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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정기총회 및
동문한마음체육대회』개최
학창시절을 추억하고 市大人으로서의 일체감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 가져

『2000 정기총회 및 동문한마음체육대회』
가
지난 5월 28일(일) 오전 10시 모교 대운동장에서
동문과 가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적극적인 홍보부족으로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지

어 벌어진‘명랑운동회’
에서는 축구, 족구, 피구,

는 못했지만 이날 참석한 동문들에게는 오랫만

400미터 계주와 같은 간단한 운동경기가 펼쳐졌

에 市大人으로서의 일체감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는데 족구, 축구, 400 계주에서 선전한 청팀이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김일태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정기총

이어 진행된‘단합의 한마당’
에서의 하일라이

회에서 권원오 총동창회장은 대회사를 통해“이

트는 역시 동문가족 장기자랑. 동문과 가족들이

번 행사가 市大人들이 함께 어우러질수 있는 친

각자의 숨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자 참석자들

교의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모교와 서

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울시립대인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알찬 모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모처럼 만난 선후배, 동

임으로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당부했

기들과 지난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우

다. 또한 이번 행사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은

며 정을 나누었다. 운동도 하고 오랫만에 모교를

이 동 총장을 비롯한 학교관계자들과 이해규 행

방문해 동문들을 만난 의미있는 시간에 더 많은

사준비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동문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내

한편 이 동 총장은 박재복 문리대학장(원예

년 행사에는 모든 市大人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

‘60)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 대학의 영원한

자며 결의하기도. 또한 그간 행사 준비에 대한

주인인 동문들이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

사무국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기도 하

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였다.

이어［1999 회계년도의 사무 및 회계］
에 대한

총동창회는 새롭게 시도한 이번 행사가 동문

김기동 감사의 감사보고와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들에게 호응이 좋았다고 평가하고『동문한마음

심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인준이 있었다.

체육대회』
를 연중행사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한

이날 2부는 전승훈 개그작가의 사회로‘명랑
운동회’
와‘단합의 한마당’
으로 나누어 진행되
었다. 문과대(청팀)와 이과대(백팀)로 팀을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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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이날 학교에서는 박용래 사무처장과 조영선
경영대학원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대회사 | 권원오 총동창회장은
축사 | 이 동 총장의 축사를
대회사를 통해“이번 행사가
대독하고 있는 박재복(원예‘60) 문
市大人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친 리대학장
교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피구 | 백팀의 승리를 위하여!, Fighting!

족구 | 김동석(행정‘85) 동문이 공격을 위한 자세를 취하자
양팀 선수들 모두가 긴장을 하는 모습.

사
진
으
로
본
행
사
의
이
모
저
모

줄다리기 |“우리팀이 이겨야 하는데⋯”
, 양팀 선수들 모두 여유로운
모습 같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엿보인다.

승리의 기쁨 | 이날 우승한 청팀(문과대)의 이창욱(무역‘83) 동문이
우승기를 휘날리며 기뻐하고 있다.

『동문한마음체육대회』협찬자 명단
장종식(토목 46卒)

동문가족 장기자랑 | 우리 가족이 제일!, 엄마!!, 우리 열심히 해서
상품타가자!!

2백만원

김문영(화공 76)

백만원

백태석(수의 57)

8만원

조민주(건축 76)

3만원

권원오(경영 60)

3백만원

이승범(건축 76)

3만원

이진하(경영 60)

백만원

신성교(무역 86)

3십만원

이규옥(원예 60)

2십만원

배봉포럼(회장 : 허 선)

백만원

장웅식(경영 61)

백만원

김동석(행정 85) 돼지바베큐3마리

이해규(경영 64)

2백5십만원

서울우유배봉회 음료수 700개

이기태(잠사 65)

3십만원

이 동 총장

맥주 6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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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창회 소식

서울시립대 가족들의 지속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
했다.

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원오
총동창회장, 박재복 부회장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 원

(모교 환경원예학과 교수)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를 비

정우용 기성회장, 박정선 사

롯하여 20년 이상 장기근속

무국장등이 참석하여 모교

교직원 36명(교수 33명, 직

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2000 정기이사회 개최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원 3명)에게 장기근속상이

의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

총동창회「2000 정기이사

건은 원안대로 심의 통과되

수여되고 행운의 열쇠가 전

다.

회」
가 지난 4월 28일(금)

었다.

달되었다.

이 자리에서 권원오 총동

오후 7시 프레지던트 호텔

한편 회의 후에는 만찬을

한편 권원오 총동창회장은

창회장은 지난 몇 년간 총동

19층 그릴에서 이사 30여

겸해 임원간의 친목을 다지

대학발전에 공이 큰 직원 12

창회가 의욕적으로 펼쳐온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

명과 장기근속상을 받은 교

중점사업에 대해 적극 협조

었다.

