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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회에는 정병국 회장을 비롯한 총동창회 임원진과 동문들, 유창환 최고위정책과정총동

창회장과 최고위동창회 임원진, 그리고 김용학 행정대학원장 등 모교 교수들이 참석했으며, 

행정대학원 재학생들도 많이 참가했다. 또한 특별히 공학대학원 전우명 총동창회장과 임원진 및 

공학대학원 최고위동창회 임원진들이 참석해 뜻깊은 화합의 자리가 됐다.

오전 11시 30분부터 클럽하우스에 도착한 동문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즐거운 경기를 다

짐했으며, 정오에 다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 샷건 방식으로 총 28개 팀이 경기를 시작했다. 

날씨도 유난히 좋아 동문들은 화창한 날씨속에서 골프라운드를 통해 우의와 친목을 다지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경기를 마친 후, 허원태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만찬을 겸한 시상식에서 정병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동문님들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김용학 원장님을 비롯한 모교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

다.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가 총동창회의 주요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석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리며 함께 

운동하지 못하고 시상식에만 참석하게 되어 많이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학 원장은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

해 주신 정병국 총동창회장님께 감사드리며, 모교발전을 위한 많은 협력과 도움을 부탁드린다”라고 축사를 하였다.

푸짐한 기념품과 경품추첨으로 더욱 즐거운 대회
경기 결과, 개인전 우승의 영광은 김중곤(고위 51기) 동문이 차지했고, 메달리스트는 72타를 친 최두영(석사 44회) 동문, 준

우승은 임동권(석사 1학기) 동문, 3위는 임용택(고위 49기)동문이 각각 차지하였다. 또한 롱게스트에는 박기오(석사 68회) 동

문, 니어리스트는 강두영 공학대학원최고위동창회 부회장, 다버디에는 조현묵(고위 51기) 동문, 다파는 백필기 공학대학원총

동창회 부회장, 다보기는 김경환(석사 57회) 동문에게 돌아갔다.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해 더 큰 박수를 받은 개인전 우승자 김중곤 동문은 “꾸준히 골프를 하다보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함께 기뻐해준 동문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골프를 열심히 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골프뿐 아니라 동문회 일에도 열심인 김중곤 동문은 최고위총동창회 수석부회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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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전에서는 라창환(고위 54기), 유경환, 이수진, 이선옥(고위 53기) 동문의 23조가 우승을 차지했고, 준우승은 김정대(고위 

56기), 이윤식(고위 56기) 홍순원(고위 56기) 동문의 13조가, 3위는 이근식(석사 56회), 김종수(석사 78회), 김경환(석사 57회), 

허원태(석사 62회·고위 54기) 동문의 19조가 차지했다.

그 외 설수진(고위 56기) 동문이 베스트드레서상을, 김창수(석사 20회·고위 1기) 동문이 최연장자상을, 염환아(석사 2학기) 

동문이 최연소자상을 받았다. 특별상은 김동호(석사 59회) 동문이, 행운상은 김태옥(석사 72회) 동문이, 최다참가기수상은 12명

이 참석한 고위 56기가 수상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트로피와 푸짐한 부상이 전달됐다.

버디기금 94만원은 정병국 총동창회장님께서 100만원으로 채워 사단법인 연세

사회복지회에서 후원하는 서대문구 청소년 희망통장 후원금으로 유해진 연세사회

복지회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여러 동문들의 아낌없는 후원으로 마련된 푸짐

한 기념품과 경품 추첨으로 많은 동문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정병국 총동창회장은 골프대회를 마치면서 참석한 동문과 일일이 악수하며 바

쁜 시간에도 참석해 준 동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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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기총회 및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특강이 지난 6월 13일(월) 연

세동문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정병국 회장을 비롯하여 

김용학 행정대학원장, 장현수 고문, 심우영 고문, 김철수 고문, 유창환 최고위총동

창회장, 최문휴 최고위총동창회 명예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허원태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정기총회에서는 제20대 1차년도 활동보

고 및 결산보고가 있었다. 이어 박광성 감사와 김호민 감사는 감사보고에서 제20대 동창회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후배

양성을 위한 모교 장학금 지원, 활발한 활동과 동창회보 제작 및 소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시킴으로서 동문 교류를 증진

하여 동창회 발전을 도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제20대 2차년도 예산안 보고가 이어졌다. 

이어 2부에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모시고 “소통과 통합의 문화예술정책을 위해서”

라는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특강이 끝난 후, 참석한 동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정병국 회장은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발전적인 행사와 사업으로 더 많은 동문들을 초대하겠으며 이에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는 당부와 함께 행사를 마쳤다.

2011 정기총회 
및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특강

연세 행정대학원 동창회보

박상희 수석부회장이환근 수석부회장김용학 행정대학원장

정병국 문화체육부장관 특강

동창회활동

버디기금 전달

최다참가기수상 고위 56기 개인전 입상기념사진

단체전 우승 23조 단체전 준우승 13조 단체전 3위 19조



지난 4월 25일(월) 경기도 기흥소재 골드CC에서 제1회 경영전문대학원&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친선골프대회가 경영전문대학

원 총동창회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동준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장을 비롯하여 박상용 경영전문대학원장, 김용학 행정대학원장, 장현수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고문, 

이환근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등 양 동창회를 대표하는 동문 26개팀이 참석하여 경기를 펼쳤다.

경영전문대학원 동문과 행정대학원 동문이 한 조를 이루어 펼쳐진 이번 골프대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골프

라운딩을 마친 후, 만찬장소인 골드프라자빌딩에 모여 반가운 인사와 함께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시상식에서는 이동준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장이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제1회 연세경영전문대학원&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친선골프대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여 오늘 행사가 우열을 가리는 대회가 아닌 우정을 확인

하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바쁜 국정 업무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정병국 행정대학원 총동창회장을 대신해 

이환근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친선골프대회를 통하여 경영전문대학원 동

문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상용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축사에서 “연세대학교 내에서 공통점도 많고 

역사 깊은 경영전문대학원과 행정대학원이 이런 뜻깊은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대

단히 의미있는 일이며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하였고, 김용학 행정대

학원장은 축사에서 “국내의 최정상 위치에 있는 연세 경영전문대학원과 행정대학원

의 제1회 친선골프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건강과 친선의 두 마리 토끼를 잡

는 오늘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경기결과 영예의 우승은 노상부(행정대학원) 동문이 차지하였고, 메달리스트는 

홍중철(경영전문대학원) 동문이, 준우승은 박정현(행정대학원) 동문이 차지하였다. 

그리고 롱게스트는 김종수(행정대학원) 동문, 니어리스트는 허원태(행정대학원) 동

문이 차지하였다.

제20대 임원들은 6월 28일(화) ~ 30일(목) 2박 3일 일정으로 예술의 섬 나오시마를 다녀왔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적극 추천하고 콩드 나스트 트래블러가 선정한 꼭 가봐야 하는 세계 7대 명소인 나오시마 문화답사는 이환근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임원 23명이 참석하였다. 

섬 전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인 나오시마에서 나오시마 베

네세하우스 뮤지엄과 이우환미술관을 관람하고, 나오시마

의 집을 무대로 한 가옥예술 ‘이에프로젝트’와 지중미술관 

관람을 하였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좁은 도부치해협을 

관광하고 고베시와 아와지섬을 연결하는 3.911m의 세계 

최장 현수교 아카시해협 프롬나드를 관광하였다.

이번 나오시마 문화답사를 통하여 제20대 임원들은 더욱 

돈독한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기별대

표자회의가 지난 8월 31일(수) 저녁 6시 

30분 석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정병국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각 기별 회장 및 총무 3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총동창회장배 골프

대회와 2012신년회 개최 등을 회의안건으로 논

의하였다. 정병국 회장은 바쁘신 중에도 총동창

회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각 기별 회장님

과 총무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고 참석한 

동문들은 총동창회 행사에 각 동기회에서 적극

적인 참여와 협조를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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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소식/모교소식

최고위정책과정 총동창회

정병국 의원(前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초청
조찬 포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총동창회(회장 

유창환)에서 정병국 의원(前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초청 

조찬 포럼을 지난 9월 28일(수) 오전 7시 서울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였다. 

이동준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유창환 

최고위총동창회장, 정병국 의원, 김용학 행정대학원장, 문

갑석 고문, 노준식 고문, 이만수 고문, 최문휴 명예회장, 이

춘식 의원 등 105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였다.

유창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9대 동창회에서 처음으

로 준비한 조찬 포럼에 평창올림픽유치라는 대업을 이루

신 정병국 前장관을 모시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른 

아침에 많은 동문님들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

였다. 이어 김용학 원장은 축사에서 유창환 회장님과 임원

들께서 강의를 듣고 배울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

서 감사하다고 전하였다. 

정병국 의원(前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소통과 통합의 

문화예술정책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정병국 

의원은 강의에서 문화 본연의 힘을 찾을 수 있는 창작 여건 

조성, 문화복지를 위한 문화안전망 구축, 선택과 집중을 통한 

문화사업 육성이라는 3대 문화정책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특강이 끝난 후, 전 동문의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고 참석한 모든 동문들과 기념촬영을 한 후 오늘 행

사를 마쳤다. 

최고위정책과정 여성동우회 

13대, 14대 회장 이·취임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여성동우회 13대, 

14대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8월 18일(목) 낮 12시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국화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학 행정대학원장님을 비롯해 유창

환 최고위총동창회장, 김중곤 최고위동창회수석부회장, 

허원태 총동창회사무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2010년 8월부터 일년동안 열의를 갖고 물심양면으로 

여성동우회를 이끌었던 이택년(고위 36기) 회장의 임기가 

마감되고, 송미자(고위 38기) 동문을 14대 신임회장으로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택년 전임회장은 임기동안 

여성동우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앞으로 신임회장과 여성동우

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였다. 이어 송미자 

신임회장은 여성동우회를 일년동안 잘 이끌어주신 이택

년 전임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고, 

앞으로 일년동안 여성동우회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힘차

게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유창환 최고위총동창회장의 축사와 김용학 행정

대학원장의 격려사가 있었고, 김성숙(고위 41기) 총무가 

여성동우회 14대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2부 순서

로 축하케이크 컷팅과 사진촬영 후 오찬을 하였고, 김용

학 행정대학원장의 특강으로 더욱 유익한 시간을 가지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2011 후기 학위수여식
석사학위 65명, 연구수료 1명 배출

행정대학원은 8월 26일 오후2시 모교 위당관 대강당에서 학위수여식을 거행하였다. 

