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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장 인사
제38대 동문회장 16회 김 금 자

선·후배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대학교 동문 선·후배
여러분!!!

동문회 임원 명단

지난 40년간 모교에서의 봉직을 마치고 정년퇴임 후
부족한 제가 감히 동문회장으로 인사의 글을 대하면서,

2014년 5월 30일 제 61차 총회가 모교 켈러홀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교와의 관계는 정년이 없다는 것을

개최되어 1부 예배에 이어 모교현황 보고, 신입회원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 명실상부한 예수

기수별 동문 소개, 감사보고, 사업 및 결산보고, 장학재

대학교로의 발전에는 모교에서 ‘진리와 사랑’을 바탕으로

단 보고가 있었고 2014년 예산 및 사업계획안 심의와

배운 우리 동문들의 선·후배 간의 상호존중과 신뢰, 모교

제 38대 임원개선이 있었다.

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국내·외 삶의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자

직책
회장

김금자(16)

그동안 우리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역대 회

총무

류금주(18)
김희자(26) 이옥주(28)
이효실(29) 문영희(36)
양명석(29) 박정자(31)

장님과 임원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서기

이순복(30) 김윤이(39)

희 신 임원진들은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동문회

회계

함선희(32) 이덕자(34)

의 발전과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감사

유필숙(25) 윤 진(27)

간사

김혜경(35)

랑스런 예수대학교 동문으로서의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
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동문들이 자랑스럽고

모습으로 임하겠습니다.

제1부회장
부회장

성 명(졸업회수)

<임기: 2014. 6. 1~2016. 5. 31>

2015년은 개교 6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각 기의 대표
모두가 모여 지난 날 추억의 학교와 매우 달라진 지금의
발전된 대학의 모습을 보면서 선·후배의 귀한 만남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행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문회 카페
주 소: http://cafe.daum.net/jesusUniversity
운영진: 김혜경 간사, 동문회 임원
사무실: ☎ 063-230-7709, 7764

졸업 50주년과

졸업 25주년 동문 재상봉

문지원 동문(간호학부 42회 졸업생)
예찬 Daycare Center

2013년 5월과 2014년 5월에 개최한 개교기념예배에
서 각각 졸업 50주년과 25주년을 맞이한 제 10회와 35
회 동문, 제 11회와 제 36회 동문의 기쁘고 감격적인 재
상봉이 있었다. 이날 동문들은 발전된 모교를 둘러보고
정성을 모은 발전기금을 서광수 총장에게 전달하였다.

“100세 시대”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뭐가 있을까?
창업의 꿈을 안고 “창업자금 대출” 천만원을 지원받아
열평짜리 사무실을 얻어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고, 7년 뒤인 지금
전북 최대 규모의 어르신 돌봄 주간 보호센터 “예찬
365일 데이케어”를 신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프렌차
이즈로 새롭게 도약하여 평화동에 프랜차이즈(체인점)1
호점을 시작하였다. 창업성공!!!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임경아 동문(사회복지학부 4회 졸업생)
1호 사회복지공무원 배출

사회복지학부가 개설된 이후 처음으로 08학번 임경
아 졸업생이 익산시 사회복지공무원이 되었다. 이제 사
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실천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공
무원으로 사회복지를 담당하게 되었다. 좋은 예가 되어
[2013년 재상봉동문: 제10회, 35회]

공무원에 관심 있는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동문 선교사활동
진청자(10회, 인도), 장송자(12회, 미국), 강희자(13회,
베트남), 김정희(13회, 독일), 민경옥(15회, 키르키즈스
탄), 이명숙(16회, 필리핀), 이성옥(20회, 수리남(남미)),
박현수(23기, 파키스탄), 이춘심(23회, 네팔), 전영신
(23회, 아나스타 문서선교), 함선희(24회, 네팔), 박한
[2014년 재상봉동문: 11회, 36회]
동문들의 이모저모
이현주 동문(간호학부 38회 졸업생)
우리나라 최초 경찰청 검시관 1기
보건 사무관(국가직 5급)