직원 36명에게 선물을 증정

해 준 사무처장들의 노고에

하고 그간의 노고에 대한 깊

감사를 표하고 사랑의 선물

은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로 행운의 열쇠를 전달했다.

김일태 총무이사의 사회
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권
원오 총동창회장은“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임원들

우리 모교는 이제 개교 82

이날 전장하 감사관과 박

주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세

명현 부구청장은 사무처장

에게 감사하다.”
고 말하고

는 의미있는 시간도 가졌다.

계 유일, 최우수, 최대의 도

으로 재직하는 동안 대학행

지난「’
99 市大人의 밤」행

개교 82주년 기념식 개최

시과학연구 중심의 21세기형

정업무를 통해 소중한 지식

사를 시작으로 전개된［장

모교 개교 82주년 기념식이

전자정보화 대학으로 제2의

을 얻었다며 매우 보람있는

학기금 1억원 모금운동］
이

지난 4월 28일(금) 오전 10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재직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

시 자연과학관 대회의실에서

시 총동창회가 학교 행사에

다며 임원들의 협조에 대한

이 동 총장, 권원오 총동창회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장, 정우용 기성회장을 비롯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

이어서 박정선 사무국장

해 교수, 직원, 동문, 재학생

도 했다.

의 주요업무보고와［1999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

회계년도의 사무 및 회계］

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정
례적인 모임을 갖고 총동창

에 대한 김기동 감사의 감사

이날 이 동 총장은 기념사

보고가 있었는데, 김 감사는

를 통해, 우리 대학은 구성원

감사보고를 통해 임원들의

들 각자가 자신의 권리와 이

회비수입 감소로 인해 어려

익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신

총학생회
「2000학년도 대동제」

운 살림이었음에도 불구하

의 책임과 발전을 함께 생각

지원

고 대모교사업비가 증가하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역대 사무처장 초청 간담회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재학

는 등 1999 회계년도 사업

모인 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총동창회는 지난 5월 3일

생 축제「2000학년도 대동

이 알차게 전개되었다며 집

당부했다.

(수) 채원프라자 2층 경희

제」
행사가 지난 5월 22일

권원오 총동창회장은“그

궁에서 최근 모교 사무처장

(월) 전야제를 시작으로 25

이날 회의는 시종일관 화

간 우리 모교의 발전을 위해

으로 재직한 바 있는 전장하

일(목)까지 학생회관 앞 등

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

헌신해 주신 교직원들께 깊

서울시 감사관, 박명현 도봉

모교 교정에서 열렸다.

행되었고 안건으로 상정된

은 감사를 드린다.”
고 말하고

구 부구청장과 現 박용래 사

장산곶매 가요제 본선, 대

［1999 회계년도 사업실적

“우리대학이 세계의 명문대

무처장을 초청하여 간담회

동한마당 개막제, 시대여성

및 결산］
건 과［2000 회계

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전

행부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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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대학발전을 위한 의견
을 교환키로 약속했다.

한마당, 율동제 및 폐막제 등

을 드높이는데 앞장서 줄 것 추억의 窓 —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

을 당부하고 격려의 선물을

었다. 특히 학생회관 앞에서

전달하였다.

는 5월 24일(수) 11시부터

이날 참석한 자랑스런 市

약 한 시간 동안‘해외어학

大人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열풍’
이란 주제로 교육방송

빛바랜 사진과 노신사

얼마전 머리가 희끗하신 노신사 한 분이 총동창회 문을 열고 들어 오셨
다. 임업과를 46년에 입학한 최상묵 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시곤 빛바랜
사진을 가슴속에서 꺼내시며 사무실을 방문하게된 동기를 설명하셨다.
지난 5월 28일(일) 총동창회『2000 정기총회 및 동문한마음 체육대
회』
에 동기 친구분들과 함께 참석하시고 선물로 두 해 전 모교 개교 80주

(EBS)의 대학가 중계 프로

배창복(국문 93) | KBS아나운

년 기념으로 제작된「서울시립대학교 80년사」
를 받으셨는데 학창시절을

그램 녹화촬영이 있었다.

서부 공채 합격

그리며 책을 보던중 경농과 서울농업대학시절, 그리고 서울산업대학 이

설미경(물리 95) | 신지식인상

후 사용하고 있는 현 교가까지의 기록은 있었으나 당신이 재학시절 잠시

수상(학내벤처기업 창업)

부르던 교가가 빠진 것을 발견하시곤 매우 섭섭하셨단다.