엄태호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석사과정 65명에게 석사학위증을, 연구과정 1명

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고 성적우수상, 최우수 논문상, 공로상 수여도 있었다.

이날 정병국 총동창회장을 대신해 박상희 수석부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고 동창

회에서 준비한 졸업선물을 전달하였다. 학위를 수여한 66명의 졸업생에게 행정대학원 

동창회원으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제55기 최고위정책과정 수료식
최고위 55기 36명 수료

행정대학원 6월 14일 오후5시 모교 루스채플에서 최고위정책과정 55기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식에는 유창환 최고위총동창회장, 김중곤 최고위동창회수석부회장, 이택년 최고위

동창회수석부회장, 설현천 최고위동창회총무이사 등 많은 동문이 참석하여 최고위 55기 

수료를 축하하였다. 정종훈 교목의 사회로 진행된 본 행사에서 감사패, 공로패, 최우수

영예패, 우수영예패 수여가 있었고, 김용학 행정대학원장은 최고위과정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연세대학교 동문이 된 수료생들을 축하하였다.

수료식을 마친 후, 그랜드힐튼호텔본관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축하만찬에서 사은 

및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창회에서는 동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안재동(석사43회) 동문의 도움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www.행정대학원.com(한글도메인)으로 접속하면 동창회와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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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얼마 전 2018 동계 올림픽이 평창으로 결정되었다는 더반에서의 낭보는 참

으로 속 시원한 뉴스였다. 그 결정이 나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생한 것

을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중에 특히 이름을 거명

한다면 프레젠테이션에서 수고한 김연아, 토비 도슨(미국 스키선수), 나승연 대변인, 

그리고 현지에서 진두지휘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그 뒤에서 든든한 

기둥으로 작용한 이명박 대통령 등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물론 이 일이 있

기까지 3次나 고생한 많은 체육계, 재계 인사들의 노력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야당에서 남북 단일팀 문제를 제의해 북에서도 그에 대해 참석하겠다는 연락이 있었다고 하니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단일팀을 하려면 그에 따른 너무나 많은 경제적, 정치적 난관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는 금강산에 

관광을 간 박광자 아주머니를 무참히 사살하고 금강산에 우리가 만든 많은 재산들을 정리하겠다는 북이 아닌가? 현재 

나의 기분으로는 김정일 정권의 오만한 태도(천안함과 연평도와 관련)로는 도저히 수긍이 안 가는 일이다.

더반 IOC를 마치고 이명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였는데 에티오피아가 6.25 사변 때 참전국으로 7000명의 

군대를 우리에게 지원을 해주었다고 하여, 그에 대한 보답으로 참전 용사들도 만나고, 또 용사 묘지도 참배 헌화하고 

그리고 소독기를 들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에티오피아의 빈한한 마을을 소독하는 모습이 각 언론에 나온 것을 보

고 나는 정말로 최근에 보지 못한 이 대통령의 숭고한 자세에 참으로 높은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6.25 때 우리가 어

려울 때 기꺼이 한국에 와서 도와준 에티오피아를 지금도 극진히 생각하고, 그리고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에티오피

아 국민에게 報恩의 표시를 했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로서 큰 박수를 보내며 나는 이 일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새

롭게 평가하고 싶은 것이다.

옛날 中國故事에 結草報恩이란 말이 있다. 이는 죽어서도 그 은혜를 풀로 묶어 보답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하고 현재 우리 한국인들이 마음속에 깊이 심어 주어야 하는 덕목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미국의 5성 장군인 더글라스 맥아더를 존경한다. 맥아더 장군은 6.25 전쟁 당시 최고 UN군 

사령관이며 仁川 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한국전을 단축시키고 우리들의 인명 피해를 줄인 일등 공신의 명장이다. 

맥아더 장군의 신상을 살펴보았더니 미국의 제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해군 장관으로 있을 때 맥아더를 

발탁하여 그의 부관으로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에서는 태평양 전선의 사령관으로 그를 키웠다는 기록을 보아, 나에게 

루즈벨트 대통령도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다.

인간이 자기가 받은 恩惠를 잊는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며 더더욱 정략적인 이유로 그리한다면 인격자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금강산에 관광을 갔던 비무장의 박광자 아주머니를 일명 “동족끼리”란 용어를 쓰는 북한이 쏘아죽이고 현재까지 

사과 한 마디 안 한다는 것은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처럼 

비인도적이며 반민족적인 처사를 한 김정일 집단은 분명한 사과 없이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오래 전 제가 승배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 땅에 심어야 할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강조하였는데, 첫째는 나무를 

심어야 하고, 둘째는 사람들 사이에 신용을 심어야 하고, 셋째는 민족의 자본을 심어야 하고, 넷째는 겨레를 이끌 인재

를 심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는 여기에 하나 더 더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보은의 마음

을 심어야 한다는 5植論을 주장하고 싶다. 

五植論의 첫 번째가 앞서 설명한 내용 즉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마음을 심어야 하는 일이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은 것은 사람으로서 훌륭한 일이나 우리 文化 민족은 그 은혜를 반드시 결초보은의 정신으로 갚아야 하

는 것이다.

두 번째가 산에 나무를 심는 일인데,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60년대 후반부터 이 땅에 나무 심기를 권

장하여 지금은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산림 模範國이 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나무 심는 일은 앞

으로 헐벗은 북한에 산들도 푸르게 가꾸어야 하는 일과, 매년 황사로 우리를 괴롭히는 몽골 지방에도 나무 심는 일을 

확대해야 하겠다. 

세 번째 심을 일은 사람들 사이에 信用을 심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범국민적인 신용을 강조함

으로써 보다 신용 있는 사회, 또는 믿음이 기초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신용이 있다는 것은 한 번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함을 말하고, 우리나라 지도층에게 제일 이 문제가 요망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민족의 자본을 심어야 하는 일인데 안창호 선생이 이 4植을 주장할 때에는 우리가 나라도 없고 일본

에게 강점되고 있을 때이므로 더욱 이런 민족자본이 요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많은 경제인들이 노력한 

결과 이 분야에서 놀라운 신장을 한 것을 다시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 현대, LG 등을 

안창호 선생님이 지켜보았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하다.

다섯 번째 심을 일은 겨레를 이끌 인재를 심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독립한 이후 이승만 박사 시대부터 

국민의 의무교육 등에 강조를 두어 이 나라를 이끌 인재 양성을 오랫동안 주력해 왔다. 본인이 연세대학교에 들어올 

때인 1971년에만 해도 그 과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내가 두 번째였으나, 지금은 박사학위가 없으면 교수로서 명함을 

낼 수 없다는 것은 이점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룩한 업적도 적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싶다.

이상과 같이 안창호 선생의 4植論에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보은의 마음을 첨부하여 五植論을 제창하면서 

다시 한 번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을 때 절대로 잊지 않고 갚는 수준 높은 文化 민족이 될 것을 권하는 바이다.

보은의 

마음을 심자

052011년 가을호•제49집

유종해
(前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노상부 (석사57회·고위27기) 동문    국민포장 수훈
(주)경신제약 대표이사 겸 한국한약도매협회 명예회장이신 

노상부동문은 지난 2011년 4월 제39회 보건의날을 맞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앞장서왔으

며 불우이웃돕기등의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훈하였다. 

또한 금년 8월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총동창회 부회장으로서 동창회 발전에 기여

한 공로도 크다.

전영돈 (석사33회) 동문   『보수의 시대정신』 출간
전영돈 동문은 진정한 보수주의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보수의 시대정신’(굽은나무 출판

사)을 출간하였다. 저자 전영돈 동문은 부산 출생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를 거

쳐 현재 보수개혁 청년포럼 대표직을 맡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보수주의의 반성을 촉구

하고 있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선비정신에 맥을 가지고 있지만 일제 식민 지배를 거치

며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은 자결하거나 독립운동으로 인해 패가망신하였고, 일제와 미

군정을 거치며 기회주의화한 보수주의자들이 그동안의 호사와 기득으로 산업화과정에

서 부정과 부패로 획득한 기득을 지키기 위하여 보수를 외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의미

로 한국의 보수주의는 보수주의가 아니고 부정부패의 카르텔이며 이제 진정한 본래 의

미의 보수주의로 돌아가야 할 때이며 그 선두에는 박근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사에 여성시대가 불어 닥치고 있다.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드러움과 강인

함을 품은 대한민국의 ‘여풍’ 박근혜. 과연 그녀가 왕관을 쓰고, 진정한 보수주의로 국민

들을 이끌지 관심이 주목된다. 전영돈의 ‘보수의 시대정신’은 그러한 관심 속에서 2012년 대선의 짜임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다. 

전영돈 동문의 다른 저서로는 『다스림의 미학으로 본 노자 도덕경』이 있다.

박소영 (고위25기, 폐백공방 원장)   제17회 신지식인으로 대체의학 부분에 선정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체의학 분야에 박소영 푸드테라피

스트 1호로 박소영 폐백공방 원장이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사)한국신지식인협회가 주체한 

제 17회 신지식인 선정 기념식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푸드

테라피스트 1호가 탄생하여 주위의 눈길을 한몸에 모았다.

이번 박소영 원장이 수상한 푸드테라피드 라는 타이틀은 

우리의 먹거리 문화가 70년대로 돌아가자는 계몽운동과 음식

섭취 방법에 대하여 과학적인 분석이 강조되는 현시대에 신의

학 계몽운동의 개두보 역할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박소영 원장은 푸드테라피의 학문 및 이론의 정립이 전무한 10년 전부터 연구와 기술전파를 위해 국내 최초로 푸드

테라피연구소를 건립하였으며 주목할 것은 문헌과 고서를 망라한 자료를 근간으로 우리땅의 약초, 곡물을 통해 통증과 

질병을 다스리는 이론과 실기를 정립하여 완성하게 되었고 음식이 주는 자연치유와 면역관리법을 전파하게 되었다.

