

일본과 산업혁명을 거부한 조선의 차이였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사적 대변혁(Great Divergence)은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지배자와 식민지 단 2개의 신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결국 경술국치도 산업혁명에 의한 일제의 

부국강병의 결과입니다.

N포세대는 청년의 불행이고, 세계 최고의 빈곤율, 

자살률은 노년의 불행입니다. 한강의 기적,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성장동력의 상실, 중진국의 함정, 이 난해한 방정식의 해(解)는 과연 존재하는가? 4차 산업혁명은 

인류문명에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한반도의 1/5도 안 되는 네덜란드와 한반도만한 크기의 영국이 패권국이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4차 산업혁명에 여러분의 지혜와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또 행복해질 방법도 있습니다. 그 행복의 비밀을 “패권의 비밀”에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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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문명에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한반도의 1/5도 안 되는 네덜란드와 한반도만한 크기의 영국이 패권국이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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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과학
백윤학 교수

2018. 03. 22(목) 19:30일시

포스코국제관 국제회의장(1F)장소

백윤학 교수연사
12
13

우리의 일상에서 음악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음악을 통해 자신이 느낀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느낍니다. 이렇게 음악은 예술의 영역에 속하지만 과학, 수학과 매우 

밀접합니다. 얼핏 보면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두 분야를 이어보려고 합니다. 음악의 기본이 되는 

음, 음계와 과학, 수학과의 관계를 밝히고, 더 나아가 음악이 다른 예술과 구분되는 음악 고유의 

특징과 논리를 수학과 과학을 통해 이해하려고 합니다. 

프로필

-

-

-

-

서울과학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음대 지휘전공 편입,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지휘전공 수료

미국 커티스 음악원 오케스트라 지휘 전공 졸업(Diploma), 템플대학교 오페라 코치/반주 과정 

졸업(M.M)

KBS교향악단, 서울시향, 부산시향, 대구시향, 수원시향, 부천시향, 군산시향, 코리아 쿱 오케스 트라, 

디토 오케스트라, 통영국제음악제 앙상블 , OperaDelaware Orchestra, BBCN Philharmonic 등 

지휘

現)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조교수, ConcertOPERA, Philadelphia 음악감독 겸 지휘자

음악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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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

-

-

-

서울과학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음대 지휘전공 편입,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지휘전공 수료

미국 커티스 음악원 오케스트라 지휘 전공 졸업(Diploma), 템플대학교 오페라 코치/반주 과정 

졸업(M.M)

KBS교향악단, 서울시향, 부산시향, 대구시향, 수원시향, 부천시향, 군산시향, 코리아 쿱 오케스 트라, 

디토 오케스트라, 통영국제음악제 앙상블 , OperaDelaware Orchestra, BBCN Philharmonic 등 

지휘

現)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조교수, ConcertOPERA, Philadelphia 음악감독 겸 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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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Hornist 이석준

포항시립합창단은 1990년 3월 17일 성악을 전공한 47명의 단원으로 창단된 전문 직업합창단으로 뛰어난 기량으로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다. 2017년 제7대 상임지휘자 이충한 지휘자를 영입하여 새로운 음악의 장을 열며 철저하게 

준비된 음악을 시민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포항시립합창단은 신선한 기획과 뜨거운 감동을 전하는 ‘아름다운 친구 포항시립합창단’ 이라는 슬로건으로 

정기공연, 특별음악회, 캠퍼스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사랑의 음악회를 기획하며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군부대에 

움직이는 음악회를 하고 있다. 연간 50여회의 공연 프로그램 또한 고전적인 모테트 에서부터 현대적 감각의 

칸타타와 뮤지컬, 재즈, 가요, 영화음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구사한다. 포항시 대표 문화브랜드 

포항시립합창단은 음악애호가들의 아름다운 친구로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포항시립합창단

