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대학교 총동문회소식

4면

평생이사 명단 (~2019. 12. 30)

평생회원 명단 (~2019. 12. 30)

성 명 (졸업회수)

성 명 (졸업회수)

김정숙 박혜옥(1)
공순구 김은옥(2)
양순복 이인수 황희심(4)
이준례 황영례(5)
고유근 김연자 박순옥 서점순 양광자(6)
염정임(7)
백영애 이라(8)
양정복 은재희 곽광자(9)
전혜경 문옥자 이순자(10)
김광자 신정자 오은자 김혜숙(11)
김성란 이광자 이향숙(12)
김정숙 유영삼 정숙자(14)
김강미자 양정숙 최학례 최미자
오연순 이남련(15)
김금자 황성자(16)
김용옥 박정순 이학순(17)
류금주(18)
한금녀(19)
김봉선 장은숙 최옥주(20)
서정자 차혜영(21)
송성희 정여숙 조점엽(22)
서인숙 전영신 정정숙 채영희(23)
김경림 김숙희 김순애 배은경 양명순

유계숙 황영숙(24)
김은숙 유금희 유필숙 이정희 정하숙(25)
양미자 옥루수 한혜실 김희자 양복순(26)
박혜란 윤매옥 윤 진 이화주 장영숙 조민숙(27)
박정순 이옥주 김경희 천성숙 박양숙 소성섭(28)
김하숙 양명석 이성숙 이효실 임경자 김경희
송호은 유정애(29)
이순복 이은규 이미선 김미선 신차남 이신숙(30)
고선화 김은실 박정자 이미숙 강신자 육현숙(31)
함선희 최미숙 최경애 김현주 성경자 이옥희(32)
홍영란 이승은 조현란(33)
백경아 이덕자 곽경숙 김혜정 이 란 김정옥(34)
김현숙 김혜경(35)
이강신(36)
심정하(37)
이현주B(38)
김재현 김윤이 한순희 옥 현(39)
김미순 이성희 김세령 홍은영 김성미 이은선(40)
이정옥 이선영(41)
문지원 서현정(42)
천세희(45)
함세희 유승희(50)
주연숙(51)

동문선교사
성 명 (졸업회수)

성 명 (졸업회수)

진청자(10회, 인도)
장송자(12회, 미국)
김정희(13회, 독일)
민경옥(15회, 키르키즈스탄)
이명숙(16회, 필리핀),
이성옥(20회, 수리남)
이춘심(23회, 네팔)
전영신(23회, 아나스타 문서선교)
김선이(30회, 미국)
박한나(24회, 파키스탄)
박영희(25회, 중국)
김안숙(26회, 인도)
최주엽(32회, 브라질)

오미숙(32회, 필리핀)
고은실(34회, 중국)
유연순(37회,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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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졸업회수)

성 명 (졸업회수)

최순자 김정숙(1)
김은옥 천옥순 공순구(2)
이덕례 이길례(3)
양순복 황희심 이인수 박정순 이현순(4)
김정숙 김정순 이준례 엄재정 황영례
이애자(5)
고유근 박순옥 서점순 정정옥 양광자
김연자(6)
이경자 염정님 박은희(7)
이 라 양금옥 박희정 백영애(8)
방인숙 은재희 서명자 곽광자(9)
황송자 이순자 전혜경 문옥자(10)
신정자 이숙자 오은자 최향림(11)
김성란 이광자 윤애자 김기자 김순희
노춘자(12)
박혜옥 강희자 손춘자(13)
정숙자 이현순(14)
양정숙 이애자 최신애 김강미자 윤(김)순자
김춘희 오연순 김현애 김숙자 김숙경(15)
임덕자 권양순 박민자 김인숙 주정님
이명숙 지옥순 심영희 구선숙 박경신
윤행숙 황성자 김금자 박정숙(16)
김명숙 김용옥 이학순 박정순(17)
박정선 류금주 전양님(18)
송국희 유점순 한금녀 유 순(19)
김봉선 장은숙 최옥주(20)
차혜영 오영희 손장순 서경자(21)
조점엽 김형자 이덕실 정여숙 서경자
김옥순(22)
서인숙 전영신 채영희 정정숙 고정순
이금자 김정희 신남순 윤옥희(23)
배은경 김경림 황영숙 양명순(24)
조현숙 이덕진 김혜숙 전애리 양정임
이영은 김명숙 김은숙 정하숙 유필숙(25)