따라서 짧게는 한두달, 길게는 3년을 걸쳐 각각의 수련을 통해 푸드테라피는 물론 폐백, 이바지 한과, 떡, 잔치상, 수

박공예, 사찰음식, 약선요리등 요리분야의 모든 특수음식을 섭렵하였으며 대체의학분야 웃음, 울음, 미술, 수지 이혈, 

생활한방, 홍채, 영양면역학, 인채해부학 등 심도있는 전문분야 개척에 경주함으로써 동양적 푸드테라피의 기술과 기능

을 음식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세계음식경영대회에서 한국전통이미지로 금상을 수상한 박원장은 한국의 전통음식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도

하였으며 동료들은 요리와 대체의학의 전문분야를 섭렵한 박원장을 진정한 신지식인으로 격려해 주었다.

아직은 국내에 생소한 약선학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배우며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각오로 

박원장은 그동안 먹거리와 대체의학 접목을 체계화 시킨 아보도오루 교수의 학설에 감사드린다며 전통과 건강이 공존

하는 밖은 내일을 기대해 본다.

1
바람 찬 귀양길에 침묵으로 지새운 밤

불혹의 앞뒤에서 외발로 건넌 은한강

율정점 삼거리 주막 달빛 저리 시리다

2
만덕산 오른 아우 형님 안부 걱정하고

아우 곁에 더 가까이, 우이도 머문 형님

달맞이 꽃술이 되어 하얀 밤을 지킨다 

3 
귤동리 가는 길에 임자 없는 너른 개펄

죽지 속에 부리 박고 잠이 깊은 고니 한 쌍

무위사 극락보전에 우담바라 피어난다

4 

알싸한 바람결에 저녁노을 흩어질 때

절집 마당 매화송이 별빛 한 점 밝히는 밤

그물도 거르지 못한 바람처럼 그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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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蜂 輯 김용채
     (석사 30회)

귤동리 가는 길
- 4차원의 시공여행·4

2012 연세행정인의 밤
(제9회 연세를 빛낸 행정인상 시상)

동창회 연중행사 중 규모와 내용면에서 가장 큰 행사로 영예의 제9회 

연세를 빛낸 행정인상 시상식이 거행되며, 동문간의 화학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2년 1월 9일(월) 18:30
◦ 장소 : 서울프라자호텔 B1 그랜드볼룸

졸업기수별 또는 소그룹의 단체석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동문께서는 

동창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Tel.02-393-1123 / Fax.02-393-1124 
e-mail. ys393@naver.com

동문 소식/동문기고

•1946. 전남 광양 출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농민신문 신춘문예 당선 

•다산목민문학상 대상 수상

• 사) 한국문인협회 회원 및 서울중구 지부 부회장 

•다산문학 작가회 부회장

•불교문학작가회 편집위원

•나래시조시인협회 회원

•사)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

•사)오늘의 시조시인회의 회원

•사)대한민국한가족미술협회 감사

김봉집 약력
(본명 김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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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동정

승진·이동·개업
김남영 (고위 50) KB국민은행 개인기업영업부

강대위 (고위 52)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재과 과장

강명수 (석사 50)  신용보증기금 춘천지점 팀장

강인구 (석사 74)  대검찰청 범죄정보실 수사사무관

구교영 (석사 50)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구자영 (고위 52)  평택해양경찰서 서장(종경)

권두만 (석사 69)  아산시청 회계과

권승지 (석사 50)  서울대학교 총무과 인사팀

김   현 (고위 24)  변호사김현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경두 (석사 60)  동여주골프장 사장

김경록 (석사 68)  민주당 부대변인

김광현 (석사 63)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감찰팀 팀장

김다섭 (석사 40)  변호사김다섭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범균 (석사 74)  경기도교육청 주무관

김승현 (석사 42)  대정산업 회장

김영수 (석사 68)  경기도청 철도과 도시철도담당

김원수 (석사 57)  (사)한국건설정책연구원 원장

김재겸 (고위 47)  하남농협 덕풍지점 지점장

김종구 (석사 33)  (사)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부회장

김회웅 (석사 50)  국제디지털대학교 복지행정과 겸임교수

남광홍 (석사 29)  한국사이버대학교 경영지원처장

노기태 (고위 31)  부산항만공사 사장

노수린 (석사 49)  KT통합플랫폼단 플랫폼기획팀 팀장

류시문 (석사 6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초대원장

류원석 (석사 50)  특허법원 사무국장

박경선 (석사 50)  춘천교도소 복지과장

박극수 (석사 53)  용림농장 대표

박상렬 (석사 74)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인력개발2과장

박성기 (석사 74)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박영렬 (고위 37)  박영렬법률사무소 변호사

백문현 (석사 50)  한국석유공사 비축사업본부 본부장

부광진 (석사 66)  행정안전부 정보정책과 서기관

서태연 (석사 50)  (주)씨큐어넷인천공항 본부장

석도현 (석사 72)  서대문구청 청소년복지팀장

손종하 (석사 60)  인천출입국관리소장(부이사관)

신성현 (석사 58)  한국남부발전(주) 경원지원처 팀장

신판식 (고위 54)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안상수 (고위 36)  국민통합전국시도민연합회 대표총재

안성찬 (석사 50)  금강중공업(주) 대표이사

양재영 (고위 47)  변호사양재영법률사무소 변호사

양정윤 (석사 71)  연세대학교의료워너 사회사업팀

여인태 (석사 53)  해양경찰청 정보과장

연대석 (석사 53)  신촌세브란스병원 보험심사팀

오만수 (석사 74)  KT가좌지사 지사장(상무보)

오충근 (석사 54)  경인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 국장

윤광국 (석사 50)  윤광국법무사사무소 대표법무사

윤병수 (석사 50)  행정안전부 과장

이강규 (석사 50)  한국GA홀딩스 본부장

이강석 (석사 49)  해운대경찰서 교통과 과장

이석연 (고위 17)  법무법인서울 대표변호사

이영진 (석사 41)  한양대 환경및산업의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용원 (고위 46)  국회사무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인 (연구 37)  신화오플라(주) 회장

이우식 (석사 50)  법무사이우식사무소 대표

이원희 (고위 52)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이은규 (석사 49)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행정실 과장

이재익 (석사 75)  국립영천호국원장

이재준 (석사 68)  고용노동부 수원고용센터 소장

이정수 (고위 51)  머리나라 회장

이존철 (석사 44)  연세대학교 기획실 정책부 부실장

이종윤 (석사 66)  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이지민 (고위 52)  국회 법제실 제정법제과 서기관

이진철 (석사 73)  해양경찰청 인사기획팀 팀장

이태인 (석사 50)  특허청 서비스표심사과 과장

임인배 (석사 27)  한민족통일포럼 이사장

임채용 (석사 70)  송파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위

장기조 (석사 19)  경북의성영농조합 홍보총괄팀장

장기찬 (고위 52)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정동일 (석사 72)  (사)한국효도회 중앙회장

정승택 (석사 60)  육군 3군사령부 화력부 중령

정영현 (석사 59)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 부장

정영호 (석사 50)  경기대학교 경호비서학 교수

조성배 (석사 74)  행정안전부 미래정보화과 서기관

조영학 (석사 74)  공군본부 중령

조우현 (석사 27)  국민견강보험공단 서울본부 본부장

주용환 (석사 49)  통영경찰서 서장

지병석 (석사 74)  지식경제부 해외투자과 남북경협팀 행정사무관

지원근 (고위 44)  우정산업(주) 대표이사

최진욱 (석사 55)  미한국사령부 보안기획관

최차환 (석사 65)  한국감정원 경영관리실 노무관리부장

한윤우 (석사 46)  (주)풀무원홀딩스 대표이사

한종현 (석사 50)  국립수의학과 검역원

홍성임 (고위 48)  한국투자증권 분당PB센터 지점장

황의호 (고위 31)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원장

황인상 (석사 76)  (주)피엔씨글로벌네트웍스 대표이사

자택 변경
가재모 (석사 2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탑마을경향아파트 309-501

강낙원 (석사 66)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햇빛마을 2102-1502

강동수 (석사 76)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50 쌍용1차아파트 703-103

강득구 (석사 74)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 3동 코오롱하늘채 109-602

강명수 (석사 50)  서울 노원구 월계 3동 한진한화그랑빌(아) 119-1303

강은진 (석사 74)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현대아파트 425-1003

강인구 (석사 74)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6 목련타운 107-702

고광복 (고위 52)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 1004동 502호

고광철 (석사 74)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105 꿈에그린아파트 703-702

고영채 (석사 50)  서울 관악구 행운동 우성아파트 104-602

공정미 (고위 52)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102동 1302호

곽덕기 (석사 78) 서울 종로구 평창동 562-86

곽도영 (석사 9)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37-302 신미아파트 라동 301호

구교영 (석사 50)  서울 성북구 돈암 2동 한신아파트 110-1006

구남신 (석사 78)  경기 광명시 광명동 167-5 102호

구남표 (석사 42)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28 쌍용아파트 214-503

구옥회 (고위 54)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성우마을 102-2호

구자영 (고위 52)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미소마을서광프리메라아파트 104-1202

권두만 (석사 69)  충남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대우푸르지오아파트 106-803

권선덕 (석사 59) 서울 중구 예장동 1-20 204호

권승지 (석사 50)  서울 관악구 청룡동 1560-61 아이원아파트 101-201

권혁시 (석사 74)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18 현대빌라 506-406

김   현 (고위 24)  서울 서초구 서초 4동 1687 유원서초APT 101동 807호

김경태 (석사 76)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 1동 1114 롯데빌리지 102-601

김광수 (석사 74)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 3동 성원아파트 103-405

김광현 (석사 63)  서울 동작구 상도 1동 482-1 목련빌라 101호

김기용 (석사 72)  서울 중구 신당 3동 남산타운아파트 17-806

김길도 (석사 31)   서울 영등포구 대림 2동 1123 한솔솔파크아파트 102-902

김남경 (연구 46)  서울 서초구 서초 3동 1568-1 아크빌(아) 901호

김다섭 (석사 4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 3-1404

김대훈 (석사 74)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대동다숲아파트 106-1205

김덕규 (석사 55)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143-10

김도엽 (석사 61)  서울 용산구 이촌 2동 현대한강아파트 102-1303

김동극 (석사 72)  서울 은평구 신사 1동 8-44 402호

김동진 (석사 64)  서울 마포구 도화동 353 현대홈타운 207-1406

김명대 (석사 39)  서울 서초구 반포동 20-43 반포자이아파트 109-2002

김명숙 (석사 68)  서울 용산구 이촌 1동 한강대우아파트 107-1304

김상래 (고위 42)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 1동 은빛마을6단지아파트 614-1103

