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에서 배운 섬김의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소중한 꿈을 이루어 가고 있는 동문
여러분들의 회사와 비즈니스를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동문 비즈니스 네트워킹
취·창업 사례 발표 및 소개
동문

박민지 (국제관계학 02, 협진해운 대리)
유민규 (의용전자공학 98, 온유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재학생

전찬우 (디자인예술학부 08, C.U.S 대표)
오태연 (의공학 10, (주)차남들 대표)

동문 창업 회사소개
연번

회사명

동문명

학과-학번

사업내용

홈페이지

1

㈜유진

허상희 화학 82

가스렌지 부품 제조, 발전소용 부품 코팅, 실험용 기구 납품 www.ujin-enamel.co.kr

2

비티와이(BTY)

김민규 컴퓨터공학 03

의류 도소매, 마케팅 및 컨텐츠 생산, 신규 브랜드 컨설팅

3

㈜엠아이텍

한종현 의용전자공학 87 의료기기 개발, 생산 및 판매

www.mitech.co.kr

4

메디아나

길문종 보건학 79

www.mediana.co.kr

5

㈜메쉬

이주성 의용전자공학 94 적외선 체열진단 의료기기 개발

6

온유특허법률사무소 유민규 의용전자공학 98 지식재산권 출원, 침해소송, 특허맵 작성, 특허 컨설팅 www.onyouip.com

7

㈜뉴퐁

8

㈜대지티아이에이 송석원 환경과학 86

9

메디게이트㈜

10

아카데미라운지㈜ 박상규 사학 91

프리미엄 독서실 창업 및 교육문화 컨텐츠 사업

www.academylounge.co.kr

11

㈜듀켐바이오

방사성의약품 제조

jwkim@duchembio.com

의료기기 개발, 생산 및 판매

이재용 의용전자공학 87 초음파를 이용한 피부미용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환경영향평가, 환경컨설팅

김성환 의용전자공학 92 생체신호 측정 및 진단용 의료기기 개발 및 생산

김종우 경영학 86

www.betterthanyesterday.co.kr

www.meshmedical.com

www.newpong.com
www.daejitia.com
www.medigate.biz

인성과 창의성을 배양한 글로벌 인재를 키웁니다.

특성화 융복합 연구

동문 비즈니스 소개

지역 산업과 산학협력
Development & Bio-medical Complex

조준기 경영학 99

중국공상은행/개인금융팀과장/상품기획총괄

chojk@kr.icbc.com.cn

한상준 화학 89

Han And Associates,PLLC/미국변호사

lawsjhan@gmail.com

강종민 행정학 01

삼성SDS/대리/IT서비스 및 해외거점운영

godjongmin@hanmail.net

김경희 경제학 04

기아대책/국제사업부문간사/긴급구호 및 구호개발사업 계획수행

khkim4559@gmail.com

임지호 경영정보학 99

(주)마이비/과장/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판매, 시스템 SI

jiholim@lotte.net

박지훈 환경과학 91

아사히카세이/마이크로자 기술팀장/수처리분야 핵심기술개발

geenie21@hanmail.net

문영숙 환경과학 98

(주)사람인에이치알/과장/취업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mysook4315@nate.com

박성준 화학및의화학 08

(주)한화방산/연구원(사원)/로켓추진제 개발

sungjun0305@hanwha.com

윤호수 경제학 82

SOLVAY/전무/화학제품 및 기술개발

hosoo.yoon@solvay.com

이선열 경영학 98

강서세무회계/대표세무사

smile2310@daum.net

김재현 의용전자공학 07

한국머크/대리/바이오제약 및 화학분야 첨단제품 개발

justin.kim@merckgroup.com

*행사 당일에 한함

*행사 당일에 한함

글로벌 명문교육

캠퍼스 간 협력과 융합

자기주도형 RC
지역과 세계 선도인재

캠퍼스 특성화
협력과 융합

스마트 에코 캠퍼스

소통과 이해의 공동체 문화

자연속의 첨단
건강 힐링 캠퍼스

기독교적 섬김과 나눔
배려와 존중

학교 발전기금 약정안내
젊은연세, 원주캠퍼스가 연세의 힘있는 동쪽지체로
도약하기 위한 학교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권
장소: 학생회관 학생식당
사용시간: 오전 11시 ~ 오후 1시