프로그램

경복궁 타령 - 김희조 편곡

Fly me to the moon - Bart Howard

월리암텔 서곡 - G.Rossini

레 미제라블 - Claude Michel Schon

I Got Rhythm - George Gershwin

아리랑 - 김정연 편곡

아! 대한민국 - 우효원 작곡

1.건, 2.곤, 3.감, 4.리

POSTECH
CULTURAL PROGRAM2018  03+04  NO.112

공연
Performance

포항시립합창단
이충한 (지휘자), 박정혜 (반주자), 이석준(Hornist), 포항시립합창단

2018. 03. 29(목) 19:30일시

POSTECH 대강당장소

이충한 (지휘자), 박정혜 (반주자), 이석준 (Hornist), 포항시립합창단출연

10
11

14
15
14
15

호르니스트 이석준은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한 후 독일 에센 폴크방국립음대에서 디플롬과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낸 그는 음협콩쿠르 1위를 

수상하였으며 대학 진학 후 제2회 예음상 수상(실내악/목관오중주부문), 

KBS신인 음악 콩쿨 대상, 동아음악콩쿨 1위, 운파음악상 수상 등 

국내굴지의 콩쿨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그의 음악가적 면모를 

꾸준히 보여주었다.

이석준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상명대학교, 경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에 출강하였으며, KBS교향악단 수석, 

서울시립 청소년교향악단수석, 부천필하모니 부수석, 독일 뒤셀도르프 캄머 오케스트라 객원 수석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TIMF앙상블, 솔루스브라스퀸텟, 

(사)한국페스티벌앙상블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반주자 박정혜

-

-

-

성신여자대학교 기악과 수석졸업

독일 Euro Clsssic academy (반주) 

디플롬

현재)포항시립합창단 상임반주자

-

-

지휘자 이충한

포항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이충한은 전통합창  음악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추구하며 동시에 현대음악이 보여주는 다양한 색채와 리듬 그리고 

세계 여러나라의 민속음악에 바탕을 둔 다문화적인 합창음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있다. 국립합창단 단원을 거쳐 뉴욕 매네스음대에서 성악을 

공부하였고 University of North Texas 음대에서 Dr. Jerry McCoy 와 

Henry Gibbons를 수학하고 합창지휘학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다.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달라스 매스터코랄 상임지휘자로 활동하였고 귀국 후  

부천시립합창단, 대전시립합창단,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대전시립 청소년 합창단을 객원 지휘 하였다. 

2012년 부터 2015년 까지 고양시립합창단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며 레퍼토리의 다양화와 합창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한 결과 고양 시립합창단이 최고의 연주단체로 발전하는데 힘을 더하였다. 현재 

포항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외래교수로 후진 양성에 힘을 쓰고있다.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졸업

국민음악연구회 주최 신인 음악회 

출연 (세종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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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캠퍼스 : 사례로 풀어보는 대학인권과 법 이야기
박찬성 변호사

박찬성 변호사

16
17

학력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졸업 (정치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석사과정 수료(정치사상 전공)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학전문석사, J.D.)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헌법학 전공)존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캠퍼스 : 
사례로 풀어보는 대학인권과 법 이야기

경력

- 2008~2010

- 2014~2017

- 2016

- 2016~현현재

- 2017~현현재

서울대학교 조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6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슈퍼 

비전위원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가기관·공공기관 등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과 사례> 강의 출강

변호사 박호서·박찬성 법률사무소 재직, 포스텍 상담센터 자문위원, 고려대 

인권센터 자문위원, 여성신문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실적

- 2015

- 2015

- 2015

- 2016

- 2016

- 2017

- 2017

- 2017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여성연구소 공동주최 학술포럼 「대학 캠퍼스의 권력형 성희롱·

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발표

강원대학교 양성평등성상담센터·여교수회 주관 강원여성연대 주최 「강원지역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 발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MOU에 따른 「여성과학 기술인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서」 집필 참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동주최 「대학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폭력예방 정책 세미나」 토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원인과 해법에 관한 소고」, 『대학교육』 