김석민 (석사 8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햇빛마을 2319동 701호

김석배 (고위 48)  서울 양천구 목4동 대원칸타빌 2차아파트 204-1005

김선종 (석사 74)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공무원아파트 508-404

김선호 (석사 49)  서울 서초구 반포 2동 신반포한신아파트 10-206

김성범 (석사 49)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리 700-1 현대(아) 110동 901호

김성회 (석사 49)  서울 동작구 노량진 1동 신동아리버파크아파트 701-1205

김성훈 (석사 49)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내정동 파크타운 125동 204호

김순덕 (석사 70)  서울 구로구 개봉 2동 두산아파트 102-207

김승현 (석사 42)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5 동양파라곤아파트 104-402

김양빈 (석사 74)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브라운스톤공덕아파트 102-1803

김영근 (석사 66)  경기 광명시 철산 3동 주공아파트 1304-1508

김영수 (석사 68)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1 한일타운 147-1703 (반송)

김영채 (고위 37)  서울 양천구 신정 6동 신시가지 8단지아파트 801-103

김용선 (고위 31)  서울 중랑구 망우 3동 409-16

김용식 (석사 31)  서울 송파구 잠실 2동 리센츠아파트 232-2005

김원수 (석사 57)  경기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문촌마을 1903동 1601호

김유임 (석사 7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숲속마을 5단지아파트 508-1503

김인수 (석사 69)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희성연인아파트 101-1101

김재겸 (고위 47)  경기 하남시 창우동 신안아파트 415-1102

김정덕 (석사 4)  서울 강남구 삼성동 22 상아아파트 6동 407호

김정만 (석사 55)  서울 송파구 잠실 2동 리센츠아파트 236-1402

김정현 (석사 74)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6-42 샬롬빌딩 4층

김제리 (석사 74)  서울 용산구 효창동 13-22 3/9

김종구 (석사 33)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마을1단지아파트  

경남아너스빌 104-705

김철호 (석사 50)  서울 동작구 동작동 현충원직원아파트 2-302

김학수 (고위 3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 1311-1203

김학영 (고위 13)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874 서홍마을 한일아파트 

104-1504

김헌석 (석사 36)  서울 동작구 상도1동 7-24 미성랙스빌 401호

김현철 (석사 74)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49 산운마을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1002-1304

김혜숙 (석사 60)  서울 양천구 신정 6동 삼성쉐르빌아파트 2차 1201호

김호삼 (석사 49)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6가 89-3 동도하이츠빌라 3-401

김홍주 (석사 19)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111 창죽마을 첼시빌 1101-1705

김회웅 (석사 50)  경기 화성시 반송동 시범한빛마을 동탄아이파크아파트 

221-1901

김희상 (고위 17)  서울 동작구 사당 3동 롯데캐슬아파트 103-1203

나병인 (석사 68)  서울 강남구 도곡동 967 경남아너스빌 101-1503

나태선 (석사 79)  서울 성북구 종암동 134 래미안라센트 106-602

남광홍 (석사 29)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현대(아) 101-1803

노기태 (고위 31)  부산 해운대구 우동 현대카멜리아 1810호

노세범 (석사 74)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파인타운1단지 104-103

노수린 (석사 49)  서울 동작구 상도동 420 대우유로카운티 101-2002

노수평 (고위 33)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 2동 상현마을현대성우 3차 

아파트 282-501

노장우 (석사 75)  서울 마포구 창전동 창전삼성아파트 101-102

노형래 (석사 74)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우장산힐스테이트 124-102

도영미 (고위 52)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200 극동아파트 106동 1502호

류덕희 (고위 19)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F동 1203호

류영성 (석사 50)  서울 중구 순화동 1-27

류원석 (석사 5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동아(아) 202동 702호

류현선 (석사 74)  서울 관악구 대학동 251-398

명희승 (석사 49)  서울 서초구 서초 4동 진흥아파트 6동 901호

문건수 (석사 71)  충남 보령시 죽정동 789 부경파크빌아파트 101-1004

문기철 (고위 17)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2동 동보 4차아파트 103-804

문도회 (석사 49)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 3동 후곡마을 청구(아) 1407동 1002호

문두식 (석사 49)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91-10 동광빌라트 101호

문창근 (석사 43)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현대탑월드 3층 111호

문태석 (석사 68)  인천 연수구 송도동 19-7 송도자이하버뷰 203-705

박갑철 (고위 49)  서울 강남구 삼성 2동 127-5 남해오네뜨빌 101-102

박경선 (석사 50)  서울 서초구 서초 3동 1467-3 서초대우아파트 101동 306호

박경진 (석사 49)  서울 동작구 노량진 1동 232-5 장미빌라 1-203

박국서 (석사 58)  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림아파트 102-402

박극수 (석사 53)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182-4

박노원 (석사 41)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22-3

박봉수 (석사 51)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삼익한일(아) 103-402

박상렬 (석사 74)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문굿모닝힐 5차 510-101

박상현 (석사 43)  서울 동작구 본동 481 본동신동아아파트 4동 606호

박성기 (석사 74)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01-6 한도아트빌 401호

박성하 (고위 33)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쌍용2차아파트 171-1601

박원식 (석사 74)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62-1 가람빌라 101호

박인만 (석사 71)  서울 서초구 양재동 154-2 우성아파트 105-1501

박장근 (고위 39)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535 하이파크시티 신동아 

파밀리에 403-2002

박재구 (석사 7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하늘마을2단지아파트 203-301

박재현 (석사 74)  경기 의왕시 왕곡동 신안세종@ 101-1501

박정현 (고위 48)  서울 용산구 한남동 810 한남더힐 124-101

박종명 (고위 52)  서울 양천구 목 5동 목동트윈빌 D동 1709호

박종우 (고위 53)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한신아파트 102동 703호

박준기 (석사 4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광장(아) 3-405

박찬규 (석사 50)  서울 은평구 역촌동 42-40

박현주 (석사 74)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17 양화빌 303호

박현하 (석사 67)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 1동 334-5 성산그린타운 나-301

방광업 (석사 50)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138-31 27통 5반

배성수 (고위 52)  서울 중랑구 상봉 2동 81-5 한일써너스빌 @101동 1101호

배태호 (석사 61)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93-5 클래식타워 1801

배효동 (석사 25)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힐스테이트 706-401

백문현 (석사 50)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2번지 포석코드샵아파트 104-704

백종각 (고위 52)  충남 당진군 송악면 본당리 372-1

봉상수 (석사 77)  서울 동대문구 휘경 2동 57 휘경주공아파트 110-1204

부광진 (석사 66)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77 삼성아파트 108-402

부장호 (연구  8)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940-3 현대(아) 101-604

서경석 (고위 19)  서울 서초구 방배동 2626 삼성래미안1차 103-201

서기환 (석사 73)  서울 성북구 정릉 4동 풍림아파트 126-704

서동윤 (석사 73)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81-37 샤인빌 205호

서태연 (석사 50)  서울 강서구 화곡 6동 1145 롯데캐슬@106-1002

설영수 (고위 37)  서울 송파구 가락동 15-7

설현천 (고위 51)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리체아파트 106-3203

성기만 (고위 55)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용산파크 e-편한세상 102-402

성기천 (고위 52)  서울 양천구 목 5동 929번지 청구@109동 1108호

성락식 (고위 3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식사자이아파트 405-2304

손이연 (석사 50)  서울시 관악구 봉천 11동 1639-7

손정길 (석사 59)  경기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59-34

손현성 (석사 68)  서울 마포구 중동 중동청구아파트 103-1801

송용현 (고위 49)  경기 안성시 금산동 22-1

송중일 (석사 74)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교동마을정광아파트 106-403

송호송 (석사 74)  경기 고양시 일산동 마두동 794 강촌마을 815-605

승성신 (고위 52)  인천 부평구 부평동 70-125 동아아파트 30동 1502호

신동석 (석사 76)  경기 김포시 걸포동 오스타파라곤1단지 101-601

신보영 (고위 52)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409동 1002호

신성현 (석사 58)  서울 도봉구 쌍문 3동 한양1차아파트 3-511

신수연 (고위 23)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3301

신완섭 (석사 63)  서울 구로구 개봉 2동 303-33

신완수 (고위 1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정(아) A동 1409호

신용남 (석사 23)  서울 송파구 가락동 176 삼환아파트 1동 1208호

신충식 (석사 50)  서울 동작구 상도동 42 대우유로카운티 101-2002

신판식 (고위 54)  서울 종로구 무악동 현대아파트 1008-1005

심상철 (석사 74)  서울 마포구 중동 월드컵참누리아파트 107-1903

안동혁 (석사 75)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 219-6

안병훈 (석사 49)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아) 108-304

안성찬 (석사 5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8-2 동아빌라트 2-902

안원철 (석사 38)  경기 양주시 덕정동 융보아파트 408호

안은표 (고위 36)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반도유보라아파트 101-303

안진용 (석사 74)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우성아파트 308-903

양영숙 (석사 78)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3단지 1302-1601

양일심 (석사 77)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힐스테이트 3차 308-1904

양정윤 (석사 71)  서울 은평구 불광동 104-51

양정자 (석사 74)  경기 광명시 철산 3동 226-3

엄창회 (석사  1)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4로) 일산 

자이아파트 106-204

여인태 (석사 74)  인천 남구 학익동 693-1 호산아파트 102-402

연영석 (석사 50)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장자마을부영e-그린타운 

2차아파트 606-503

오만수 (석사 74)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현마을2단지 211-401

오승환 (석사 74)  서울 서초구 방배동 804-2 다솔빌라 101호

오연경 (석사 74)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 그린타운 606-1903

오위탁 (고위 52)  인천 부평구 부평 1동 70-125 동아@ 2단지 19-1003호

우동욱 (석사 74)  서울 강남구 개포 2동 주공아파트 456-406

원홍식 (석사 20)  서울 도봉구 창 5동 상아 1차아파트 5-405

위상환 (석사 74)  서울 은평구 불광동 632 북한산힐스테이트 3차 3206-1106

유광수 (고위 41)  서울 서초구 방배동 789-12 202호

유순향 (석사 72)  서울 서대문구 홍은 2동 411-23

유재복 (석사 21)  서울 서초구 잠원동 71-11 한신타워 101-902

유준용 (고위 52)  서울 은평구 진관동 107 동부센트레빌 313-1601

윤   필 (석사 23)  서울 동작구 상도 2동 상도래미안1차아파트 105-603

윤경진 (석사 74)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 2동 금호아파트 106-905

