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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합 평가 최우수 학, 

최우수 학원 선정

지난 2월 16일 한국 학교육협회에서

발표한 학종합평가에서 모교가 최

우수 학교, 최우수 학원으로 선정

되었다. 이번 결과는 우리 학이 경

희 , 고려 , 성균관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학의 교육 여건과 질적

수준이 향상됐음을 보여준 좋은 기회

가 됐다. 특히 학부 평가에서 높은 점

수를 받기 어려운‘연구 및 산학연협

동’부문에서 서울과 천안 양교정 모

두 최우수 평가를 받아 학내외 구성원

들의 큰 주목을 끌었다.

임원 MT개최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간 모교 제주수련원에서 임원 MT가

개최되었다. 총동문회 발전을 위한 방

안을 함께 연구하고, 임원간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이번 MT에서는 19

임원발표 및 전체/부서별 임원회의를

비롯하여 제주 동문회와의 만남, 한라

산 등반 등의 시간을 가졌다.

동문친선파크골프 회 개최

지난 4월 29일 여의도 파크골프장에

서 동문친선파크골프 회가 개최되었

다. 이날 모인 많은 동문들은 다소 생

소하지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파크골프를 함께 하면서 친교의 시간

을 나누었다. 운동 후에는 김 미(행

정 82) 회원관리위원장이 후원한 식사

를 함께하며 친목을 다졌다.

제1학기 장학증서 수여

지난 3월 2일 총동문회 사무국에서

2006학년도 제 1학기 동문장학생 장

학증서 수여식이 있었다. 이번에 장학

금을 수혜 받은 재학생 동문들은 윤진

(미디어 4), 권기정(정보통신 3), 신

왕진(지리 3), 박정병(소프트웨어 2)

동문이다.    

강 자 동문

총동문회 사무국 현판 기증

지난 7월 강 자 동문 雅

號 : 又玄, 숲골 (디자인

학원 99)은 총동문회 사무

국의 현판을 제작, 기증하

다. 한국서각협회 제주

지회장으로 올해 초‘한국

서각협회 공로상 문화관

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는 강동문은 모교 제주

수련원의 현판 및 한라산

홀의 현판도 제작하 다.

�한국서각협회 공로상 문화관광부 장관상

�한국서각협회 초 작가

�인터넷 묵객 초 작가

�광주광역시 서가협 초 작가

�한 축제 초 출품

�국제각자전 출품

�한국서예문화 100인 초 출품

�월간서예문화 전 운 위원 역임

�월간서예문화 전 심사

�인터넷 묵객 전 심사

�광주광역시 서가협 전 심사

�제주 서가협 전 심사

� 한국서각협회 제주지회장

�제주도 한 서예사랑모임 부이사장

�日本 三田市 교류위원장

상명학원이 설립된지 70년이 되는 내년 2007년, 

많은 기념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상명학원설립 70주년 기념행사 개최

● 홈커밍데이 ● 동문바자회 ● 동문초청 세미나 ● 문화ㆍ예술 행사

다변화된 사회에서 사회 전반의 흐름을 가름하는 학의 사명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학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

하고 한국 학교육협회에서 발표한 학종합평가에서,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모교는 이번 평가를 통해 평가에 참여한 국내 학 61개 중 상위 9개 학에 선정되어 모교가 국내의 타 학과 비교하여 우수한 교육 여건

과 질적 수준이 향상됐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교의 발전은 상명인으로써 커다란 자부심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학은 향후 10년간 서울과 천안 양교정의 특성화 사업 주력, IT기반의 융합적 특화와 국제적 인재양성 전략를 통해 학발전을 이

루고자는 계획에 전 교직원이 한마음으로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동문회 역시 보다 역량있는 동문회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발전을 다짐하며 나날이 발전하는 모교와, 동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기

위하여 더 힘차게 정진하기를 약속합니다. 

동문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6년 8월 1일

총동문회장 김 종 희

존경하는상명동문여러분!

상명제주수련원 소개
제주시 평동에 위치한 모교 제주수련원은 10만여평의 지 위에 2004년 1

월 본관과 콘도 12동을 준공, 올해 6월 신관과 운동장을 조성하 다. 교육목

표인 조화로운 인격을 함양하는 교양교육과 협동과 봉사를 중시하는 시민교

육을 살현하기위해 학교중심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지역과 자연 환경속에

서 교육을 분담하는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련원의 모습을 통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모교를 볼 수 있다.

총동문회소식

강 자 동 문

雅號 : 又玄, 숲골

(디자인 학원 99)

윤진 (미디어 4) 신왕진(지리 3) 박정병(소프트웨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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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 챔버 창단연주회

임혜 (리더 음악87)동문을 비롯한 음

악과 동문들 12명이 현악 앙상블“상

명챔버오케스트라”를 결성, 지난 6월

26일 산아트홀에서 창단연주회를

개최하 다. 실력 있는 연주와 사회봉

사를 모토로 결성된 상명 챔버는 매년

정기연주회와, 병원ㆍ교회 등의 봉사

공연을 통하여 상명의 위상을 높일 계

획이다. 