임순옥 김현숙 김혜신 최은희 조명희
이매내 김차옥 정명자 이정희(25)
김오선 박선옥 김은주 유해분 옥루수
이혜숙 양복순 한혜실 김희자(26)
조민숙 윤매옥 이화주 박혜란 윤 진
송미령(27)
박양숙 천성숙 유금남 방현숙 소성섭
이현옥 김원경 장자숙 박현전 이옥주(28)
김하숙 이효실 유정애 허미양 양명석
송호은 왕혜경 이성숙 임경자(29)
김미선 양영실 이미선 박효순 김홍임
윤미경(30)
우정순 임연희 안정근 노미현 김정남
이금선(31)
이복경 손영자 김미연 이옥희 최미숙
김애심(32)
홍영란 배금배 배옥수 정수행 정길순
김성미 이미경(33)
신향숙 김윤희 권경수 송남숙 홍명주(34)
김선하 김혜선 김지애 진명숙 권혜정
김영아 김윤경 김혜경(35)
이강신 김경란(36)
최영신(37)
이정화 박은아 김주진 이경숙 이현주B
오미란 최병화 손춘자(38)
김재현 현문옥 진경아 김윤이 김소영(39)
이수미 박은미 김세령 김은선 강은숙
김미순 홍은영 김민정(40)
이정옥 이자옥(41)
문지원 서향란(42)
함세희 박지민 김윤미(50)
주연숙(51)
박연아(57)

동문회 및 모교발전기금 후원 납입방법

송현정(42회, 인도네시아)
김미화(44회, 아프리카)

구 분

계좌번호

박혜옥(46회, 방글라데시)

장학재단 후원
동문회 연회비
평생이사 회비
평생회비

전북은행
신
협
신
협
신
협
농
협
우 체국
우리은행

강혜진(48회, 미국)
김애련(50회, 중국)
김현수(51회, 우간다)
김영미(52회, 케냐)

모교 발전기금

예금주
510-23-0320349
131-017-519918
131-017-292827
131-017-292752
508-01-059783
400010-01-020278
1005-801-091766

예수대학교총동문회장학재단
함선희
이덕자
이덕자
예수대학교

2018. 8. 1.~2019. 11. 20.

[제18회 동문 가관식 기념사진]

[제19회 동문 가관식 기념사진]

[제20회 동문 가관식 기념사진]

[제22회 동문 가관식 기념사진]

[제42회 동문 가관식 기념사진]

기부금(원)

졸업회기

성명

기부금(원)

졸업회기

성명

기부금(원)

졸업회기

성명

142,977

21

홍의숙

142,977

26

한혜실

1,500,000

46

육윤희

142,977

오정옥

142,977

21

한경희

377,955

26

양복순

6,000,000

49

김선화

450,000

2

공순구

10,000,000

21

김정애

142,977

27

윤 진

1,500,000

64

유향은

240,000

3

구원예

285,954

21

이혜자

520,932

29

양명석

2,600,000

예수병원 간호부

55,000,000

4

오영주

285,954

21

이승희

234,978

29

김경희

10,000,000

(재)예수대학교 총동문회

12,200,000

7

염정임

1,000,000

21

신우수자

234,978

30

한은현

1,000,000

예수병원

6,000,000

11

김혜숙

285,954

21

유영례

234,978

35

박해진

150,000

전북대학교병원 동문

1,000,000

12

김영신

59,572

21

차혜영

1,000,000

39

김효순

480,000

우리제일병원 동문

3,070,000

12

김영자

285,954

22

이은숙

285,954

39

정은미

480,000

예수대학교 대학원 동문

2,000,000

15

이천희

1,181,900

22

김화복

10,000

40

소 현

160,000

마가렛회

1,000,000

15

이남련

500,000

23

정정숙

1,500,000

40

조정희

800,000

전북기독간호사회

16

김 선

142,977

23

박정숙

285,954

41

이정옥

450,000

스마트도서관 건립기금

100,000,000

총동문회 평생이사

70,000,000

16

졸업생일동(재상봉)