윤광국 (석사 50)  경기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LG 1차 아파트 10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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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교복 (석사 54)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우물골 206-621

윤대기 (고위 48)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뉴삼익아파트 1606-1303

윤대영 (석사 64)  경기 의왕시 오전동 27-1번지 한진로즈힐(아)105-703

윤병설 (석사 51)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5 신동아(아) 404동 1005호

윤병수 (석사 50)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롯데캐슬 815-903

윤청목 (고위 1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4 라이프콤비(아) 2103

윤태호 (석사 74)  서울 동작구 사당 5동 1152 대우푸르지오 102-1301

이가연 (고위 52)  서울 노원구 상계 3.4동 상계불암대림아파트 202-302

이강규 (석사 5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7 탑마을 지산(아) 304동 1102호

이강석 (석사 49)  부산 해운대구 좌3동 효성코오롱아파트 반달마을(아)  

841-1505

이강일 (석사 70)  서울 도봉구 쌍문동 59 한양 2차 7-1503

이경완 (고위 25)  경기 김포시 걸포동 1555 오스타파라곤 308-1704

이계자 (석사 72)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68-5 힐스테이트 1차 106동 

1603호

이기호 (고위 4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487 위시티자이아파트 

108-203

이난희 (석사 77)  서울 송파구 오금동 우창아파트 2-902

이남휘 (석사 50)  서울 강남구 개포 4동 시영아파트 5-105

이동현 (석사 75)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 3동 라일락마을아파트 서해아파트 

2324동 501호

이동화 (고위 52)  서울 종로구 궁정동 1-45 대경빌라 A동 201호

이명수 (석사 74)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0-27 301호

이부윤 (고위 38)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 3동 중흥마을아파트 611-1601

이석연 (고위 17)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 샘터마을(아) 106-1503

이선규 (석사 74)  경기 고양시 일산서 탄현동 탄현마을 6단지아파트 603-1502

이선무 (석사 76)  서울 서초구 반포동 30-26 반포리체아파트 104-1804

이성로 (석사 49)  서울 노원구 중계 3동 513 무지개(아) 202-203

이성환 (석사 66)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07-6

이승명 (석사 74)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원마을 모아아파트 708-1304

이승호 (고위 52)  경기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590 백상@305호

이영진 (석사 41)  서울 광진구 광장동 561 삼성아파트 1-1005

이영호 (고위 52)  서울 양천구 목동 803-2 목원연립 가-101

이영희 (고위 36)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교동마을현대홈타운아파트 

104-903

이용찬 (석사  5)  강원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1097-2

이용화 (석사 74)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 301-508

이원식 (석사 67)  서울 중랑구 묵동 위더스빌 101-804

이원희 (고위 52)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 목련타운@102동 901호

이윤복 (석사 74)  경기 고양시 일산서 탄현동 탄현마을 8단지아파트 803-203

이윤수 (석사  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여의도자이 401-903

이윤행 (석사 46)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봉담아이파크 104-402

이은규 (석사 49)  서울 서초구 반포 4동 서래아파트 4동 103호

이응규 (석사  5)  서울 도봉구 방학 3동 561

이장근 (석사 49)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123

이재만 (석사 37)  서울 서초구 잠원동 32-22 보미 미전빌아파트 401호

이재준 (석사 68)  서울 서초구 방배 2동 474-9 방배리치빌 503

이재중 (고위 46)  경기 광명시 소하동 48-55 동양2차아파트 201-2504

이재진 (고위 21)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월드빌리지 B-103

이재태 (석사 74)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신촌마을 상록데시앙 102-1503

이정민 (석사 74)  서울 종로구 체부동 202 진선미빌라 301호

이정수 (고위 51)  서울 마포구 공덕동 롯데캐슬 102-3104

이정찬 (석사 73)  경기 김포시 걸포동 1555 오스타파라곤 306-1604

이정평 (석사 49)  서울 종로구 팔판동 123-2

이정휴 (석사 36)  서울 성동구 행당동 346 행당한진타운 105-2103

이존철 (석사 44)  경기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덕산아파트 103-1202

이종윤 (석사 66)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12 홍릉동부아파트 102-802

이주영 (고위 52)  경남 마산시 월영동 714 현대@ 504동 1103호

이지민 (고위 52)  서울 송파구 잠실 2동 19번지 잠실엘스아파트 133-1001

이진철 (석사 73)  인천 연수구 송도동 포스코더샵 하버뷰 1402-1002

이철열 (고위 25)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7-3 302호

이춘식 (고위 51)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삼성래미안 1차아파트 107-301

이태인 (석사 50)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101-1103

이태회 (고위 53)  서울 관악구 미성도 신림푸르지오아파트 105동 2003호

이혁진 (석사 22)  서울 노원구 상계동 766-1 미도아파트 102-911

이호열 (연구  6)  서울 강동구 상일동 490 고덕리엔파크 334-201

인중식 (고위 17)  서울 용산구 이촌동 430번지 엘지한강자이 아파트 109-501

임운식 (석사 76)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496-7

임인배 (석사 27)  서울 서초구 반포 4동 한신서래(아) 3동 701호

임진상 (고위 25)  서울 마포구 합정동 KCC엠파이어리버 904호

임창현 (석사 54)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13-1104

임채용 (석사 70)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1-9 상록아파트 808-1209

임해철 (고위 50)  대전 유성구 봉명동 미성샤르망 102-702

장기상 (석사 32)  송파구 송파동 119 한양APT 1동 305호 

장기찬 (고위 52)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55번지 우림루미아트 @ 

101동 104호

장석웅 (석사 29)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3301

장정도 (석사 46)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동아솔레시티아파트 102-1002

장태환 (고위 42)  경기 의왕시 내손동 삼성래미안에버하임아파트 310-1603

전영석 (고위 40)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버들치마을경남아너스빌 

1차아파트 106-203

전영신 (석사 70)  서울 강동구 강일동 강일리버파크 103-805

정광벽 (연구 42)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28 봇들마을 601동 1003호

정구학 (석사 74)  경기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한빛마을 한라비발리아파트 

106-503

정남숙 (석사 76)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삼호아파트 101-304

정동건 (석사 68)  서울 광진구 구의 3동 611 현대아파트 211-1804

정동일 (석사 72)  서울 중구 필동 2가 134-2 푸른빌라 301호

정승택 (석사 60)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벽산블루밍아파트 102-1301

정영석 (석사 74)  서울 종로구 무악동 현대아파트 112-206

정영현 (석사 59)  경기 파주시 조리면 대원리 272번지 동문그린시티 

아파트 510-901

정영호 (석사 50)  서울 강남구 삼성 2동 50 현대힐스테이트 208-2102

정영훈 (석사 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아파트 2동 906호

정완교 (석사 14)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삼호아파트 2동 802호

정원헌 (석사 76)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3 아크로비스타 B동 1604

정의동 (석사 74)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 5단지 526-404

정장선 (석사 49)  경기 평택시 비전 2동 한빛아파트 102-701

정재윤 (석사 7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 1동 윈스턴파크1차 909호

정진홍 (석사 20)  서울 구로구 개봉 3동 286-8 한성(아) 101호

조두성 (고위 45)  서울 동작구 신대방 2동 348-125 101호

조성배 (석사 74)  서울 강동구 성내동 137 성내 2차 e-편한세상 201-901

조승부 (석사  9)  서울 은평구 녹번동 96-6 기룡아파트 201호

조영규 (석사 50)  서울 광진구 자양 3동 스타시티쇼핑몰 B-403

조영자 (석사 74)  서울 양천구 신정 6동 신시가지13단지아파트 1321-302

조영학 (석사 74)  충남 계룡시 남선면 남선리 계룡아파트 145-207

조정근 (석사 77)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현대아파트 104-1302

주용환 (석사 49)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 5단지 529-1507

지병석 (석사 74)  경기 시흥시 대야동 우성아파트 202-1403

진방식 (석사 43)  서울시 강북구 수유 4동 279-34 삼진빌라 301호

진일선 (석사 49)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8 더샵스타리버 101-2001

차성학 (고위 48)  대구 수성구 지산1동 녹원아파트 761 녹원맨션 110-807

차인태 (석사   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 현대(아) 13동 503호

차홍근 (석사 50)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935-1

천영희 (고위 52)  경기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988

최근홍 (고위 52)  서울 영등포구 대림 3동 607-1 코오롱@105동 2103호

최길찬 (고위 49)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86-4 3층

최대용 (고위 50)  서울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108-802

최봉순 (석사 49)  서울 강남구 개포 2동 우성 8차아파트 803-702

최영수 (석사 66)  서울 동작구 상도 3동 쌍용스위트닷홈아파트 106-1102

최유미 (석사 75)  서울 성동구 옥수동 삼성아파트 106-1507

최정숙 (석사 74)  서울 강남구 삼성동 33-20 대우멤버스카운티2차 501호

최진욱 (석사 55)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아파트 130동 904호

추동헌 (고위 5)  서울 종로구 구기동 154-3 건덕빌라 5동 306호

탁병오 (석사 23)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7-6 401호

표국종 (고위 53)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2-17 선도하우스

한국은 (석사 27)  서울 동작구 상도동 416 현대아이파크(아) 106-1802

한동성 (석사 50)  서울 성동구 성수 2가 1동 청구강변아파트 101동 610호

한영수 (석사 74)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 2동 3번지 85호 31통 4반

한용택 (석사 6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롯데캐슬IVY 101-2401

한윤우 (석사 46)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4 현대 2차아파트 211-904

한인희 (석사 79)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 3동 신매탄 위브하늘채 132동 2104호

한종현 (석사 50)  경기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 407-1302

허갑동 (고위 38)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건영아파트 309-204

허상윤 (석사 74)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710-4

허신욱 (석사 58)  서울 노원구 월계 4동 사슴아파트 304-1407

홍명하 (석사 74)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1052 금호베스트빌아파트 104-801

홍성임 (고위 48)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LG빌리지아파트 5차 512-1802

홍원표 (석사 53)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5 목동신시가지(아) 1108동 305호

홍진섭 (석사 7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동문굿모닝아파트 101-301

홍춘표 (고위 30)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마곡수명산파크 709-1202

황규선 (고위 26)  서울 송파구 오륜동 89 올림픽선수촌(아) 256동 106호

황인상 (석사 76)  경기 과천시 중앙동 주공아파트 1003-402

사무실 이전
강은진 (석사 74)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33-7 금강펜테리움  