민음회 정기연주회

음악학부 동문들로 이루어진 민음회

가 지난 6월 21일 오후 7시 30분 산

아트홀에서

제6회 정기

연 주 회 를

개 최 하

다. 모차르

트 탄생 250

주 년 을 기

념 하 여 그

의 Piano

Solo와 Two Pianos 연주로 구성되었

던 이번 연주회는 특별히 남부복지관

가족들을 초청하여 음악의 즐거움을

함께 한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제26회 상명공예회전

공예학과 동문회(회장

이근자 74)에서는 오

는 12월 13일부터 19

일까지 인사동 인사

아트센타 4층에서 정

기전시회 제26회“상명

공예회전”을 가질 예정이다. 도자, 섬

유, 목칠 등 다양한 공예분야에 이르

는 동문들의 작품전시회에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기 한다.

미술학과동문회 상명전

미술학과 동문회(회장

김귀인 68)에서는 오

는 9월 6일부터 12일

까지 인사동 동호갤

러리(백상빌딩 지하1

층)에서 동문전 "상명전"

을 개최한다.  

정보처리학과

‘상명정보 페스티발’개최

정보처리학과에서는 매년 5월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기획하는

등 졸업생을 재교육하고 동문 선후배

들 간의 친목을 다지는‘상명정보 페

스티발’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역

시 정보화 사회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졸업생과 재학생

들 간의 상호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연극학과 동문, 서울 프린지

페스티발에서 <물고기 남자>, 

<금지된 장난>공연

다양한 분야의 독립예술인들이 참여

하고 있는 서울 프린지 페스티발에 참

가한 연극학과 동문들이 8월 26일과

27일 양일간 홍 예극장과 떼아뜨르

추에서 이강백 작 <물고기 남자>와 <

금지된 공연>을 공연한다. <물고기 남

자>는 이지 (99) 연출로 이장원(99),

김관장(99), 최정현(99), 김민국(00),

김상보(02) 이 배우로 참가하며, <금

지된 장난>은 원춘규(97) 작/연출로

지동익(96), 민경만(96), 오동욱(98),

안성진(00) 등이 배우로 참가한다. 

독어독문과 체육 회

지난 4월 30일 독어독문과 동문회(회

장 이상학 97)는 모교 천안캠퍼스 운

동장에서 졸업생 vs 재학생 친선 축구

회 및 농구 회를 가졌다. 이날 독

어독문과 동문회는 졸업동문과 재학

생 30여명이 함께 모여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연극학과 체육 회

매년 5월 동문 선후배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체육 회를 개최하고 있

는 연극학과(회장 주소형 95)동문회는

지난 5월 20일에 천안캠퍼스 운동장

에서 체육 회를 개최하여 선후배간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화학과 체육 회

화학과 동문회(회장 김성민 96)는

지난 6월 4일 오후1시 천호 교 남단

한강고수부지에서 제2회 동문체육

회를 개최하 다. 화학과는 많은 동

문들이 모인 가운데 다채로운 운동경

기를 가진 후,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

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조경학과 등반 회

환경조경학과 동문회

(회장 김훈희 89)는 지

난 6월 10일 청계산

등반 회를 가졌다.

이날 환경조경학과 동

문회는 여러 동문이 모여

함께 운동하며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

으며, 오는 8월 12일부터 15일은 백두

산 답사기행을 떠날 예정이다.

실내디자인학과 동문회

실내디자인학과 동문회(회장 이미경

88)가 지난 6월 17일 오후5시 타워펠

리스 연회장에서 있었다. 이날 실내디

자인학과 동문회는“하나되는 스미

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70여명의 동

문들이 모여 홈페이지개설, 발전기금

모금, 로고디자인제작 등 동문회 발전

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즐거운 친교

의 시간을 가졌다.  

제12회 어교육과 동문회

어교육과 동문회

(회장 강명재 77)에

서는 오는 9월 1일

(금) 오후 6시 30분

상명 근처 부암동

하림각 복실(02-396-

2442)에서 어교육과 동문회가 열

린다. 회비는 졸업동문 4만원, 재학

생 2만원이고 문의는 어교육과

사무실(2287-5098)로 단, 회비는

예약관계로 가능한 8월21일까지

입금해야한다. 계좌번호 : 우체국

013318-01-004708 (예금주 유수연)

학과/지역 동문회 소식

동문회원전 소식

인터넷에서 동문회보 보기

동문회보 e-book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총동문회에서는 웹상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동문회보를

보실수 있도록 총동문회 홈페이지

(www.smalumni.or.kr/ www.sangmyung-alumni.org )를 통해

e-book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PDF파일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며, 웹상에서 동문회보