아메리카노 이용권
장소: 연세플라자 1층 그라지에 / 학생회관 4층 아이라운지
사용시간: 오전 11시 ~ 오후 5시

SITE: thanks.yonsei.ac.kr
TEL: 대외협력부 (033-760-2753)

Program

인사말

특별초청동문
‘2015 동문 캠퍼스 방문의 날’행사에는 졸업 30, 20, 10주년을 맞은 81·91·01학번
동문들이 특별 초청되었습니다.

일시: 2015년 10월 24일(토) 장소: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시간

내

용

참가자 등록 및 안내

장

소

행안뜰

노란 은행나무와 붉은 단풍으로 사계절 중 캠퍼스가 가장 아름다운 이 가을에 ‘2015
동문 캠퍼스 방문의 날’ 행사로 캠퍼스를 찾아 주신 동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해 창립 130주년을 맞이한 연세는 ‘제 3창학’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10:00~12:00

동문 비즈니스 네트워킹
(전시관람, 개회, 격려사, 동문창업자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 수월성 확보 및 캠퍼스 인프라 확충에

대학교회 1층

창업동아리·학생창업기업 발표 등)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원주캠퍼스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의 모델로서 국내 최초로 레지덴셜

기수 대표인사
졸업 30주년 (81학번) / 이두연 (화학) 졸업 30주년을 감격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어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해왔던 지난 30년, 앞으로 또 함께 할 30년을 기약하며 동기생들의 우정과 사랑이 결집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칼리지(RC)를 도입하여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꿨으며, 건강 힐링 · 스마트캠퍼스와 첨단

12:00~13:00

점심 식사

학생회관 학생식당

융복합캠퍼스로서 연세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학 발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협력하셨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3:00~14:00

이벤트
10:00~14:00

14:00~

기념 행사
- 개회 및 기도
- 참석내빈 소개
- 원주부총장 환영사
- 동문대표 인사
- 재학생대표 인사
- 장학금 전달
1. 둥지장학금
2. 동문장학금
- 오늘의 연세 소개
- 광고 및 폐회 (단체 사진 촬영)

자랑스러운 연세 동문 여러분! 오늘 이 행사를 통해 연세 동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동기 및 선·후배
동문간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행사에 참석

졸업 20주년 (91학번) / 김철원 (보건행정학) 과거 동문초청행사는 한참 위에 선배님들 이야기로만
생각했는데 벌써 동문행사에 초청되는 기수가 되었다니 묘한 느낌이네요. 매지호에서 즐겁게 보냈던 학창
시절이 엊그제 같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당시 같이 했던 동기, 선배
후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번 동문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기를 기원합니다.

하신 동문과 그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24.

대학교회 대예배실

연세대학교 원주부총장

이승윤 (국어국문학 86)
인문예술대학 동문회장

캠퍼스 방문 기념 사진촬영

행안뜰, 노천극장, 독수리광장
(비오면 대학교회 3층만 운영)

추억의 앨범 보기

대학교회 3층
대학본부 1층 로비

키즈 프로그램 (마술공연, 풍선아트 등)

행안뜰

학과별 홈커밍데이

- 정보통계학과(창조관 184호)
- 의공학부(노천극장)
- 임상병리학과(미래관 237호)
- 물리치료학과(백운관 120호)

※ 1. 접수시 제출하신 명함 정보는 사이트(thanks.yonsei.ac.kr → 동문광장)에 게재되어 동문 정보 공유에 사용됩니다.
2. 촬영한 사진은 ▶개별 전자우편 발송 또는 ▶사이트(thanks.yonsei.ac.kr → 동문광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셔틀버스 이용안내
학교 → 원주역 → 원주시외·고속버스터미널