아이티타워 A-707 (주)성원디엔텍 대표이사

고광복 (고위 52)  서울 양천구 목5동 907-18 한국바이오에너지(주) 대표이사

김영근 (석사 66)  경기 광명시 철산2동 105-1 우석종합개발(주) 대표이사

김영수 (석사 68)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경기도철 철도과 도시철도담당

김진태 (고위 48)  강원 춘천시 효자동 708 (구)건설회관빌딩 2층  

김진태변호사사무실 대표

도영미 (고위 52)  서울 중구 정동 27-11 오성빌딩 4층 교보생명  FP Prime 

Leader

류덕희 (고위 19)  울 관악구 인헌동 1659-5 경동제약빌딩 9층 경동제약(주) 

대표이사 회장

문기철 (고위 17)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 13 이노플렉스 505호  

(주)에스엠엔지니어링 고문

안종만 (고위  1)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90 한라시그마밸리 209호  

도서출판 박영사 회장

윤대영 (석사 64)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5-34 삼정빌딩 104호  

법무사윤대영사무소 법무사

윤두한 (고위 31)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4-9 모건시티 402호  

(주)신한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윤병설 (석사 51)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성지하이츠 1차빌딩 1204호  

(주)청원엘앤시 대표이사

이응규 (석사  5)  서울 도봉구 방학3동 561 한국진성과학학술연구원 원장

이재진 (고위 21)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11-6 화림빌딩 2층   

(유)대주HR 회장

이주호 (고위 41)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02-3 성산빌딩 2층  

(주)고운조경 대표이사

이환근 (고위 34)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6-20 대륭강남타워 20층  

대륭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인중식 (고위 17)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 13 이노플렉스 505호 에스엠 

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임창현 (석사 54)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분당트라팰리스 859호  

(주)삼우ST 대표이사

장정도 (석사 46)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4 미주상가 A동 2층 12호  

장정도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조계숙 (고위 52)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3-30 (주)에꼴종합대행사 대표이사

조영규 (석사 50)  서울 고아진구 화양동 48-15 삼영빌딩 엘리시아   

치과의원 원장

천영희 (고위 52)  경기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988 파주시립장야전담 

어린이집 대표자

표국종 (고위 53)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2-17 선도하우스 선도물산(주)  

대표이사

허갑동 (고위 38)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761 102호 3H산업(주) 대표이사

결혼
강장수 (고위  2)  2011년 8월 19일 오후 1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장남 결혼

고광철 (석사 74)  2011년 9월 2일 오후7시 AW컨벤션센타 2층   

그랜드볼룸에서 딸 결혼

김호민 (고위 35)  2011년 4월 30일 오후1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장남 결혼

남광홍 (석사 29)  2011년 10월 1일 오후 5시 연세동문회관 3층에서 아들 결혼

문건수 (석사 71)  2011년 7월 23일 12시 웨커힐호텔에서 딸 결혼

박우서 교수  2011년 7월 21일 오후 6시 30분 양재동 L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딸 결혼

백인기 (석사 70)  2011년 9월 3일 오후 5시 연세동문회관 3층에서 장남 결혼

윤두한 (고위 31)  2011년 9월 17일 오후 6시 컨벤션디아망 3층 그랜드볼룸 

에서 장녀 결혼

이득우 (석사 56)  2011년 5월 21일 오전 11:30 명일동 명성교회에서 장남 결혼

이원희 (고위 52)  2011년 8월 13일 오후 3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차남 결혼

이용선 (석사 69)  2011년 7월 9일 오후5시 그랜드힐튼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

서 장남 결혼

이용원 (석사65·고위46)  2011년 10월 1일 12 : 30 오병이어교회에서 딸 결혼

이정휴 (석사 36)  2011년 4월 9일 오후 2시 서초동성당에서 처남 결혼

이재민 (석사 66)  2011년 5월 28일 오전 11시 SC컨벤션공항센터  

아도니스에서 아들 결혼

이철열 (고위 25)  2011년 10월 21일 오후 7시 호텔프리마 1층 다이아몬드홀 

에서 장남 결혼

정맹진 (석사 62)  2011년 9월 24일 오후 1시 30분 대전캐피탈타워  

컨벤션웨딩 1층 슬로비홀에서 차남 결혼

정인순 (고위 43)  2011년 9월 3일 오후 3시 세종호텔 3층에서 딸 결혼

조승부 (석사  9)  2011년 5월 14일 오후 1시 KBS신관컨벤션웨딩홀에서 딸 결혼

하영일 (석사 34)  2011년 5월 7일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에서 장녀 결혼

부음
권순덕 (석사 71)  2011년 5월 8일 빙부상. 강릉의료원 5호. 10일 발인

권용진 (석사 40)  2011년 4월 27일 장모상. 일산동국대병원장례식장. 29일 발인 

고오환 (석사 70)  2011년 8월 11일 모친상. 신촌세브란스장례식장. 13일 발인

구남신 (석사 78)  2011년 8월 25일 장인상. 고대구로병원 203호. 27일 발인

국중호 (석사 57)  2011년 5월 10일 모친상. 전북대병원장례식장. 12일 발인

김상목 (석사 61)  2011년 3월 16일 부친상. 부천성가병원 4호. 17일 발인

김영동 (석사 63)  2011년 5월 17일 모친상. 광명성애병원 201호. 19일 발인

김정일 (석사 77)  2011년 8월 16일 부친상. 신촌세브란스장례식장. 19일 발인

김희곤 (석사 17)  2011년 7월 2일 부친상. 분당차병원 영안실 7호. 4일 발인

나병인 (석사 68)  2011년 2월 6일 부친상. 서울아산병원 32호. 8일 발인

박후근 (석사 78)  2011년 9월 17일 모친상. 경북영양전문장례식장. 18일 발인

신경숙 (고위 13)  2011년 8월 27일 모친상. 분당서울대병원 영안실 201호.  

29일 발인

안재동 (석사 43)  2011년 3월 17일 빙부상. 부산보훈병원 203호. 18일 발인

원창미 (석사 71)  2011년 1월 21일 부친상. 여의도성모병원. 23일 발인

유관선 (석사 78)  2011년 8월 27일 장모상. 우주장례식장. 29일 발인

이만수 (고위 19)  2011년 5월 22일 모친상.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  

24일 발인

이정숙 (석사 72)  2011년 5월 4일 시모상. 파주병원장례식장 2호. 6일 발인

이헌구 (석사 44)  2011년 5월 18일 부친상.

정영호 (석사 78)  2011년 6월 22일 별세.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1호. 23일 발인

조정환 (석사 73·고위 49)  2011년 4월 27일 시모상. 대전성모병원 특2실.  

29일 발인

진선수 (석사 80)  2011년 9월 17일 모친상. 고대구로병원장례식장 202호.  

19일 발인

최장관 (석사 78)  2011년 9월 21일 빙부상. 홍천군장례식장. 23일 발인

한인섭 (석사 67)  2011년 5월 3일 모친상.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23호.  

5일 발인

한창구 (석사 39)  2011년 1월 31일 모친상. 분당서울대병원 3층 9호.  

2월 2일 발인

홍진식 (석사 76)  2011년 3월 14일 빙부상. 부산영락공원. 16일 발인

알림
권혁영 (고위 45)  2011년 7월 15일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에서   

“제3회 오석과의 만남”

김철수 (석사 34·고위 4)  2011년 6월 30일 오후 3시 30분 관악웨딩문화원에서 

출판기념회

라창환 (고위 54)  2011년 6월 11일 오전11시 포레스트힐CC 제1회동대문구 

골프연합회장기대회 개최

박준영 (고위  9)  국악방송 사장 2011년 3월 2일 오후 7:30 “2011국악방송 

개국 10주년 기념음악회” 개최

이길여 (고위 12)  경원대총장 2011년 9월 21일 오후 7시 30분 가천대학교  

경원캠퍼스 비전타워 야외광장에서 가천대학교 음악대학 

제7회 정기오페라 개최

이양규 (고위 34)  2011년 4월 30일 오전 11시 매실한옥촌 상량식

이재균 (고위 46)  2011년 10월 6일 오후 3시 부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출판기념회

동창회보 「동문동정」 코너를 통해 다양한 동문들의 소식을 보도해 드립니다. 게재를 희망하는 동문들은 총동창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관련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93-1123    Fax : 02-393-1124    E-mail : ys393@naver.com동문소식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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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회비
(가나다순)

가재모	 (석사	21)

강대립	 (석사	40)

강동석	 (고위		2)

강무웅	 (석사	35)

강미숙	 (고위	47)

강상규	 (석사	44)

강석재	 (고위	10)

강선영	 (고위	22)

강신욱	 (석사	48)

강양수	 (고위	33)

강연국	 (석사	41)

강용원	 (고위	43)

강일형	 (석사	42)

강준현	 (석사	56)

강창규	 (고위	35)

강치원	 (석사	44)

강한수	 (고위	42)

강형철	 (고위	35)

강호식	 (고위	16)

고광복	 (고위	52)

고광표	 (석사	44)

고영채	 (석사	50)

고영희	 (고위		9)

고원준	 (고위	10)

고자홍	 (고위	34)

고정숙	 (고위	32)

고현수	 (고위	41)

곽도영	 (석사	 9)

권경석	 (석사	26)

권순복	 (고위	10)

권순원	 (고위	26)

권승지	 (석사	50)

권승찬	 (석사	25)

권연혁	 (고위	31)

권영국	 (고위	28)

권용기	 (고위	37)

권재혁	 (고위	18)

권정달	 (석사	10)

권진혁	 (석사	68)

권태명	 (석사	63)

권혁용	 (고위	26)

권현복	 (고위	54)

김   균	 (석사	68)

김강빈	 (석사	60)

김겸중	 (고위	20)

김경두	 (석사	60)

김광수	 (고위	26)

김광수	 (석사	55)

김광수	 (석사	34)

김귀순	 (석사	78)

김규용	 (고위	27)

김규원	 (고위		6)

김균현	 (석사	78)

김기수	 (석사	15)

김기영	 (고위	 12)

김기재	 (고위		9)

김길웅	 (고위	25)

김남경	 (연구	46)

김대규	 (석사	13)