와 같은 지면을 종이책을 넘기듯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동문회보는 동문 여러분께서 내주시는 동문회비로 제작돼
２만부이상 발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량의 회보가 반송돼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동문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연락처나 배송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될 때에는 꼭 총동문회 사무국
(Tel: 02-2287-5250 / E-mail: alumni@smu.ac.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새 주소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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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순임 동문 우수교육상 수상

모교 한국화전공 교수

로 재직 중인 지순

임(미술 65) 동문은

교육 학원에서 실

시하는 우수교육상

을 수상했으며, 지난

3월 25일에는 남양주시에서

남양주 진접택지 개발지구 문화유적

발굴 조사단장 자격으로 지도위원회

를 개최하 다. 

천행엽 동문 교장 발령

러시아 주 한국 사관

로스토프나도누 한국

교육원장을 역임한

천행엽( 교 68)동문

은 지난 2월 서울 동

문구에 위치한 숭인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받았다.

김윤자 동문 교장 발령

김윤자(체육 70)동문은

경기 남양주시에 위

치한 화광중학교 교

장으로 발령받았다.

정녀동문

‘유학과 부동산 세미나’개최

정성유학원장이며 뉴

욕주 면허 소지 부

동산 중개인이자

St. John's 학 한

국어 강사인 정녀

(국교 71)동문은 지난

5월 24일부터 29일까지 JW

메리어트 호텔에서“유학과 부동산

세미나”를 개최하 다. 

신현숙 동문 학술 회 개최

모교 기획부총장으로

재직 중인 신현숙

(국교 72) 국제한국

언어문화학회 회장

은 지난 5월 27일 모

교 레니엄관 국제회

의실에서‘의사소통의 비교

언어문화적 접근’을 주제로 제3차 국

제학술 회를 개최하 다.

김두련 동문 공로상 수상

서울교 체육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두련(체육 72) 한

국댄스스포츠 진흥

회 회장은 지난 2월

28일 서초종합사회복

지관에서 개최된 제11회 조

정순체육상 시상식에서 후학양성 및

지도자 배출, 댄스스포츠 보급 및 한

국 여성체육계 발전에 이바지 등의 공

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하 다.

김종희 동문 세계레저 총회

유치위원회 위원 위촉

모교 사회체육학과 교

수로 재직 중인 김종

희(체육 74)동문회

장은 세계레저 총회

유치위원회 위원으

로 위촉됐으며, 한국

레저스포츠 학회 회장으로

동북아 포럼에서‘레저스포츠 강국으

로 나가는 길’에 해 발표했다.

이근자 동문 진명미술인회

이근자(공예 74)동문

은 지난 4월 25일부

터 30일까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빌딩 1층 서울갤러

리에서 진명여고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제3

회 진명미술인 작품전’에 참가하 다.

김명순 동문 교장 발령

김명순(체육 76)동문

은 경기 안양시에 위

치한 관양중학교 교

장으로 발령받았다.

박정숙 동문 오페라 공연

박정숙(음악 77)동문

은 지난 5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나루

아트센터 공연장

에서 개최된‘헨젤

과 그레텔’(카르테 오

페라단 주최)에 출연하 다. 

한혜정 동문 전시회

한혜정(미술 78)동문

은 지난 5월5일부터

10일까지 안산단원

미술관에서 개인전

을, 지난 6월 2일부

터 28일 건 문화예

술회관 방제화랑에서「풍

경전」을 개최하 다.

김문자 동문 책 출간

모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재

직 중인 김문자(사

학 81)동문은 지난 5

월『한일관계 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

는 역사』(근세편)을 출간하

고, 7월부터 일한교류기금의 초청으로

동경 학교 사료 편찬소에서 <임진왜

란기의 일본사자료>을 조사, 관련 유적

지를 답사 중이다.

김은희동문

“Beyond the DMZ”공연

지난 해 "사진신부의

꿈" 공연을 달라스와

서울에서 성황리에

마친 뉴욕극단 SET

의 표 김은희( 문

81) 동문의 차기 공연

“Beyond the DMZ”이 곧 공

연될 예정이다. 분단된 한국의 역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남북으로 헤어져

살게 되는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그

려낸 이야기“Beyond the DMZ”는 뉴

욕, 서울, 베를린에서 공연되며 서울

공연의 경우 오는 9월 3일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서 개최된다.

정순석 동문 플룻연주회

정순석(음악 81) 동문은

지난 2월 18일 산

아트홀에서 정동문

이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인천플룻앙상블

의 제10회 정기연주회

를 개최하 으며, 6월 19일에

는 같은 장소에서 체코의‘야나첵 챔버

오케스트라’내한공연에 협연하 다.  

