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4회 전기과학기술장려상후보자 추천 안내
공익재단법인 전기과학기술장려회
(1) 전기과학기술장려회 연혁
1952 년, 앞으로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은 기술입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하에 전기과학기술계에 희망과 생기를 불
어넣고자 전기과학기술에 공헌한 공로자를 표창하는 제도를 만들기위해 주식회사 OHM사(社) 다나카고자부로 (田中剛
三郎) 사장(당시)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상이 OHM 기술상 입니다.
먼저 일본의 전기과학기술계의 최고권위자를 모은 OHM 기술상 위원회는 초대위원장에 니와야스지로(丹羽保次郎)박
사(후에 문화훈장을수상)를 맞이하여 구성되었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1953년 1월 17일에 제 1회 OHM 기술상의 수
여가 이루어졌습니다. OHM기술상은 지위와 학력에 관계없이, 일본의 전기과학기술계에서 오랫동안 공적을 쌓아왔음
에도 불구하고표창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우수한 기술자, 연구자 그리고 교육자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추천을 받아 심
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전기 관련 분야에서 독자적인 의의를 가진 OHM 기술상이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1962년, OHM 기술상은 창설 10주년을 맞이함에 있어 이 상(OHM 기술상)의 사회적 평가가 높아짐에 따라 한층 더
공적인 상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당시 과학기술청의 자문을 받아 재단법인 OHM 기술장려회를 설립하였
습니다. 초대회장으로는 오오야마마쓰지로(大山松次郎)박사가 취임하였고 뒤이어 1964년에 재단명을 전기과학기술장
려회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2년 오오야마 박사의 후임으로 다카키노보루(高木曻)박사가, 200
4년부터는 세키네야스지(関根泰次)박사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2) 전기과학기술장려상(The OHM Technology Award) 수여사업
전기과학기술장려상의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기념패 그리고 부상(장려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기념패에는 뇌신(雷
神)의 동상이 새겨져 있는데 이 뇌신(雷神)은 천수관음으로 유명한 교토의 산주산겐도(三十三間堂)불당의 한켠에 안치되
어 있는 불상을 본 떠 만든 것입니다. 천고(天鼓)의 둥근원을 뒤로 구름을 타고 있는 위풍당당한 뇌신상의 모습은 전기업
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친밀감이 깊어 다른 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귀중한 기념품으로서 업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건의 수상 항목에 대해서 장려금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나 상장과 기념패는 공동 연구자 모두에게 수
여하고 있습니다. 1971년부터는 OHM 기술상 정체 수상자 중 1건에 대해 과학기술청 장관 장려상이 수여되었고, 2001
년부터 (같은 해, 중앙부처의 재편에 의해 문부과학성으로 이관)는 문부과학대신장려상으로 수여되고 있습니다. 또한 20
04년부터는 OHM 사(社) 창립 90주년을 기념하여 특성에 이은 우수작 1건에 대해서 전기과학기술장려회 회장상을 수
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수여식에서는 문부과학대신(옛 과학기술청장관), 국토교통대신(옛 운수대신), 총무대신(옛 우
정대신), 경제산업성(옛 통산산업성)·자원에너지청장관이 축사를 맡아 수장자 및 관계자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
다.

(3) 2016년	
  제 64회 전기과학기술장려상의 후보자 추천 안내
2016년 제 64회 전기과학기술장려상의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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