나(24회, 파키스탄), 박영희(25회, 중국), 김안숙(26회,
인도), 김선이(30회, 미국), 최주엽(32회, 브라질), 오미
숙(32회, 필리핀), 고은실(34회, 중국), 유연순(37회, 이
집트), 서현정(42회, 예멘), 김미화(44회, 아프리카), 박
혜옥(46회, 방글라데시), 반지현(46회, 캄보디아), 강혜
진(48회, 미국), 김애련(50회, 중국), 김현수(51회, 우간
다), 김영미(52회, 케냐)
교수임용 및 병원동정

현재 경기지방경찰청 검시팀장을 맡고 있으며, 2013
년 12월 보건사무관(국가직 5급) 승진 임명되었고 경찰

김봉선(20회, 2011년 군산간호대학교), 심정하(37회,

청에서는 과학 수사에 대한 교육과 강의를 하고 있으

2013년 전주대학교), 윤매옥(27회, 2014년 한일장신대

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학교), 김경희(29회, 2014년 비전대학교), 서인숙(23회,

(논문 제목: 가정간호 care-giver가 갖는 부담감에 대

2014년 엠마오사랑병원 간호부장)

한 연구).

모교 동정

변마지 초대 교장님 이야기

총장 인사
예수대학교 총장

서

광

수

예수대학교는 씨줄과 날줄로
엮어내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대학교 교정과 맞닿아 있는 선 너머 골 숲 속에,
가을날의 정취가 가득합니다. 교정에는 명물이 된 선홍
빛 상사화가 푸른빛의 풀잎과 대비되어 더욱 선명하고
올곧은 모습으로 피어오르고, 아름드리 상수리나무와
은행나무도 열매를 익히는 일에 마지막 힘을 쏟습니다.
지나온 예수대학교의 발자취도 바로 나무와 꽃이 자

윤 진(27회, 예수대학교 학생처장)
변마지, 마가렛 프리차드(Margaret F. Pritchard)는
1950년 예수대학교 개교부터 1970년 은퇴할 때까지 초
대교장으로서 대학의 발전에 평생을 바쳐왔다. 대학 졸
업 후 1930년 광주 그레엄 기념병원(제중병원) 간호과
장으로 임명되어 간호선교사로서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
애가 시작되었으며 1947년 다시 한국, 전주에 파견되
어 폴 크레인 원장과 함께 예수병원 재건에 힘을 쏟아
1948년 폐쇄되었던 예수병원 문을 열었고, 1949년 간
호학교 설립을 준비하여 1950년 6월 1일 20명을 선발
하여 마침내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라온 모습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믿음의

‘내 삶의 철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능력

학교를 세우시고,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의 자양분을 흠

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남에게 봉사함으로써 하나님

뻑 받아들인 예수대 동문들은, 세상을 향한 돌봄과 나

께 헌신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라고 한 고백처럼

눔의 꽃을 피우기 위해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다가 1988년 2월

늘날 예수대학교는 세상 속에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는

14일(88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글로벌 미션 교육의 장(場)으로 수려한 꽃을 피우고 있

예수대학교는 변마지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96년 건립
한 교사동을 프리차드 홀이라 이름하였고, 2010년 개교

습니다.

60주년 기념 「역사비전관」에 그가 쓰던 성경책, 타이
오늘의 자랑스러운 예수대학교의 모습은 바로 사랑하

프라이터, 콜롬비아 간호대학 시절의 유니폼, 흉상(양순

는 예수대학교 동문가족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하나

복 증경동문회장 기증)등을 전시하였다. 그가 받은 상장,

님 앞에 드려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대학교

공로패 등은 프리차드홀 3층에 전시되어 있으며, 사용하

모든 가족들의 마음과 수고와 헌신을 받아, 이것들로

던 책상은 현재 동문회실에 전시되어 있다.