김 미 동문 논문 발표회

모교 행정학과 교수

로 재직 중인 김 미

(행정 82)동문은 지

난 2월 일본 큐슈

학교에서 한국행정

학회와 일본여성연구

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학술 회에

서“Beyond the Digital Divide in

Korea : Evaluating Policy on Women’

s Information”을 발표하 으며, 7월

26일에는 서울여성재단 주관으로 개

최된 국제학술 회에서“Here Today,

Jobs of Tomorrow: Opportunities in

IT Policy for Women”을 발표하 다.

정현희 동문

오스아트스쿨 원장취임

총동문회 총무부 부위

원장 정현희(미술

83)동문은 지난 3월

한국아동미술표현

연구소 부소장 겸

오스아트스쿨 원장으

로 취임하 다. 정동문은 오

는 9월부터 한서 아동미술학과에

강의를 나가게 된다.

장혜진 동문 활동 재계

데뷔 15년차인 발라드

가수 장혜진(체육

83)동문은 5년만에

발표한 타이틀‘마

주치지 말자’라는

전형적인 미디엄 템포

계열의 곡으로 여느 히트가수 못지않

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장동문은 후

배 가수 바이브와 한 음반에서 듀엣으

로 부르는 등 색다른 모습을 선보이며

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미경 동문 전시회

이미경(미술 85)동문

은 지난 4월 미술평

론가가 뽑은 여성작

가 7명에 선정되어

4월 19일부터 26일까

지 종로 본화랑에서

“실상과 허상”전을 개최하 다. 

유현아 동문 특별기획전

‘테디와 상명이 만났을 때’기획

모교 조형예술학부 교

수로 재직 중인 유현

아(공예 86)동문은

산학협동프로젝트

제주 테디베어 뮤지

엄 특별기획전‘테디

와 상명이 만났을 때’를 기

획하 다. 지난 5월 제주 테디베어 뮤

지엄에서 개최된 이 전시회는 2007년

5월 2일까지 1년간 전시된다.

황현주 동문 전임강사 발령

황현주(행정 86)동문은

원과학 학교 유

아교육과에 전임강

사로 발령받아 재직

하고 있다.

임안나 동문 사진전

임안나(사진 88)동문은

지난 4월 5일부터 25

일까지 중견사진작

가 4명이 함께한 나

우갤러리 개관초 전

“Relation- Isolation”에

참가하 으며 5월 31일부터 6

월 6일까지는 가이아갤러리에서 개최된

초 전“여자의 남자”전에 참가하 다. 

주혜진 동문 외 사진전

사진학과 동문들 임안

나(88), 주혜진(90),

김안녕(95 본명:김민

정)이 지겐시청 갤

러리에서 개최되는

한독 여성사진가 교류

전‘Something About’에 참

가한다. ’(사)문화세상 이프토피아‘가

주최하여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이 전

시회는 오는 8월 6일까지 이어진다. 

이소라 동문

다이어트 회사 CEO 변신

다이어트 비디오로 인기를 끌었던 수퍼

모델 출신 이소라(체육 88) 동문은 최근

동문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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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로즈를 설립해

CEO로 위임, 본격적

인 뷰티ㆍ패션사업

에 뛰어들었다. 이동

문은 자신의 다이어

트 노하우를 바탕으로

집중 토탈 다이어트 프로그램‘쏘디 다

이어트’를 개발, 출시하 다.

이세정동문 호주 RMIT 학초청

미술캠프 개최

모교 조형예술학부 교

수로 재직 중인 이

세정(미술 89)동문

이 모교의 자매학

교인 호주 RMIT

학초청 미술캠프 "Art

and Culture"를 개최한다.

RMIT 학 재학생 및 모교재학생 50여

명이 참여하는 이 캠프는 지난 7월 31

일 개최하여 8월 11일까지 모교 제주

수련원에서 진행된다.

장진 동문 화 촬 중

장진 (의상디자인

90)동문은 화‘연

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감독 김해

곤, 제작 굿플레이

어)에 화배우 김승

우와 촬 중이다. 당당하고

섹시한 여자(장진 )와 뺀질 뻔뻔한

남자 운(김승우) 커플의 색다른 연

애담을 다룬 이 화는 오는 9월 개봉

예정이다.

송상임 동문 독주회

송상임(음악 91)동문

은 지난 4월 19일

산아트홀에서, 시

별로 베토벤(Bee

thoven Sonata  No.8

G Major), 비에냐프스

키의 화려한 폴로네이즈

(Polonaise Brillante  Op. 21), 프로코

피에프(S.Prokof-iev  Sonata in D

Major )독주회를 가졌다.