10,000,000

24

임현숙

142,977

41

졸업생일동(재상봉)

정성희

563,970

24

이혜숙

285,954

45

한성주

160,000

20

강옥수

285,954

24

김경림

1,000,000

45

김효출

120,000

발행처: 예수대학교 총동문회 / 연락처: 063 - 230 - 7779, 063 - 230 - 7764

10,000,000

동문회장 인사

기부금(원)

박삼주

19

매년 개교기념일에는 졸업 50주년과 25주년이 되는 동문들의 모교방문 및 재상봉의 뜻깊은 시간이 있습니다. 올해는 졸업 45주년이 되는
21회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재상봉을 추진하여 졸업 50주년, 45주년, 25주년 동문들이 모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졸업 50
주년이 늦은 감이 있으므로 45주년으로 앞당기자는 의견이 다시 총회에 상정되어, 2020년부터는 졸업 45주년이 되는 동문 재상봉을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내년 70주년 개교기념예배에는 졸업 45주년부터 50주년이 되는 동문들과 25주년 되는 동문들의 모교 방문 및 재상봉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2020년 재상봉 동문들의 추억의 가관식 사진을 올립니다<편집자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한 예수대학교를 꿈꾸며 ~

예수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동문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동문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1

[제17회 동문 가관식 기념사진]

서현정(42회, 레바논)

모교 발전기금
성명

(5498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83 (중화산동1가) Tel. 063. 230. 7779 Fax. 063. 230. 7790

정인숙(41회, 아프리카)

※ 소개되지 않은 동문선교사님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졸업회기

발 행 일 : 2019년 12월 30일(월)
발 행 처 : 예수대학교 총동문회
편집위원 : 김경희, 한순희, 김윤이, 김세령,
김성미, 이성희

2,000,000

김경희
제 40대
동문회장(29회)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최근의 교육환경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학혁신의 요구가 증대되
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으
로 질적인 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모교를 사랑하는 동문들
께서 총동문회를 통하여 마음을 모아서
기부를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내년까지
모금기간이지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모
금하여주시는 것을 보고 선배님들의 마
음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스마트
도서관을 만들기 위하여, 동문들의 모금
된 후원금을 가지고 낙후된 도서관 시설
을 1차로 개보수를 하였으나, 아직은 대
학평가나 질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엔 최신장비나 콘텐츠는 마련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예배와 학생들의 문화
활동 장소인 씰 채플의 시설보완도 절실
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선배님들의 후원
으로 공부하였듯이 우리가 이제는 후배
들을 위하여 모교를 위하여 후원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
대에 맞는 미래 간호사인재 육성에 맞는
스마트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우
리 동문들의 귀한 후원이 필요합니다. 대
학의 발전을 위하여, 70주년 희년을 위
하여 70여명의 기도용사가 매일 기도문
을 올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문여러분~ 정성을 모아서 후원을 간
절히 부탁드립니다.

개교 70주년 기념
「동문의 밤」
일시 2020년 5월 28일(목) 오후6시

개교 70주년기념예배
및 행사 안내
일시 2020년 5월 29일(금)
일정(안)
10:30 개교기념 예배 및 캔들 정기
발표회
12:30 비빔밥 퍼포먼스(점심)
14:00 개교 70주년 기념공연
뮤지컬 「그리스」
15:00 총동문회 총회 및 캠퍼스 투어

예수대학교 총동문회소식

2면

개방형 학습도서관: 창의·협업 스페이스 구축

총장 인사

사랑하는 예수대학교 동문 여러분!