김대규	 (석사	41)

김대석	 (석사	60)

김대식	 (고위	25)

김동진	 (석사	64)

김두환	 (고위	33)

김명수	 (석사	51)

김문구	 (고위	16)

김병길	 (고위	28)

김병준	 (석사	42)

김병철	 (석사	55)

김병호	 (고위	40)

김봉조	 (고위		5)

김상근	 (고위	54)

김상봉	 (고위	 12)

김상완	 (석사	36)

김상원	 (고위		4)

김상조	 (고위	27)

김석기	 (고위	27)

김석중	 (고위	49)

김석현	 (석사	22)

김선규	 (석사	16)

김성년	 (고위	28)

김성수	 (석사	 12)

김성호	 (석사	45)

김성회	 (석사	49)

김소유	 (고위		9)

김숙희	 (석사	70)

김순견	 (석사	62)

김순흠	 (석사	41)

김승의	 (석사	54)

김양균	 (석사	 4)

김양수	 (석사	72)

김여환	 (고위		6)

김영구	 (석사	52)

김영목	 (고위	45)

김영배	 (고위	10)

김영수	 (석사	39)

김영수	 (석사	67)

김영식	 (고위	36)

김영주	 (석사	32)

김영준	 (석사	 	7)

김영진	 (고위	33)

김영칠	 (석사	45)

김영호	 (석사	28)

김옥두	 (고위	21)

김옥상	 (석사	55)

김용규	 (석사	57)

김용모	 (석사	52)

김용배	 (석사	77)

김용복	 (연구		3)

김용순	 (석사	52)

김용준	 (고위	28)

김용준	 (석사	34)

김용준	 (석사	 12)

김윤곤	 (석사	60)

김윤정	 (고위	53)

김윤호	 (석사	40)

김윤환	 (석사	51)

김응서	 (석사	37)

김인식	 (석사	 	7)

김인환	 (고위	22)

김일수	 (석사	57)

김일환	 (석사	63)

김장민	 (석사	64)

김재덕	 (연구		3)

김정섭	 (고위	41)

김정치	 (석사	34)

김정호	 (연구	16)

김종명	 (고위	35)

김종문	 (석사	35)

김종옥	 (석사	18)

김주덕	 (석사	73)

김주환	 (석사	60)

김중권	 (고위	13)

김진배	 (고위	27)

김진벽	 (석사	48)

김진옥	 (고위	20)

김진우	 (석사	47)

김철수	 (석사	34)

김철희	 (연구	54)

김충한	 (고위		6)

김충환	 (고위	47)

김태이	 (고위	14)

김태준	 (석사	31)

김태환	 (석사		3)

김학권	 (고위		9)

김학면	 (고위	36)

김학송	 (석사	42)

김한섭	 (석사	62)

김향종	 (고위	27)

김현선	 (고위	19)

김현태	 (석사	52)

김형구	 (석사	32)

김형성	 (고위	18)

김형욱	 (석사	38)

김형진	 (고위	23)

김형태	 (연구	52)

김혜숙	 (석사	60)

김호민	 (고위	35)

김홍래	 (고위	10)

김홍식	 (고위	36)

김홍철	 (고위	53)

김효석	 (석사	33)

김휘동	 (석사		9)

김휴섭	 (석사	40)

김흥주	 (고위	21)

김희상	 (고위	 17)

남경헌	 (석사	42)

남광홍	 (석사	29)

남기현	 (고위	30)

남석우	 (고위	 12)

남효현	 (고위	48)

노경병	 (고위		9)

노상부	 (석사	57)

노성대	 (석사	41)

노재강	 (고위	30)

노준식	 (석사		4)

노준영	 (고위	30)

노홍숙	 (고위	34)

도윤호	 (고위	42)

도종이	 (고위	37)

라석찬	 (고위	23)

라창환	 (고위	54)

라채성	 (석사	 	1)

류단석	 (석사	60)

류수택	 (고위	18)

류옥수	 (고위	29)

류인호	 (고위		2)

류찬수	 (고위	40)

류형석	 (석사		4)

문건수	 (석사	 71)

문병권	 (석사	36)

문호준	 (석사	53)

민병철	 (석사	15)

박경귀	 (석사	53)

박경동	 (고위	54)

박광순	 (고위		6)

박균철	 (석사	36)

박극수	 (석사	53)

박기병	 (고위	 	1)

박기오	 (석사	68)

박기천	 (석사	29)

박기형	 (고위	30)

박길상	 (석사	52)

박길훈	 (고위	16)

박내천	 (고위	54)

박달순	 (석사	65)

박문서	 (고위	34)

박범래	 (석사	26)

박병선	 (석사	18)

박상현	 (석사	43)

박서형	 (석사	51)

박세영	 (고위	13)

박순준	 (고위		9)

박승하	 (석사	20)

박영상	 (석사	68)

박영순	 (석사	36)

박영애	 (석사	77)

박용대	 (고위	36)

박웅열	 (석사	33)

박원석	 (석사	18)

박인성	 (석사	75)

박인준	 (석사	 	1)

박일만	 (고위	25)

박장근	 (고위	39)

박종권	 (고위	14)

박종명	 (고위	52)

박종문	 (석사	42)

박종수	 (석사	68)

박종열	 (고위	39)

박종우	 (고위	 11)

박종호	 (석사	54)

박주진	 (석사	60)

박진영	 (석사	48)

박진현	 (석사	45)

박창규	 (고위	31)

박창달	 (고위	36)

박창수	 (고위	18)

박춘택	 (고위	14)

박태영	 (고위	 12)

박태원	 (석사	29)

박홍수	 (고위	42)

박희웅	 (고위	35)

배영일	 (석사	66)

백남진	 (석사	64)

백동림	 (석사	16)

백재현	 (고위	25)

변경섭	 (고위	44)

변영주	 (고위	19)

변호순	 (석사	54)

서규하	 (석사	 	7)

서동천	 (연구	54)

서명수	 (고위	20)

서현수	 (석사	44)

설용수	 (석사	29)

설진근	 (고위	30)

성종오	 (고위	36)

손영모	 (석사	66)

손창원	 (고위	44)

손판수	 (석사	53)

송강호	 (석사	55)

송기백	 (고위	36)

송미자	 (고위	38)

송상철	 (석사	 	1)

송영섭	 (석사	29)

송재규	 (고위	 11)

송현담	 (석사	53)

승성신	 (고위	52)

신   명	 (고위	33)

신경숙	 (고위	13)

신대진	 (고위	 11)

신동석	 (석사	76)

신동열	 (고위	25)

신동재	 (고위		9)

신동화	 (석사	42)

신성호	 (석사		3)

신유수	 (석사		4)

신중규	 (연구	10)

신중대	 (석사	42)

신중석	 (고위	25)

신한구	 (고위	24)

신현준	 (고위	23)

신환호	 (고위	18)

신흥철	 (고위		6)

심대평	 (고위		8)

심상길	 (석사	63)

심상정	 (석사	34)

심우영	 (석사	28)

심진원	 (고위	31)

심형구	 (석사	39)

안대환	 (고위	37)

안동규	 (석사	48)

안두훈	 (연구	 	7)

안병열	 (석사	27)

안봉태	 (연구	38)

안상수	 (고위	36)

안승대	 (석사	25)

안은표	 (고위	36)

안일근	 (석사	65)

안재동	 (석사	43)

안재홍	 (석사	72)

안지영	 (고위	10)

양동승	 (석사	53)

양명희	 (고위	45)

양원동	 (석사	60)

양재열	 (석사	48)

양재현	 (고위	10)

양쾌석	 (고위	31)

양태규	 (석사	68)

여무남	 (고위	14)

여충엽	 (고위	50)

염완돈	 (석사	43)

염홍철	 (석사		6)

오기연	 (고위	23)

오기환	 (석사	77)

오대희	 (고위	30)

오세운	 (석사	13)

오충근	 (석사	54)

용영일	 (고위	 12)

우태주	 (연구	47)

원동오	 (석사	53)

위승복	 (석사	42)

유경희	 (석사	78)

유근종	 (고위	37)

유세단	 (석사	54)

유영운	 (고위	45)

유차숙	 (연구	10)

유창렬	 (고위	44)

유해진	 (석사	68)

윤경진	 (석사	74)

윤기상	 (석사	13)

윤미자	 (고위	24)

윤백중	 (고위	 12)

윤부정	 (석사	47)

윤석구	 (고위	43)

윤옥채	 (고위	24)

윤일빈	 (연구	10)

윤일섭	 (연구	14)

윤재국	 (석사	61)

윤주수	 (석사	42)

윤진훈	 (고위	45)

윤철호	 (석사	53)

이경완	 (고위	25)

이계석	 (석사	68)

이광남	 (고위	18)

이교정	 (고위	49)

이권렬	 (석사	60)

이규수	 (석사	50)

이규환	 (고위	40)

이근식	 (고위	43)

이기정	 (석사	58)

이기현	 (고위	 12)

이길여	 (고위	 12)

이남복	 (고위	38)

이남수	 (고위	31)

이동연	 (석사	76)

이등자	 (고위	30)

이만수	 (고위	19)

이만의	 (석사	32)

이만희	 (석사	33)

이명부	 (고위	16)

이명자	 (고위	38)

이명호	 (석사	 12)

이문용	 (고위		9)

이문자	 (고위	18)

이문철	 (석사	70)

이범관	 (고위	10)

이병구	 (고위		2)

이병근	 (석사	10)

이병달	 (석사	32)

이병만	 (고위	20)

이봉한	 (석사	55)

이삼석	 (석사	21)

이삼영	 (고위	14)

이상권	 (석사	46)

이상래	 (고위	40)

이상민	 (석사	58)

이상민	 (석사	20)

이상업	 (석사	29)

이상진	 (석사	38)

이상진	 (석사	35)

이석우	 (석사	28)

이석희	 (고위	54)

이성규	 (석사	48)

이성조	 (석사	36)

이성헌	 (석사	41)

이수동	 (고위	39)

이수영	 (석사	77)

이승섭	 (고위	34)

이승훈	 (석사	68)

이승희	 (석사	51)

이신석	 (석사	44)

이양규	 (고위	34)

이영수	 (석사	56)

이영탁	 (고위		6)

이영하	 (석사	37)

이영호	 (석사	56)

이영호	 (고위	52)

이용선	 (석사	69)

이용수	 (고위	38)