최문정 동문 전시회

미술치료 및 표현 발

달 연구소 <향기나

무>의 표 최문정

( 학원 93)동문은

지난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학로 상명

아트홀에서「책 만드는 아이

들」전을 개최하 다. 이번 전시회는

쉼터(가출 청소년, 탈 학교, 정서 부적

응) 청소년들의 미술치료 작업을 책으

로 역은 전시로「내 마음의 색 책」,

「전통 민화 책」, 「나만의 사과 일기

책」, 「삶 선책」으로 구성, 약 80여점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유서진 동문“나도야 간다”출연

SBS 금요드라마“나도

야 간다”에 셋째 딸

효숙역으로 출연중

인 유서진(연극 95)

동문은 기존의 이미

지와는 또 다른 연기

변신으로 열연해 시청자들

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김의석 동문 사진전

모교 홍보과에 재직 중

인 김의석(미술 96)

동문은 지난 5월 3

일부터 7일까지 양

천문화회관에서 사

진전“Drying shang

hai”을 개최하 다.

박정훈 동문 교통안전공단 입사

박정훈(행정 96)동문

은 올해 초 교통안전

공단에 입사하여 현

재 공단25년 사서편

찬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김명관 동문 스튜디오 오픈

김명관(사진 97)동문

은 지난 7월 15일 여

의도 KBS별관 맞은

편에 클래식 음악가

만를 위한 전문 포토

스튜디오“로뎀스튜디

오”를 오픈했다.

김은경, 김훈광 동문 화촬

화감독 김은경( 화 97)동문은 CJ엔터

테인먼트와 SBS가 합작한 공포 연작 HD

화 <어느날 갑자기-4주간의 공포> 중

<D-DAY>라는 작품을 연출하 으며 이

작품으로‘제1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화제’경쟁부문상인 특별언급 부문을 수

상하 다. 또한 <어느날 갑자기-4주간의

공포>의 모든 작품의 촬 은 김훈광(

화 96)동문이 담당하 다.

홍교진 동문

디지털 단편 화 출연

홍교진(연극 97)동문이

지난 7월 13일부터 22

일까지 개최된‘제10

회 부천 국제판타스

틱 화제’출품작 디

지털 단편 화“디지털

다세포소녀-여자화장실편”에

남학생역으로 출연하 다.

원춘규 동문 뮤지컬 조연출

원춘규(연극 97)동문은

경기문화의 전당에

서 지난 7월 8일부터

17일까지 공연된 뮤

지컬“화성에서 꿈꾸

다”에서 조연출을 담당

하 다.

최경옥 동문 조교수발령

최경옥(환경조경 학

원 98) 동문이 진주

산업 학교 생명자

원과학 학 원예학

과에 조교수로 발령

받았다.

이동수 동문 (주)에클라트 설립

이동수(음악 98)동문은

지난 5월 26일 문화마

케팅, 공연기획, 메

니지먼트, 전시기획,

디자인 등의 사업을

하는 문화서비스 그룹,

(주)에클라트를 설립하 다.

김동완 동문 중국콘서트 공연

김동완(연극 98) 동문

이 활동하고 있는 그

룹 신화는 7월 8일

콘서트‘스테이트 오

브 더 아트 인 상하

이’(2006 Tour STATE

OF THE ART in Shanhai)에

서 1만여명의 모인 공연을 통해 한류

열풍을 보여주었다. 한편 김동문은 지

난 7월 15일 부산에서 열린‘신화

2006 투어 콘서트’중 어깨가 탈골되

는 부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응급

처치를 받은 후 다시 무 로 복귀해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희섭 동문‘2006 

코리아 포토 페어’전 개최

한희섭(사진 99)동문

은 중들의 생활

속에 합리적으로

사진문화를 보급하

고자 7월 5일부터 7

월 30일까지(26일간)

과 8월 2일부터 8월 27일

까지(26일간) 갤러리 아트앤드림에서

한민국을 표하는 사진작가 40인

의 생활 속 인테리어 디스플레이로서

의 성격에 맞는 작품들로 구성된 포토

페어전을 갖는다.

손태 동문 서울국제

청소년 화제 홍보 사 선정

미스코리아 출신 손태

(무용 00)동문이

서울국제청소년

화 제 홍 보 사

‘SIYFF 지킴이’로

선정되었다. 북한 어

린이 돕기, 혈액암 환우돕기

등 꾸준히 선행을 하고 있는 손동문은

화제 홍보 사로 선정됨에 따라 앞

으로 개막식 등 공식행사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할 예정이다.

임일규 동문‘미스 춘향 진’당선

임일규( 화 02동문)은

지난 5월 7일에 열린

‘제76회 미스 춘향

선발 회’에서

예의 1위인‘미스 춘

향 진’을 차지했다. 임

동문은 현재 강예솔이라는

예명으로 화 및 각종 방송 출연을 활

발히 하고 있다.

김형삼 동문 바이올린 독주회

김형삼(음악 학원) 동

문은 지난 5월 29일

오후 7시 30분 제주

도 문예회관 극장

에서 바이올린독주회

를 개최하 다. 

