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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대학교 총동문회

제10회동문 가관식 기념사진입니다.
졸업 50주년과

졸업 25주년 동문 재상봉

2011년 5월과 2012년 5월에 개최된 개교기념예
배에서 각각 졸업50주년과 25주년을 맞이한 제8
회와 제33회 동문, 제9회와 제34회 동문의 기쁘

새롭게 시작합니다!

고 감격적인 재상봉이 있었다. 이날 동문들은 발

우리 동문회는 지난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동

전된 모교를 둘러보고 정성을 모은 발전기금을 서

문회보를 격년으로 발간하여 국내외 동문들에

광수 총장에게 전달하였다.

게 우편으로 발송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
수록 주소확인의 문제로 되돌아오는 회보가 많
아지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온라인을 활용하자
는 방안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5월 총회
에서 동문회보 대신 소식지를 발간하고 우편으
로 발송하는 대신 학교 홈페이지와 동문카페에
내용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1~10회 동
문께는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동문회보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더욱 동문들의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모교홈페이지 www.jesus.ac.kr
동문카페 http://cafe.daum.net/JesusUniversity
2011년 재상봉동문(제8회, 33회)이 함께

곽광자(9회)10만원, 김경란(13회)10만원, 이미경(33
회)70만원, 미국 LA 동문 $960이다. 특히 LA동문회
에서는 학교발전기금과 장학재단기금을 기부하여 모
교와 장학재단에 큰 격려가 되었다. 3. 올해 동문회
총회의 의결에 따라 동문회 장학기금 851,699원이
장학재단 기본자산에 편입되었다. 4. 장학재단 정기
예탁금 7,720,000원을 기본자산에 편입하여 기본자

후원해주신 동문들께 감사하며 앞
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산을 확충하였다.

2012년 재상봉동문(제9회,34회)이 함께

모교발전기금 기부 동문 명단
(2010.10.21 ~ 2012.10.25)

제37대 총동문회 임원 유임
2012년 5월25일 제59차 총회가 모교 켈러홀에서
개최되었다. 1부 예배에 이어 모교현황보고, 신입

모교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
해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삼주 (1회) 198,751원
김완주 (4회) 66,031원
엄재정 (5회) 100,000원
김순옥 (7회) 66,031원
이 라 (8회) 500,000원
곽광자 (9회) 500,000원
김혜숙 (11회) 198,751원
김 선 (16회) 132,720원
김금자 (16회) 10,000,000원
최선숙 (17회) 198,751원
정성희 (19회) 66,031원
이혜자 (21회) 198,751원
이은숙 (22회) 198,751원
이혜숙 (24회) 198,765원
한혜실 (26회) 500,000원
홍예숙 (27회) 132,720원
최혜순 (32회) 750,000원
곽혜현 (34회) 160,000원
전미숙 (35회) 750,000원
조정순 (36회) 720,000원
심정하 (37회) 480,000원
박은례 (40회) 60,000원
조정희 (40회) 250,000원
김민정 (40회) 700,000원
남인순 (40회) 700,000원
소영진 (40회) 700,000원
이정옥 (41회) 480,000원
최은주 (41회) 700,000원
서혜영 (43회) 500,000원
김효출 (45회) 180,000원
손정자 (46회) 700,000원
진귀옥 (47회) 720,000원
박진아 (49회) 500,000원
조은혜 (51회) 300,000원
제33회 10,000,000원
제57회 2,500,000원
한양대구리병원동문

구원예 (3회) 66,031원
유애수 (4회) 66,031원
유복희 (6회) 66,031원
백영애 (8회) 500,000원
양금옥 (8회) 3,000,000원
진청자 (10회) 66,031원
권경애 (13회) 198,751원
이영실 (16회) 500,000원
김길려 (17회) 132,720원
류금주 (18회) 5,000,000원
강옥수 (20회) 66,031원
홍의숙 (21회) 198,751원
전영신 (23회) 200,000원
박정숙 (24회) 1,106,000원
라옥이 (27회) 90,000원
김혜련 (27회) 520,000원
박부윤 (33회) 540,000원
박해진 (35회) 690,000원
정경숙 (36회) 700,000원
소은미 (37회) 280,000원
정은미 (39회) 720,000원
소 현 (40회) 240,000원
김미순 (40회) 700,000원
김성미 (40회) 700,000원
박미선 (40회) 700,000원
박계순 (41회) 100,000원
방양옥 (41회) 500,000원
탁은주 (42회) 700,000원
정분남 (44회) 210,000원
한성주 (45회) 240,000원
이주희 (47회) 700,000원
임후남 (48회) 700,000원
최경현 (49회) 700,000원
제9회 3,000,000원
제34회11,000,000원
제62회 2,000,000원
아주대학교병원동문

1.지난 2010년 기본자산 3억원으로 설립된 장학재

1,500,000원
마가렛회 200,000원

2,500,000원
신우회 6,000,000원

단은 현재까지 예수대 학부생 22명에게 1,100만원,

총동문회 7,500,000원

회원과 기수별 동문 소개, 감사보고, 사업 및 결산
보고, 장학재단 보고가 있었고 2013년 예산 및 사
업계획안 심의와 제37대 임원개선이 있었다. 임원
으로는 36대 임원이 유임되었으며 명단은 아래와
같다. 류금주 회장은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동문들
께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책임을 감당하겠
다고 인사하였다. 회장:류금주(18회),부회장:이금자
(23),유금희(25),유금남(28),이옥주(31),김성미(40)
총무:윤진(27),이효실(29)서기:이은규(30),김은실(31)
회계:유필숙(25),함선희(32)감사:전영신(23),한혜실
(26) 대표이사:김경림(24),김은숙(25회)
동문소식
김금자(16회):′12.8월 모교 정년퇴직, 한국국제협력단
(KOICA)캄보디아프놈펜지역 보건의료인교육 프로젝
트 예수대 사업관리자로 12월 캄보디아출국 황성자
(16회):′12.2월 모교 정년퇴직, 미국인디애나대학교
(코코모)교수로′12.9월 임용 유금희(25회):′12.11월
예수병원간호부장 정년퇴직 이효실(29회):′12.12월
예수병원간호부장 취임 소성섭(28회):′11.3월 군장대
학 간호과교수 임용 김경희(29회):′11.1월 양산대학
교 간호과교수(학과장)임용 임경자(29회):′11.3월 모
교산학협력교수 임용 양명석(29회):′12.3월 모교교수
임용 최미숙(32회):′11.4월 모교산학협력교수 임용
진영란(42회):′12.3월 청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임용

예수대학교 총동문회 장학재단 소식

대학원생 3명에게 장학금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장학재단 설립 후 기부금을 내주신 동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