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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활동 부서

STEM 회원 선발

공우 | STEM 활동 부서

학술부

 -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과의 학문 교류

 -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봉사부

 - 사회에 기여하는 첫걸음은 봉사활동

 - 사회와 소통할 줄 아는 리더 양성

대외교류부

 - 다양한 나라의 대학, 기관들과의 교류

 - 세계를 보는 시야 확대

공우 | STEM 회원 선발

선발 인원 및 시기

- 매년 1회 20명 내외

선발 기준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학 중이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

- 3학기 2방학 이상 활동 가능한 학생

- 전공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학생

- 우수한 국어 및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 글로벌 리더의 자질이

- 있는 학생

-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춘 학생

Honor Society

- 해외 우수대학에도 공우(STEM)와 같은 Honor Society가 있음

- Phi Betta Kappa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Honor society로  

   2012년까지 17명의 대통령, 136명의 노벨상 수상자 등을 배출



     공우 | STEM에는 사람이 있다

- 평생회원제

- 바쁜 학기 중의 활력소, MT

- 사회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한 교류

    공우 | STEM에는 나눔이 있다

     공우 | STEM에는 지식이 있다

- Practical Seminar

   학제간 전공지식 교류의 장

- 테크스퀘어(Tech Square)

 회원들끼리 하나의 주제를 정하여

 공학적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활동

- 비전멘토링

 고등학생들에게 같은 눈높이에서 공학을 설명

- 다양한 봉사활동

- STEMentor 블로그

 공과대학 학부생이 전공지식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블로그를 통해 지식 나눔

    공우 | STEM에는 세계가 있다

- 외국 학생들과의 교류

   외국학생들에게 서울대를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 SRT(Student Round Table)

   동북아시아의 대학생들이 모여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소통의 장

- 리더십 프로그램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각종 리더십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하여 활동

Leader

공우(STEM)는 2010년 공과대학 글로벌공학교육 

리더십 센터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다양한 학과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공우는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의 모습에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과에서 모인 학생들간의 협력을 

통한 학술 활동, 사회적 책임을 기르기 위한 봉사활동, 

공과대학과 공우의 비전을 널리 알리는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입체적 시각을 갖추고,

사회와 소통하는 리더로 성장한다.”

SNU Tomorrow’s
Edge Membership

21세기 한국을 이끌어 갈 잠재력을 가진 공학도들의 모임

     공우 | STEM에는 명예가 있다

- 공대를 대표하는 우수학생단체

- 공대학장의 ‘추천서’와 ‘인증서’ 제공

工

優 友

•공우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우수한

 학생들의 모임

•최초의 한국형

  Honor Society

•영문명으로는 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