김금자
예수대학교 총장

2020년, 개교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총 동문회소식
지를 통하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문여러분에게 인
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대학교는 지난 70여년의 전
통을 이어오면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된 대학으로
최고의 휴먼서비스 역량으로 지역에 공헌하는 작지
만 강한 대학으로의 발전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3면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오늘의 모교가 있기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
도해 주시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해 주신 동문 여
러분의 사랑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대학의 어려움을 슬
기롭게 대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한분 한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학습활동을 위해 켈러홀 5층에 위치한 일반열람실이 동문들의 사랑과 후원으로 ‘개방형 학습도서관:창의·협업 space’로 새
로운 모습을 탄생했다. 개방형 학습도서관에는 팀플 스터디룸, 협의 스터디룸, 오픈 스튜디오, 캐럴(개인열람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열람좌석은
총 245석이며, 야외에 따로 휴식공간이 준비되어 있다. 동문선배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후원으로 후배들은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면학 분위기
속에서 기독간호사, 기독 사회복지사로 거듭 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전>

졸업 50주년,40주년과 25주년 동문 재상봉

스마트도서관 기금 입금 내역

2019년 5월에 개최한 개교기념예배에서 각각 졸업 50주년, 45주년, 25주년을 맞이한 제 16회, 21회, 41회 동문의 기쁘고 감격적인 재상
봉이 있었다. 미국, 독일, 국내 각처에 있던 동문들은 발전된 모교를 둘러보고 정성을 모은 발전기금을 김금자 총장에게 전달하였다.

기수
1
2
4
5
9

<2019년 재상봉 16회> - 졸업 50주년

개교 70주년 준비위원장

한혜실
예수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2019년 재상봉 21회> - 졸업 45주년

<2019년 재상봉
41회> - 졸업 25
주년

예수대학교 동문 여러분!

2020년 개교 70주년을 맞이하는 예수대학교! 감개무
량합니다. 역사 속에 늘 동행하셨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동문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심각한 학령인구의 절감으로 정부의 대학 감축
을 겨냥하는 평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도 중요한 2차 기관인증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평가
에서 가장 염려된 바는 1차 평가에서 가장 취약점으로
받은 낙후된 시설부분이었습니다.
마침 개교70주년을 맞이하여 동문들은 대학의 경쟁력

예수병원 이순복 간호국장(30회 동문)
지난 6월부터 예수병원 간호국을 맡게 된 이순복
입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36년의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다양한 간호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진정성, 창의
성, 탁월성, 협력, 공감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합니
다. 또한 시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한 간호의 전
문성 향상과 역할 확대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
며 새롭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간호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일
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동료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간호 조직문화, 기
독교 정신에 입각한 전인간호와 간호선교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진하겠
습니다. 병원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강화를 위한 기금마련을 계획하였는데 대학에서 가장 시급한 평가부분
인 맞춤 환경개선에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동력이 되어주신 동문들의
성원에 평가위원들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문들의 뜨거운 학교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개교 70주년 모교의 발전과 후배를 위한 사랑모금에 한분도 빠짐
없이 형편에 맞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 개교기념일은 2020년 5월29일(금)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발전된
모교도 보시고 학창시절의 즐거운 추억도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크신 은혜와 축복
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전주병원 문영희 간호이사(36회 동문)
1950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 의해 창립된 예
수대학교가 지난 반세기 동안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개교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와 사랑의 교훈아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
로 하는 건학이념의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
신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영광의 박수를 보냅니
다. 전북 최초의 간호이사라는 소중한 타이틀과
더불어 나의 아름다운 간호사 인생은 예수대학교의 훌륭한 동문들
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예수대학교
의 힘찬 발걸음에 꽃길만 가득하길 바라며 다시한번 예수대학교 개
교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발행처: 예수대학교 총동문회 / 연락처: 063 - 230 - 7779, 063 - 230 - 7764

<공사 후>

9
10
10
10
11
11
12
12
12
12
12
12
12
12
12
13
13
13
13
14
14
14
15
15
15
16
16
16
16
16