씨줄과 날줄로 삼으셔서 아름다운 무늬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예수대학교는 나무가 열매를 맺어 숲 속에 생명
을 더 풍요롭게 하듯이, 복음의 생명을 세상에 나누어
주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대학으로 더
욱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하나
님의 크신 손을 의지하며 함께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우리 대(代)에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대학교 소식
1. 교수임용
1) 간호학부
최미숙(32회,13년 3월), 김세령(40회,13년 4월 강의전
담), 임경자(29회,14년 9월), 이평화(14년 9월 강의전담)
2) 사회복지학부
이해경(2014년 9월), 10년 이상 사회복지사로 근무
하였으며, 사회복지 임상 중 정신건강과 지역사회에 많
은 활동을 하였다.

<생전 집무실에서의 모습과 현재 동문회실에 있는 교장님의 책상>

3. 사회복지학부 10주년 행사 기념 홈커밍데이
예수대학교에 사회복지학부가 개설된 지 어느 덧 10
년이 되었습니다. 6회의 졸업생들은 현재 대학원과 함
께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자리매김
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과 개설 10년을 맞아 졸업생
과 재학생 그리고 학부 교수님들이 함께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선후배간의 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간호교육 인증평가 획득
2013년 06월 예수대학교 간호학부가 간호교육인증평
가를 획득, 간호교육의 오랜 명문임을 입증했다. 간호교
육 정부인증 기구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실시한 간
호교육 인증평가에서 전국에서 3번째, 도내 최초로 간호
학학사학위프로그램인증(5년, 2013.6.14~2018.6.13)을
획득했다.

- 일시: 2014년 11월 15일 10시
- 장소: 예수대학교 체육관
- 참여: 약 80명
- 주요 행사: 학부 개설 10년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
가족, 사회, 복지학학과 143개교 중 33위, 취업률 63%
로 사회복지학부 분야 신흥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

4. 취업률 전국 5위
2014년 4년제 대학 졸업생 취업률에서 74.6%의 취
업률로 전국 5위를 차지하였다.

동문회 평생회비
평생회원제도는 1993년 6월에 시작되었으며, 회비는
30만원(연회비 20,000원x 15회)이다.
평생회비 납입 방법

5. 간호학부 남학생 비율

계좌번호: 신협 131-017-292752(예금주: 이덕자)

높은 취업률과 함께 2014년 2월 남학생 졸업생의 비
율이 119명에 14명에 이어 올 재학생의 경우 총 521명

평생회원 명단(~2014. 09. 30)

에 60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예수대학교 총동문회 장학재단 소식
2010년 기본자산 3억원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은
2011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예수대학교 학부생
51명과 대학원생 10명에게 장학금 3,150만원을 지급하
였으며, 2014년 9월 현재 3억 일천 사백만원 상당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후원해 주신 동문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
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장학재단 후원 납입 방법
계좌번호: 기업은행 510-23-0320349
(예금주: 예수대학교총동문회장학재단)

모교 발전기금

동문회 연회비
동문회 연회비는 예수대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의 의무이
며, 연회비는 20,000원이다.
연회비 납입 방법
계좌번호: 신협 131-011-843055(예금주: 김하경)

예수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
신 모든 동문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동문들
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모교 발전기금 납입 방법

동문회 평생이사 회비
평생이사 제도는 1993년 6월부터 시작되었으며 회비는

예금주:
예수대학교

농
협
우 체 국
우리은행

508-01-059783
400010-01-020278
1005-801-091766

50만원이며 모교의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평생이사 회비 납입 방법

모교 발전기금 기부 동문 명단
(2012.10.26 ~ 2014.09.30)

계좌번호: 신협 131-017-292827(예금주: 이덕자)
평생이사 명단(~2014. 09. 30)

♡편집위원: 김금자, 이옥주, 양명석, 함선희, 이덕자, 김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