이용우	 (고위	42)

이용욱	 (석사	58)

이용원	 (고위	46)

이용인	 (연구	37)

이용학	 (석사	56)

이용희	 (석사	31)

이우식	 (석사	50)

이윤행	 (석사	46)

이의근	 (고위	 11)

이인순	 (석사	58)

이재민	 (석사	56)

이재익	 (석사	75)

이정윤	 (석사	48)

이정익	 (고위	10)

이제경	 (석사	64)

이종복	 (고위	 	7)

이종수	 (석사	65)

이주연	 (석사	63)

이주호	 (고위	41)

이진사	 (석사	56)

이진성	 (고위	46)

이진우	 (석사	78)

이춘발	 (석사	73)

이충호	 (고위	 17)

이태섭	 (고위		2)

이헌석	 (석사	46)

이현도	 (고위	 11)

이형만	 (고위	45)

이혜란	 (석사	66)

이호성	 (석사	70)

이홍규	 (고위	25)

이홍근	 (석사	38)

이홍용	 (고위	29)

이환근	 (고위	34)

이효근	 (석사	 71)

이흥주	 (석사	47)

이희규	 (석사	63)

인익수	 (석사	57)

임도수	 (고위		9)

임동호	 (석사	36)

임병호	 (고위	23)

임성범	 (석사	68)

임용택	 (고위	49)

임운식	 (석사	76)

임인배	 (석사	27)

임창현	 (석사	54)

임태선	 (고위	34)

임효순	 (고위	25)

임휘윤	 (고위		3)

장경식	 (고위	45)

장기조	 (석사	19)

장남수	 (고위		4)

장명수	 (석사	75)

장봉진	 (고위	49)

장석원	 (고위		2)

장순길	 (고위	28)

장영길	 (석사	39)

장영배	 (석사	75)

장영식	 (고위	35)

장영준	 (연구	44)

장의진	 (석사	26)

장정길	 (석사	39)

장종현	 (연구	13)

장철수	 (고위	10)

장현수	 (석사	60)

장호현	 (고위	37)

전경수	 (고위	48)

전영수	 (석사	35)

전영채	 (고위	 11)

전옥경	 (고위	41)

전용규	 (석사	78)

전원배	 (석사	48)

전홍근	 (고위	20)

전희태	 (고위	15)

정   혁	 (석사	53)

정규수	 (고위	23)

정근모	 (고위	 	1)

정남숙	 (석사	76)

정달교	 (고위	54)

정동일	 (석사	72)

정동화	 (고위	33)

정몽준	 (고위	26)

정병국	 (석사	53)

정상용	 (고위	47)

정성화	 (석사	59)

정연통	 (고위	 12)

정영기	 (연구	44)

정영호	 (석사	50)

정완영	 (고위	28)

정원근	 (고위	44)

정의철	 (고위	25)

정장선	 (석사	49)

정장식	 (고위	27)

정종균	 (석사	32)

정종철	 (고위	13)

정중렬	 (고위	14)

정진술	 (고위	34)

정진영	 (고위	43)

정창영	 (고위	25)

정창화	 (고위		3)

정학수	 (석사	70)

정해수	 (고위	34)

정현조	 (석사	48)

정형동	 (석사	29)

정호열	 (석사	52)

정화언	 (고위	 17)

정희석	 (석사	69)

조두성	 (석사	75)

조병락	 (고위	16)

조부광	 (석사	26)

조삼랑	 (고위	35)

조성만	 (고위	27)

조영황	 (고위	10)

조용문	 (석사	70)

조용하	 (고위	44)

조찬형	 (고위	14)

조창현	 (석사	48)

조홍구	 (석사	75)

주영미	 (고위	45)

주영석	 (석사	40)

지원근	 (고위	44)

진영광	 (석사	22)

진일선	 (석사	49)

진종근	 (석사	34)

차성윤	 (고위	21)

차성환	 (고위	38)

차홍근 (석사	50)

채   혁	 (석사	51)

채규정	 (석사	36)

채방용	 (고위	27)

채인길	 (석사	 71)

천상범	 (석사	52)

최기준	 (고위	 	1)

최대성	 (고위	46)

최명선	 (석사	62)

최명호	 (고위	33)

최병철	 (고위	37)

최병환	 (고위	 17)

최봉순	 (석사	49)

최석환	 (고위	35)

최   선	 (석사	75)

최수군	 (석사	65)

최영수	 (석사	53)

최영철	 (석사	47)

최용준	 (석사	61)

최재훈	 (석사	63)

최정섭	 (석사	48)

최종대	 (석사	54)

최종배	 (고위	38)

최진규	 (석사	60)

최치언	 (석사	52)

추숙희	 (고위	28)

표상기	 (고위	26)

표재순	 (석사	43)

하영일	 (석사	34)

하춘몽	 (고위	20)

하태신	 (고위	33)

한갑수	 (고위		2)

한경희	 (고위	43)

한달삼	 (고위	27)

한민구	 (석사	42)

한병재	 (석사	31)

한상규	 (석사	77)

한용교	 (고위	14)

한주석	 (고위		3)

한진일	 (고위	28)

한화갑	 (고위	20)

허   완	 (고위	25)

허남종	 (고위	53)

허상진	 (석사	59)

허원태	 (석사	62)

허형구	 (고위		4)

홍구열	 (석사	35)

홍두일	 	

홍두일	 (고위	48)

홍성욱	 (석사	51)

홍순제	 (고위	45)

홍순철	 (고위		8)

홍승길	 (석사	31)

홍승인	 (석사	31)

홍완표	 (고위		2)

홍태구	 (석사	42)

홍희표	 (고위		4)

황   현	 (고위	 11)

황금상	 (석사	63)

황길흠	 (석사	35)

황순환	 (석사	72)

황윤란	 (석사	68)

황의호	 (고위	31)

황인철	 (고위	 	7)

황재국	 (석사	18)

황태성	 (연구	49)

연회비
(가나다순)

강봉희	 (고위	13)
강석천	 (석사	32)
강성록	 (고위	53)
강언식	 (석사	77)
고승연	 (석사	52)
고종성	 (석사	 11)
곽병율	 (고위	39)
권현복	 (고위	54)
김동권	 (고위	35)
김동수	 (고위	40)
김민식	 (고위		6)
김봉열	 (석사	79)
김상돈	 (고위	40)
김상목	 (석사	61)
김상일	 (석사	67)
김승영	 (석사	31)
김영석	 (석사	36)
김영수	 (고위	10)
김오채	 (석사	20)
김용채	 (석사	30)
김우수	 (석사	60)
김일기	 (고위		3)
김정화	 (석사	64)
김제리	 (석사	74)
김창순	 (석사	26)
김태관	 (고위	 	7)
김태서	 (고위		2)
김현숙	 (고위		6)
나재암	 (석사	68)
도재경	 (석사	75)
라창환	 (고위	54)
박국서	 (석사	58)
박범진	 (고위	26)
박병호	 (석사	29)
박영종	 (석사	68)
박우식	 (석사	26)
박유진	 (석사	39)
박일제	 (석사	62)
박헌완	 (석사	38)
박현진	 (석사	78)
박형석	 (석사	43)
변   강	 (고위	34)
봉상수	 (석사	77)
부장호	 (연구		8)
서정덕	 (석사	69)
서정옥	 (석사	16)
서정훈	 (고위	23)
손정식	 (석사		5)
신태석	 (석사	 71)
신현두	 (석사	67)
안병욱	 (고위	42)
안상훈	 (석사	70)
안재옥	 (고위	46)
오광운	 (석사	70)
오승환	 (석사	74)
오영배	 (석사	25)

유관선	 (석사	78)
유병훈	 (석사	76)
유병희	 (석사	32)
유복치	 (석사	56)
유종옥	 (석사	60)
유효선	 (석사	58)
윤대근	 (석사	67)
윤창국	 (고위	16)
이건상	 (고위	30)
이근식	 (석사	56)
이병조	 (고위	 17)
이봉훈	 (석사	19)
이상준	 (연구	52)
이수복	 (석사	46)
이숙연	 (석사	78)
이승우	 (석사	64)
이영묵	 (연구	31)
이용덕	 (고위	50)
이원우	 (석사	37)
이원표	 (석사	68)
이율복	 (석사	53)
이인환	 (고위	50)
이정재	 (고위	 	1)
이종학	 (고위		6)
이찬희	 (고위	24)
이청승	 (고위	 17)
이평재	 (고위	16)
이희재	 (석사	59)
임정빈	 (석사	45)
전대일	 (석사	78)
전범진	 (고위	23)
전용배	 (고위	27)
정도언	 (고위	16)
정명근	 (고위	54)
정용식	 (연구	25)
정종수	 (석사	75)
조봉래	 (석사	41)
조상진	 (석사	69)
조승부	 (석사		9)
조정환	 (석사	73)
조평열	 (석사	39)
차의환	 (석사	26)
최갑선	 (석사	56)
최병순	 (석사	78)
최성준	 (석사	 	7)
최재환	 (석사	54)
최종원	 (석사	68)
최종표	 (고위	24)
하용수	 (석사	36)
한병수	 (석사	66)
한승일	 (석사	62)
한인섭	 (석사	67)
한지수	 (석사	 71)
한진섭	 (고위	13)
허정고	 (석사	33)
허진원	 (석사		6)
현건혁	 (석사	29)
홍영욱	 (석사	75)
홍완표	 (석사	66)
홍종달	 (석사	 11)

● 회비 :  종신회비 300,000원 / 연회비 30,000원

● 납부방법
 1.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 안내 (송금인 : 동문님의 성명·과정·기수 기재)  

우리 은행(1006-801-302766) /   

예금주 : 정병국(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총동창회)

 2.  지로용지 :  첨부된 지로용지에 과정, 성명, 회비명을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회비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1. 모교 장학금 지원

 2. 연세행정대학원동창회보 제작 및 발송비

 3. 동창회 재원 및 회의·행사비

 4. 각종 동창회 사업

동문회비 납부안내
회비납부는 모교와 동창회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회비 납부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종신회비·연회비를 납부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회비는 동창회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 종신회비(30만원) 1998년 7월 1일 ~ 2011년 9월 30일까지 178,200,000원(594명)

▶ 연 회 비 (3만원) 2011년 1월 1일 ~ 2011년 9월 30일까지  3,510,000원(117명)

회비납부현황
09 2011년 가을호•제49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