성 명
김정숙
공순구
이인수
이준례
은운성
(재희)
이정미
문옥자
이순자
전혜경
오은자
이숙자
김기자
김순희
노춘자
이광자
김성란
안황자
강봉자
박부미
이향숙
강희자
권경애
조수자
손춘자
송영원
고춘종
유영삼
정숙자
김강미자
김숙자
김현애
김금자
김 선
박수현
심영희
주정임

기부금(원) 기수 성 명
1,000,000 16 황성자
1,000,000 18 류금주
1,000,000 23 방태순
5,000,000 23 윤옥희
23 전영신
500,000
23 박경희
500,000 23 정정숙
813,470 24 강신홍
5,000,000 24 이은희
5,000,000 24 황영숙
500,000 24 이길숙
500,000 24 김순애
200,000 24 김영희
865,559 24 김인숙
200,000 24 안명심
1,500,000 24 양명순
1,000,000 24 유계숙
200,000 24 윤선영
300,000 24 이명숙
200,000 24 이양순
500,000 24 이인순
200,000 24 이효정
24 정강숙
447,275
25 이양선
1,000,000 25 임순옥
200,000 26 양복순
918,000 26 이분이
5,000,000 26 조은희
1,000,000 26 최백숙
1,000,000 26 한혜실
100,000 26 호순환
100,000 26 양미자
1,000,000 26 김영심
1,000,000 26 김은주
569,200 26 이명숙
500,000 26 유해분
1,000,000 27 강신화

기부금(원) 기수 성 명
1,000,000 27 고범자
1,000,000 27 권정남
1,186,158 27 김영조
1,000,000 27 김전옥
1,000,000 27 김종규
300,000 27 박영미
1,000,000 27 박원희
700,000 27 송미령
300,000 27 심명희
300,000 27 엄정이
200,000 27 유근희
300,000 27 윤매옥
500,000 27 윤 진
300,000 27 장영숙
300,000 27 정명휘
1,000,000 27 조민숙
500,000 27 허순자
500,000 27 이현영
300,000 28 강영순
300,000 28 권경희
500,000 28 김경신
200,000 28 김경희
300,000 28 김오진
500,000 28 김인경
1,000,000 28 문경옥
1,000,000 28 박양숙
2,000,000 28 박현전
1,000,000 28 백경자
2,000,000 28 소성섭
1,000,000 28 이성숙
3,000,000 28 이영례
200,000 28 이영화
500,000 28 장자숙
500,000 28 장정숙
500,000 28 최애영
600,000 28 한현진
300,000 28 박정순

2018. 8. 1.~2019. 12. 30.
기부금(원) 기수 성 명
1,000,000 28 방현숙
300,000 28 유금남
300,000 28 윤길순
300,000 28 이옥주
300,000 28
장미
300,000 28 장현덕
300,000 28 천성숙
300,000 28 김선화
1,000,000 28 김원경
1,000,000 29 김하숙
300,000 29 이성숙
1,000,000 29 이효실
1,000,000 29 최후남
1,000,000 29 김경희
1,000,000 29 왕혜경
1,000,000 29 양명석
300,000 29 김정자
1,000,000 29 백초숙
200,000 29 송호은
500,000 29 조은덕
500,000 29 임경자
400,000 29 유정애
100,000 29 이현옥
200,000 29 김길자
100,000 29 박혜란
100,000 29 김영순
100,000
29회
29
회비
100,000
100,000 30 고숙경
100,000 30 권미경
100,000 30 도성혜
1,000,000 30 김난숙
600,000 30 김미선
100,000 30 김홍임
100,000 30 김진희
100,000 30 신차남
300,000 30 안성화

