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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기술상 수상자

연도 수상자 소속 및 직위 시상

제38회 2022 이종수 현대자동차 부사장
11.17

제주 신화월드

제37회 2021 신재곤 한국교통안전공단 단장
11.18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제36회 2020 전오환 서연오토비전 대표이사
11.19

제주 신화월드

제35회 2019
권상순 르노삼성자동차 연구소장 11.21

경주화백컨벤션센터지요한 현대자동차 수석연구위원

제34회 2018
강병도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1.15

하이원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하경표 현대자동차 연구위원

제33회 2017
김현철 자동차부품연구원 센터장 11.16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최지선 케이씨모터스 대표

제32회 2016
김중희 국민대학교 교수 11.17

EXCO이창건 한국지엠 부장

제31회 2015
이수원 쌍용자동차 전무 11.18

경주화백컨벤션센터박찬식 한국로버트보쉬 전무

제30회 2014

강  우 자동차부품연구원 연구위원

11.19
KINTEX유세종 르노삼성자동차 이사

이재우 한국지엠 부장

제29회 2013
김용석 한국지엠 상무 11.20

KINTEX김석명 쌍용자동차 책임연구원

제28회 2012
김윤영 쌍용자동차 책임연구원 11.21

KINTEX범현균 한국지엠 차장

제27회 2011
조원봉 현대모비스 전무 11.23

대전컨벤션센터민선기 한국지엠 부장

제26회 2010
김춘휴 쌍용자동차 책임연구원 11.24

EXCO김영호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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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2009
민병순 현대자동차 부장 11.24

송도컨벤시아장진희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부장

제24회 2008
강건용 한국기계연구원 본부장 11.19

대전컨벤션센터황한호 현대모비스 이사

제23호 2007
김병수 자동차부품연구원 본부장 11.22

덕산스파캐슬김숭기  GM대우자동차 부장

제22회 2006
임세빈 기아자동차 수석연구원 11.23

호텔인터불고김동석 GM대우자동차 부장

제21회 2005
배한일 현대자동차 수석연구원 11.24

쌍용자동차김인동 GM대우자동차 부장

제20회 2004
이영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0.14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김무상 현대자동차

제19회 2003 김익환 현대모비스 부장
11.20

르노삼성자동차

제18회 2002
박정길 현대자동차 11.14

COEX홍길성 기아자동차

제17회 2001 박관흠 현대자동차 부장
11.23

현대모비스

제16회 2000
이성범 현대자동차 11.24

계명대학교윤정의 대우자동차

제15회 1999
박정국 현대자동차 11.26

대구가톨릭대학교유병택 기아자동차

제14회 1998
이귀영 고등기술연구원 11.27

국민대학교윤금중 현대자동차

제13회 1997
공덕구 기아자동차 11.28

고등기술연구원지해환 현대자동차

제12회 1996
강태호 현대자동차 11.30

한양대학교이성철 기아자동차

제11회 1995
윤재욱 현대자동차 11.24

아주대학교이동인 대우중공업

제10회 1994 신인수 기아자동차
11.25

만도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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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1993 황의선 현대자동차
11.12

서울대학교

제8회 1992 이태환 현대자동차
11.20

육군사관학교

제7회 1991 최정식 현대자동차
11.30

성균관대학교

제6회 1989 오인식 대우자동차
11.25

숭실대학교

제5회 1987 정동수 한국기계연구원
11.28

자동차공업회관

제4회 1986 조원우 대우중공업 11.14

제3회 1985 김동우 현대자동차 11.30

제2회 1984 김재만 기아자동차 11.24

제1회 1983 안용석 대우자동차 11.26

  * 2014.11.13. 이사회에서 2014년에 한해 3명으로 하기로 함.
  * 2018년부터 정기총회장에서 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