(제193호) 기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주최 「대학의 성희롱·성폭력과 학생인권 관련 정책 포럼」 발표

서강대학교 교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강연

경희대학교 교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강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불가침(不可侵)’이라는 말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인권이란 

그 어느 누구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침해 받아서는 아니 되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보호막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있어서 법은 

아주 긴요한 도구가 됩니다.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우리는 누군가의 권리를 해치기도 하고, 어느 

때인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와 

‘타인’의 존엄성에 보다 민감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포스테키안이라면 탄탄한 학문적 능력과 함께 균형 

잡힌 인권감수성도 고루 갖춘 지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거창하고 추상적이기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우리 모두는 권리 속에서 호흡하고 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답적인 이론이 아닌, 다양하고 생생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인권과 법에 대한 생각을 함께 풀어내어 보는 시간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2018. 04. 05(목) 19:30일시

포스코국제관 국제회의장(1F)장소

박찬성 변호사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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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지역사회의

고급 문화진흥을 위한 후원자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구 분 일반회원 특별회원 평생회원

후원금 내용

구분

일반

교사

학생

교
직
원

학
생

1인 부부 가족

40,000원 60,000원 70,000원

30,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60,000원

20,000원

30,000원

연간 20만원 이상의 개인 1회

100만원 이상의

개인

•행사안내 문자발송(URL)

•「대학문화」 책자 발송

•개별입장안내 및 지정석

제공

•행사안내 문자발송(URL)

•「대학문화」 책자 발송

•회원석 제공

•우리은행 1005-501-138745 포항공과대학교, 국민은행 619-25-0000-196 포항공과대학교

•계좌입금 후, 전화(054-279-290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http://culture.postech.ac.kr

•행사안내 문자발송(URL)

•「대학문화」 책자 발송

•개별입장안내 및 지정석

제공

후원회원 혜택

신청방법

Add. 3767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효자동 산31) Tel. 054-279-2901

포
스
텍

POSTECH 대강당 POSCO 국제관 국제회의장

포스텍 문화프로그램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포스텍 개교와 동시에 운영되어 온 포스텍 문화프로그램은 그동안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가장 전통 있고 수준 높은 문화행사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포스텍 구성원들과 지역 시민들에게 고급 문화행사를 제공해 줌으로써 고급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포스텍 문화프로그램은 지금까지의 발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포스텍 구성원들과 지역 시민들이 

앞으로 보다 더 수준 높은 고급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투자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스텍 문화프로그램이 더욱 더 발전적인 문화행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학의 노력 외에 포스텍 

구성원들과 지역시민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지역사회의 고급 문화진흥을 위한 후원자, 포스텍 문화프로그램 후원회 회원을 모집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포스텍 문화프로그램 후원회 회원 모집 안내

포스텍에서 개최되는 모든 문화프로그램 공연에 예약석(지정석)을 제공해 드립니다.

(공연시작 10분 전까지 오시고 휴대폰의 행사안내문자(URL)를 안내원에게 보여주시면 안내를

받아 편안하게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텍 문화프로그램 후원회 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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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포스텍 문화프로그램 후원회 회원 모집 안내

포스텍에서 개최되는 모든 문화프로그램 공연에 예약석(지정석)을 제공해 드립니다.

(공연시작 10분 전까지 오시고 휴대폰의 행사안내문자(URL)를 안내원에게 보여주시면 안내를

받아 편안하게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텍 문화프로그램 후원회 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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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문화프로그램 후원회 회원
모집 안내 & 혜택



행복도시 포항,
포스텍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1986년 포항시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속에 개교하여

2012~2014 3년 연속 더타임스 개교 50년이내

세계대학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세계가 주목하는 포스텍-

포스텍은 훌륭한 교육을 통하여 

미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를 통하여 

포항을 첨단과학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며

음악회, 연구 및 각종 공연과 강연 등 수준높은 문화프로그램을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며

행복도시 포항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