기부금(원) 기수 성 명
1,000,000 30 안옥란
500,000 30 유순희
500,000 30 윤미경
500,000 30 은효정
1,500,000 30 이미선
500,000 30 이순복
300,000 30 이신숙
300,000 30 정문숙
300,000 30 정정희
1,000,000 30 지문임
1,000,000 30 추정옥
1,000,000 30 한은현
1,000,000 31 박정자
1,000,000 31 김정남
1,000,000 32 김현주
1,000,000 32 김혜심
1,000,000 32 성경자
1,000,000 32 손영자
1,000,000 32 유순자
1,000,000 32 이복경
1,000,000 32 박복임
1,000,000 32 이옥희
1,000,000 32 최경애
1,000,000 32 함선희
1,000,000
이덕자
34
외 43명
1,000,000
38 유명란
1,000,000
38 권기화
1,000,000 38 김선숙
500,000 38 최선주
200,000 38 이은희
300,000 38 송인숙
500,000 38 이경숙
500,000 38 전미라
100,000 38 고도은
500,000 38 윤선미
500,000 38 김은희

기부금(원) 기수 성 명 기부금(원)
1,000,000 38 채수정
100,000
200,000 38 심란희
100,000
100,000 38 송혜정
100,000
500,000 38 문지영
100,000
1,000,000 38 장옥성
200,000
1,000,000 38 오미란
200,000
1,000,000 38 이현주B
200,000
500,000 38 최병화
200,000
100,000 38 권미수
300,000
200,000 38 이현주A
300,000
300,000 38 장영경
300,000
1,000,000 38 전진숙
300,000
1,000,000
김은정
349,662 38 신수경
1,050,000
홍 연
500,000
500,000 39 김윤이
1,000,000
500,000 39 안홍옥
1,000,000
500,000 39 옥 현
500,000
300,000 39 한순희
1,000,000
500,000 41 안효정
300,000
500,000 42 문지원
1,000,000
500,000 48 백성민
1,000,000
500,000 50 김윤미
500,000
1,000,000 50 오미영
300,000
50 박수정
300,000
10,000,000
50 유현정
300,000
550,000 50 김미선
300,000
100,000 50 전선희
300,000
100,000 50 박정미
300,000
100,000 50 정원희
300,000
100,000 50 박지민
200,000
100,000 50 유승희
500,000
100,000 51 주연숙
1,000,000
100,000 51 권소연
100,000
100,000
모금
100,000
149,949,324
총액
100,000

34회동문 고영미 곽경숙 곽계숙 관혜현 권경수 길영순 김강림 김미경 김미선 김용희 김정옥 김혜정 박연임 박현원 백경아 서복순 송남숙 송미정 송현순 신향숙 심선자 양미 양유미
엄혜경 오정원 유승화 윤미숙 이가연 이경숙 이덕자 이 란 이미향 이영화 정경순 정남희 정숙자 조정옥 천인화 최성순 최순영 최정희 홍명주 홍설희

2019년 12월 30일 현재 258명이 기부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부는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모교
소식

1.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인증기간 5년
(2020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2. 예수대학교-예수병원 인적·물적 교류 및 지원
협정” 체결 (2019.11.28)
3. 켈러홀 5층 ‘개방형 학습도서관:창의 협업
SPACE’로 새단장 (2019.8.23)
4. 미국 Glendale Career College(LA 소재)와 국제학
술교류 협정 체결 (2019.7.1)
5. 대학 특성화 방향 및 비전 선포: 최고의 휴먼서비스
역량으로 지역에 공헌하는 예수대학교 (2019.3.19)
6. 전주시 보건소와 치매극복선도대학 협약 (2018.9.20)

예수병원
소 식

1. 전직원 재충전 프로그램 실시 8차례, 400여 직원 대상 대만 연수 실시(3/16 - 5/4)
2. 제24대 김철승 병원장 취임(6/27) “진료중심의 환자 제일주의와 선교
중심(Patient 1st, Jesus Only)” 슬로건 제시
3. 보호자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개소(8/16)
4. 포사이드 기념 응급의료센터 개소(9/10) 전국 3위 규모, 상주 응급의학과
전문의 12명, 전국 최상위 수준, 호남권 최고 수준
5.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 사업자로 선정(9/26, 2021년 10월 개원 예정)
6. 전북 최초 고압산소치료기 도입 가동(10/11)
7. 설대위 기념 암센터 개소식(11/1), 3층 30병동 오픈
8. 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11/4)
9. 간호국 승격(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