박사학위취득을

축하드립니다!
이 혜 (일어일문학과 일어학전공) 

최 병 식 (사학과 한국사전공) 

심 광 주 (사학과 한국사전공) 

민 형 기 (사학과 한국사전공)

오 의 경 (문헌정보학과 정보학전공)

신 상 수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김 봉 화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이 경 철 (경 학과 마케팅전공)

최 주 연 (생물학과 유전학전공)

정 남 주 (체육학과 체육학전공)

백 승 옥 (체육학과 스포츠건강과학전공)

권 희 자 (체육학과 스포츠산업과학전공)

오 희 (환경자원학과 환경조경학전공)

손 병 용 (환경∙공업화학과 환경공학전공)

정성 유학원 & 
부동산

표: 정녀(국교 71)

27-09 150 St. Flushing, NY 11354

Tel: 718-463-3107    Fax: 718-463-7159

E-mail: chungnyo@earthlink.net

문화서비스기업 (주)에클라트
표: 이동수(음악 98)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99-2번지

에클라트B/D 1401호

Tel: 02-521-2998      

H.P: 011-237-1954

Fax: 02-6203-3396   

Homepage: www.ieclat.com

ECLAT
Cultural  Servi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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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회비

송문숙(불교 75)

정연진(불교 78)

이희경(국문 )

오혜신(경제 83)

변 숙(사학 77)

무명 1명

이사회비

동문여러분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행엽 동문은 현 숭인중학교 교장

이자 모교 총동문회 감사다.

그리고 2001년 7월부터 2005년 8월까

지 러시아 주 한국 사관 로스토프나

도누 한국교육원장을 역임했다.

어/러시아어 시험선발 과정에서 최

고의 성적을 거둔 천행엽 동문은 당시

세계 최초의 여성교육원장이라는 타

이틀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인물.

러시아 모스코바 남동쪽 1000km 지점

에 위치한 로스토프 나 도누 는 1928

년 노벨문학상 작품인 러시아 작가 숄

로호프의 장편소설“고요한 돈 강”의

배경이 된 곳이다.

천행엽 동문은 이곳에서 재외동포들

을 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전통문화

에 한 이해를 통하여 한민족으로서

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시키는데

많은 활약을 했다.

또한 러시아인을 상으로 한국 이해

교육을 실시하여 한국-러시아간의 교

육, 문화교류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외동포들

이 부담 없이 모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상교육을 지원할 것을 정부

에 당부하고, 현지 한 교사들을 한

국으로 보내 교육시키기도 했습니다”

재외동포들을 위해 학에 한국어과

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 던 그녀는 결

국, 2004년 9월 로스토프 경제 학 최

초의 한국어과를 설립했고 이민역사

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곳에서 이

민 14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140년 긴 세월동안 한 을 지키고 민

족 정체성을 지켜온 동포들. 조국에

한 그리움을 안고 아리랑과 도라지

타령을 부르며 된장, 간장, 찹쌀떡, 강

정을 만들어 잔치를 하는 동포들을 보

며, 말로 표현할수 없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말과 우리음식으로 민족 정체성

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천동문은 러시아에 머물며 느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술해 곧 출판을 앞두

고 있다. 

물론, 천 동문의 활약은 여기서 멈추

지 않는다.

2006. 3. 1. 서울 동 문구에 위치한

숭인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 받은 천동

문은 임기 후 2달도 채 되지 않아 모교

사범 와 숭인중학교의 협력학교 협

약식을 이루어냈고, 7월에는 모교

어교육과, 어과 교수들과 숭인중학

교 교사들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밖에도 숭인중학교는『운 비의

50%를 지원받는 좋은 학교』에 당선되

어 학생들의 무료방과후 교육. 저소득

층 학부모들의 수 ∙미용강의 등 선

진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학창시절을 추억하면, 가을바람 살랑

는 바위언덕 밑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던 가을교정이 가장 많이 생각난다

는 천동문은 모교출신이라는점에 무

한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남은 정년까지 자

신을 지금껏 키워준 모교를 힘닿는 데

까지 돕고 싶다 말한다. 

그렇다면,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없을까.

“전문성을 길 으면 해요. 자신이 하

고 싶은 분야에 한 전문성을 기르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세요. 

노력 끝에 얻은 행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수 없답니다”

단아한 외모. 차분하고 기품 있는 목

소리, 따듯함이 베어있는 표정과 말

투. 자신의 일에 한 자부심. 모교 사

랑으로 똘똘뭉친 천동문은 까마득한

후배들이 보기엔 너무나 닮고 싶은

“여성상”이자“어머니 상”이었다.