학교 → 서울

14:20 연세플라자 앞 출발

16:30 연세플라자 앞 출발

동문 여러분의 사랑으로 우리 캠퍼스도
백운로의 은행나무만큼 부쩍 키가 자랐
습니다. 오늘의 설렘이 더 큰 만남으로 이
어질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지난 시간처럼 내일도 자랑스
런 역사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경운 (행정학 85)
정경대학 동문회장

가을이 돌아 오면 가장 행복한 일 중의
하나가 꿈의 요람으로 찾아와 힐링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찾는 일이야말로 힐링의 주된 일이겠지요.
뿌리깊은 나무에서 힘찬가지를 뻗어 열매를 맺고 있는
서른 일곱 살 청춘연세! 눈부신 젊은 연세의 기상으로
웅비하는 새 역사를 이루는 연세! 세계로 뻗는 연세의
해돋음을 가장 먼저 볼 수있는 동쪽 날개 연세에서 가장
큰 힐링으로 행복할 수 있어 감사 드립니다. 젊은 연세가
성숙한 발전으로 연세의 정신을 완성하도록 동문 여러분
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연세, 그대 영원하여라!

허상희 (화학 82)
과학기술대학 동문회장

새 희망을 마음에 품고 분주히 봄을
지나고, 뜨거운 열정을 담아 정신없이
여름을 보내고 나니 풍성하고 여유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열리는
뜻깊은 동문행사가 모두에게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송석원 (환경과학 86)
보건과학대학 동문회장

우리 캠퍼스의 제일 멋진 가을날에 하루
라는 소중한 시간을 선뜻 선택하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동안 너무나
많이 발전한 캠퍼스의 여러곳을 둘러 보시고 또한 후배
들과의 대화를 통해 뜻 깊은 하루를 만들어주신다면 더욱
행복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는 하루를 선택
한 동문이 아닌 추억도 같이 후배들과 이야기 나누며 소통
하는 동문, 후배들과 학교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동문의
일원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졸업 20주년 (91학번) / 이영정 (재활학) 1991년 인생의 커다란 꿈을 안고 매지캠퍼스로 입학하던
날이 생각납니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기들과 선배들을 만나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불혹의 나이를 넘어 가정을 이루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는 동기들을 보면
가끔 울컥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건강을 물어야 하는 나이가 되어버렸군요. 건강들 잘 챙기시고, 모든
분야에서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졸업 10주년 (01학번) / 송인호 (임상병리학) 숨 가쁘게 인생을 달리던 중, 문득 그립거나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함께 청춘을 나누며 추억을 만들었던 그 캠퍼스, 그리고 사람들. 비록 시간이 흘러
모습은 조금씩 변했을지라도 함께 한 기억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1년 중 단 하루, 정답던 동기, 반가운
선후배와 함께 그 시절의 향수를 다시 한 번 확인합시다. 2015년 동문의 날을 맞아 다시 학교를 찾아 주신 동문
여러분을 연세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졸업 30·20·10주년 기념 캠퍼스 방문 준비
준비위원회 제 1차
대표자회의

일시: 2015. 3. 5.(목) 19:00 / 석란 (동문회관 옆)
주요논의사항: 2015 동문 캠퍼스 방문의 날 행사개요 및 준비방향

준비위원회 제 2차
대표자회의

일시: 2015. 4. 17.(금) 19:00 / 불고기브라더스 강남점
주요논의사항: 네이버 밴드 구성을 통한 소통과 동문 연락처 업데이트 협조

준비위원회 제 3차
대표자회의

일시: 2015. 7. 3.(금) ~ 7. 4.(토) / 백운가든 (원주캠퍼스 옆)
주요논의사항: 학과 홈커밍데이 행사 진행 및 동문 장학금 전달 방안 구상

준비위원회 제 4차
대표자회의

일시: 2015. 9. 19.(토) 17:00 / 목동 차이나팩토리
주요논의사항: 행사 진행 세부사항 검토 (셔틀버스 운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