총동창회에서는 대동제
기간 중 대모교사업의 일환

이정인(국사 93) | 제24회 전

모교의 역사기록 보존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총동창회보를 통해서라

으로 총학생회에 금일봉을

국대학생 학술논문발표대회 장

도 후배들에게 알려 주고 싶었다며 이휘재 교장선생님과 함께 찍으신 서

전달했다.

려상 수상 (논문 ; 가야 제국의

울농고 1회(52년) 졸업사진을 건네 주셨다.

자연환경과 발전)
학교를 빛낸 자랑스런 市大人
격려 모임

이휘재 교장선생님은 1945년부터 1967년까지 23년간을 농중,농고 교

남동경(토목 92) | 제5회 경기

장을 거쳐 농대 초대학장까지 이 학교에 재직하셨던 분이라고 소개했고,

도 지방고시(토목직) 합격

재학시절의 푸짐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으셨다.

김종업(도행 96) | 제5회 원자

모교는 지난 5월 30일(화)

이날 선배님이 주신 교가는 김순남씨가 작곡하여 1946년에서 1948년

력논문공고 대학생 부문 대상

사이에 불리었는데 당시 작곡가의 월북으로 인해 금지곡이 되었다고 한

본관 소회의실에서 이 동 총

수상(주최 ; 원자력 문화재단)

다.

장과 권원오 총동창회장이

문웅재(환조 94) | 제10회 한

참석한 가운데 학교를 빛낸

국구상조각대전 대상 수상

자랑스런 市大人에 대한 격
려 모임을 가졌다. 이날 이

최성헌(환조 94) | 제10회 한

京農校歌

국구상조각대전 특선 수상

康 熙 成 詞 /金 順 男 曲

김민억(환조 92) | 홍익야외조

1. 世紀의 曙光을 가득히 안고

동 총장은 전국대학생 학술

각대전 대상 수상

푸르른 拜峰山과 어깨곁고

논문발표대회에서‘가야제

이주영(환조 98) | 홍익야외조

있나니

국의 자연환경과 발전’
이라

각대전 특선 수상

우리는 사랑하도다

는 주제의 논문으로 장려상

박형준(음악 98) | 유재하 음악

우리는 사랑하도다

경연대회 은상 수상(작곡)

京農의 學園

을 수상한 이정인(국사

김영철(음악 94) | KBS 제1회

2. 京農의 동무여 우리의 불타는

국악가요 경연대회 우수가창상

랑스런 市大人에게 축하패

探究의 熱情은 永遠히 빛나리

박종후(산디 94) | 대한민국영

세우는 眞理에 세우는 眞理에

를 증정하며 격려했다.

상대전 단편 에니메이션 부문

金子塔 위에

‘93)군을 비롯한 13명의 자

한편, 권원오 총동창회장
은 수상자들에게 사회 각 분
야에서 市大人의 긍지와 자
부심을 가지고 모교의 위상

1952년 3월 29일 당시 서울농고 1회 졸업
생들이 이휘재 학장님(앞줄 가운데)을 모시
고 찍은 기념사진으로 최상묵 동문(뒤에서
세번째줄 좌로부터 두번째)이 소장하고 있
던 것이다.

우수상 수상
최규호(산디 95) | 대한민국영

京農應援歌

상대전 단편 에니메이션 부문

康 熙 成 詞 /金 順 男 曲

우수상 수상

1. 勇敢하고 快活하다
京農의 男兒
體育의 戰場이다 빛나는 사기
母校의 名譽를 너는 알려니
잊지를 말아라 運動의 정신
나가라 싸워라 勝利의 月桂冠
나가라 싸워라 내게로 오리라

최상묵 동문을 포함한 서울농고 임업과 4학
년 학생들이 1950년 4월 12일 화계사에서
찍은 기념사진이다.

5

산하동창회
소식
청주지역 동창회 결성을 위한

정(AMP) 제13기 수료식

모임

이 지난 2월 25일(금) 자

청주지역 동창회 결성을

연과학관 대회의실에서 열

위한 모임이 지난 2월 18

렸다.

일(금) 오후 7시 청주시내

이 동 총장을 비롯한 교

한 음식점에서 열렸다. 이

무위원들과 권원오 총동창

날 모임에는 청주에 거주

회장, 김이국 경영대학원

하고 있는 동문 25명이 참

최고경영자과정(AMP) 총

석했다.

동문회장, 경상대교수 그

조 부 제 동 문 (수 의

리고 제13기 수료생이 참

‘60· 충북가축위생연구

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수

소 소장)을 비롯한 청주지

료식에서는 총 33명이 최

역 동문들은 이날 상견례

고경영자과정 수료증을

와 함께 모교의 발전상에

받았다.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누었
다.