취재 : 김수연(연극 97)∙강 미(원예 97)

: 강 미

천

동문 인터뷰

연 회 비

한상숙(미술 70)

현은란(가정 72)

신수경

(가족복지 00)

안정훈

(사회체육 99)

현재숙(미술 83)

정장환( 화 97)

최경희(가정 79)

김현옥(미술 94)

김성은(미술 79)

윤용실(교육 85)

곽성미(음악 98)

이현주(생물 00)

오 애(미술 66)

류경(생물 92)

이설아(의상 99)

강봉금(연극 96)

전재중

(정경 학원 02)

유은희(경 95)

이혜숙(공예 73)

임라 (중문 99)

김경연(사진 79)

현지원(음악 84)

이미경(미술 85)

김세 ( 문 01)

박종화(소비자 95)

김령희(공예 92)

정경화(행정 94)

김재한(경 99)

안정훈

(사회체육 99)

신나리(무용 99)

최승수

(사회체육 99)

정임순(교육 81)

강서정(체육 85)

손정아

(문헌정보 99)

최보라

(정보과학 97)

한주원(만화 00)

김미경(금융 98)

고현승(화학 97)

조정순(체육 78)

이정훈(섬유 91)

김성삼(정보통신)

이지희(의상 90)

유연주(체육 92)

우윤정(연극 01)

김명준

(공업화학 00)

임황섭

모교과 숭인종학교의 협약식

세계 최초 여성 교육원장 출신! 

러시아 재외동포 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전통문화 이해,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  

러시아정부로부터“세계최고”란찬사를들은
자랑스러운상명인,

천행엽 동문을 만나다
천행엽( 교 68)동문

� 현 숭인 중학교 교장
� 현 상명총동문회 감사
� 러시아 주 한국 사관

로스토프나도누
한국교육원장 역임

양원계

(정보통신 00)

양해나(음악 02)

허용세(음악 02)

김연 (경 02)

노현정(불문 02)

윤성현(공업화학)

김나랑(경제 02)

이진규(토목 98)

한기천

김진우(소프트 99)

장종숙(요업 02)

최주연(행정 02)

고봉준(소프트 98)

황은미(경 02)

김진희

(환경공학 02)

김관장(연극 99)

남기성(사진 02)

최정윤( 문 01)

정수화(환경 99)

박광수(소프트 01)

김태우

김승엽

(컴퓨터소프트 99)

박계 (섬유 01)

유민철

(컴퓨터시스템 02)

김신혜

윤상섭

(증권금융 99)

윤기종(소프트 01)

이수진(섬유 02)

권오윤

(생명과학 97)

김명관(사진 97)

무명 22명

장학기금 발전기금

김애 (교육 85)
최희전( 문 87)

부속중∙고 동문
일동 500만원
배은찬
김우찬
이인숙
라희경
박은
한현숙

백미훈
오진숙
김차리
박현희
조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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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2015> 선포식 개최

모교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SMART

2015> 출범식이 지난 3월 4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되

었다. <SMART 2015>는 지난 10년간

학교를 이끌어 온 <SMART 2005>에

이어 오는 2015년까지 향후 10년간 진

행될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서울과 천

안 양교정의 특성화 사업에 주력할 예

정이며, IT기반의 융합적 특화와 국제

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군사교육단 창설

지난 3월 6일 모교 서울캠퍼스 체육관

에서 학군사관 후보생 27명과 모교 교

무위원, 학군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

운데 제 202 학생군사교육단 창설식이

개최되었다. 모교는 지난해 학군사관

후보생 지정 승인을 받은 후 국방부에

서 실시한 창단준비 최종 실사에서 그

해 창단 예정 6개 학군단 중 가장 우수

하게 준비된 학군단으로 선정되어 교

내외 인사들의 기 를 모으고 있다. 

련 외국어 학과

공동 학위제 협약 체결

지난 4월 21일, 모교는 천안캠퍼스 본

관 회의실에서 련 외국어 학과 <

소프트웨어 2+2 협정>을 체결했다. 

련 외국어 학은 지난 2003년 자매 결

연을 맺은 학으로 이번 협정에서는

양교의 공동 학위제 협약을 추진했다.

계당 장학금 수여식 개최

지난 3월 9일, 재단법인 계당장학회의

2006학년도 1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서울캠퍼스 본관 회의실에서 열렸

다. 동문 및 많은 사회 인사들의 모금

으로 마련된 계당장학금의 이번 수혜

자는 황정숙(경 2) 동문 외 11명의

재학생 동문들이다.

환경부 주관, 

차세 핵심기술사업에 선정

지난 4월 28일 모교 공업화학 전공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차세 핵심환경

기술사업에 선정됐다. 이는 환경부에

서 상용화 및 외국으로의 기술수출이

가능한 환경기술개발에 힘쓰기 위해

1년에 1천억 원 규모로 기업, 연구소,

학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우리 학은 차세 핵심환경기술 사

업 중 기오염 방지 기술 분야, 친환

경소재분야 연구에 들어간다.

제주 테디베어 뮤지엄과

산학협력 특별전 개최

제주 테디베어 뮤지엄과 모교 섬유공

예학과와의 산학협동프로젝트의 일환

으로 특별기획전‘테디와 상명이 만

났을 때’가 지난 5월 3일 개최되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형식의 창

의력과 아이디어로 주목받고 있는 이

특별기획전은 섬유공예학과 학우들이

만든 테디베어 작품들로 2007년 5월 2

일까지 1년간 전시된다. 

<퇴임교수>

연 회 비

(전자계산 97)

윤선희

한지현(경제 95)

황정임(사진 89)

김도진(사진 96)

박호상(사진 00)

한윤정(교육 91)

이명선(국문 97)

한금주(화학 82)

김 석

(정보통신 97)

이미숙(체육 76)

이현주(시각 98)

황유선(경제 97)

이익수(경제 01)

남지경(무용 99)

이혜현(교육 87)

이정숙(국교 76)

이정순(음악 74)

구명수(가정 71)

신성순(사학 86)

박지환(일문 99)

정성욱

(컴퓨터과학 01)

강이호

(환경자원 학원)

이미경(불교 82)

김지윤(사학 91)

박 경(음악 78)

진경옥(음악 99)

이승혜(공예 74)

신미현(일교 87)

조효정(사학 93)

이혜은(원예 91)

양주남

(사회체육 00)

박현숙(국교 72)

박훈(공업화학 96)

전재경(토목 00)

이희화

(사회체육 99)

김형도(무 01)

허 선(음악 83)

윤난식(공예 75)

최욱희(화학 )

김 미(행정 82)

권동연(중문 01)

김헌우

(사회체육 01)

박성철(생물 97)

이하 (생물 98)

이민숙(일문 88)

이정림(섬유 90)

하순명(국교 69)

유성림(가정 92)

이은정(섬유 91)

박경희

노은정(국제 00)

김교상(경 97)

김복 (미술 80)

이금순(소비자 00)

엄예현(경제 83)

주진규(무 01)

전현애(음악 75)

김혜경( 교 78)

변 숙(사학 77)

강호경(국교 73)

이임선(체육 71)

이은애(공예 98)

정준욱(소프트 01)

유 숙(경 94)

윤숙희(가정 72)

송난희(가정 83)

문 주(의류 99)

박선 (노문 98)

안정임(수교 85)

지승한

(정보과학 96)

전혜윤(국문 98)

김문정(불교 86)

전소려(미술 96)

엄성용(화학 96)

박세미(사학 00)

박 옥(공예 73)

허수연(가정 92)

이난 (가정 65)

이향훈(체육 86)

신운순( 교 77)

신소희(경 99)

이 순

정경림(경 88)

최지현(실내 98)

권오진

(정보통신 98)

강묘애(섬유 99)

안준식

(공업화학 98)

조정민(지리 97)

신재진(사학 85)

허선희(미술 80)

지금숙( 교 73)

무명 62명

순서는 입금날짜순입니다(2006.2~ 2006.7). 많은 분들이 무기명으로 입금해주셨습니다. 성함이 안 나오신 분은 총동문회 사무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TEL: 02) 2287-5250)

계좌이체: 우체국 013318-01-001424  (예금주: 상명 동문회) 

여러분이보내주신동문회비는동문회발전의초석이됩니다.

박 홍교수 정년퇴임식

(체육전공) 

일시 : 2006년 2월 15일

장소 : 하림각

최규성교수 정년퇴임식

(사학과) 

일시 : 2006년 2월 22일

장소 : 레니엄관 국제회의실

전 우교수 정년퇴임식

(서양화전공) 

일시 : 2006년 2월 22일

장소 : 레니엄관 국제회의실

민병례교수 명예퇴임식

(생명과학전공) 

일시 : 2006년 2월 22일

장소 : 레니엄관 국제회의실

김숙자교수 명예퇴임식

(일어교육과) 

일시 : 2006년 8월 24일

장소 : 레니엄관 국제회의실

지난 2월 23일 2005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이 서울캠퍼스 강당(오전 10

시)과 천안캠퍼스 계당관(오후 2시30

분)에서 각각 거행됐다. 이번 학기 양

교정에서 배출된 학위 수여자는 학사

2,293명(서울 1,206명/천안 1,087명),

석사 111명, 박사 13명이며, 총동문회

장상 수상자는 서울 김보라(문헌정보

02)동문과 천안 김규남( 문 02) 동문

이다.

2005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거행

모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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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파크골프 회

임원제주MT

제주지역 동문들과의 만남

제주의 바람을 느끼며 들판에서 자유롭게 찰칵!

한라산 등반

모교제주수련원에서
임원MT개최

동문친선파크골프 회개최

조랑말 위에서 달려!

임원회의

남자 동문들의 댄스!

아름다운 제주수련원을 기억하며

한강고수부지에서 열린 동문 친선 파크 골프 회 멋진 스윙! 나이스 샷!

모교제주수련원에서
임원MT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