이 날 권원오 회장은 인

동 총장, 권원오 총동창회

경상대동창회「경상인의 밤」

사말을 통해 끊임없이 변

장, 김이국 경영대학원 최

개최

특히 이날 참석한 동문

화하는 현대사회의 과학·

고경영자과정(AMP) 총동

경상대동창회(회장 : 장웅

들은 현재 청주지역에서

지식·정보화의 흐름에 적

문회장, 경상대교수 및 신

식)는 지난 5월 30일(화)

활동하고 있는 동문이 50

응하기 위해 열심히 자기

입생 37명이 참석한 가운

오후 7시 롯데호텔 사파이

여 명에 이르는데도 아직

개발을 하고 있는 수료생

데 자연과학관 2층 국제회

어룸에서 동문 150여명이

동창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들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의장에서 열렸다.

참석한 가운데〈경상인의

며 조속한 시일내에 조직

「서울시립대인」
으로서의

이 날 권원오 총동창회

을 구성하고 향후 정기적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학

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입

박백선 동문(경영‘67)

인 모임을 통해 모교와 총

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생들에게“앞으로 사회의

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1

동창회에도 기여하자고 의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부 행사에서 장웅식 회장

견을 모았다.

다.

지성인으로서의 삶을 완성

은 경상인의 명예를 드높

해나가길 바란다.”
고 말했

인 공로로 이해규 (경영

밤〉
을 개최하였다.

한편 이날 총동창회에서

이날 수료식에서는

는 권원오 총동창회장과

AMP 과정의 발전에 기여

김동석 부회장이 참석, 자

한 수료생과 성적이 우수

한편, 입학식이 끝난 후

김애량 (회계‘79, 서대문

리를 빛내주었다.

한 수료생에 대한 시상과

에는 모교 이 동 총장의

구청 부구청장)동문에게
자랑스런 경상인상을 전달

다.

AMP 총동문회 임원진에

「도시사회 간접자본의 노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었

후화와 그 대책」
이란 주제

(AMP) — 제13기 수료식·

다.

로 기념강연이 있었다.

제14기 입학식 및 기념강연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

6

‘64·송암전자 대표이사),

했다.
또한 권원오 총동창회장

한편, 지난 3월 14일

등 4명에게 감사패를 전달

(화) 제14기 입학식이 이

했다. 이어‘디지탈 시대의

경제전망’
이란 주제로 허

있는 일식집‘대도’
에서 6

행원, 총동창회 부회장) 동

Day 행 사 로 개 최 하 는

선 동문(경영‘71)의 초청

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문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

「2000 정기총회 및 동문

이 날 모임에는 허 선 회

된 이날 모임에는 송파거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참석

한편 2부에서는 동문들

장을 비롯 김영한 산림청

주 동문 30여 명이 참석했

으로 대신한 이날 동문회

의 장기자랑이 펼쳐졌으며

차장, 김애량 서대문부구

다. 이날 권원오 총동창회

에서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만찬을 함께하며 서로의

청장, 김삼화 변호사, 김광

장은 이유택 동문에게 전

모인 동문들간에 서로의

우의를 다지는 시간도 가

석 SBS보도국 부장 등 동

市大 동문들의 축하의 뜻

근황과 안부를 묻고 동창

졌다.

문 20여명이 참석했다.

을 전하고 이를 계기로 좀

회 발전에 관한 의견을 나

강연이 있었다.

경상대동창회는 경영,

허 선 회장은 인사말을

더 내실있고 활기찬 송파

누었다. 또한 이날 행사에

회계, 경제, 무역학과 출신

통해“우리 모임이 발족된

지역 동문모임이 될 수 있

는 재학생들도 참여하여

동문들의 단과대 동창회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다며

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모처럼 학교를 찾은 선배

모임이다.

내실있는 모임으로 더욱

했다.

들을 환영하고 행사 의 도
우미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발전시켜 나가자.”
고 말하
BAE BONG GOLF CLUB

고 市大人의 명예를 드높

환경원예학과 동창회 총동문

해내 선후배간의 정을 돈

6월 정기모임 가져

이는데도 앞장설 것을 당

회 개최

독히 했고 이러한 모습을

BAE BONG GOLF

부했다.

환경원예학과 동창회(회장

바라보게 되는 타과 출신

CLUB(회장 : 임휘일) 6

이어 박정선 총무의 간

: 이규옥)가 지난 5월 28

동문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월 정기모임이 지난 6월

략한 결산보고와 함께 만

일(일) 모교에서 열렸다.

하였다.

22일(목) 오전 뉴서울 CC

찬시간이 진행되었고 동문

총동창회가 Home Coming

에서 열렸다. 비가 내린 가

간의 친밀감을 다지는 의

운데 열린 이날 모임은 3

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팀의 친선경기로 진행되었
다.
라운딩을 마친 회원들은

ROTC 동문회 정기총회 가져

ROTC 동문회(회장 :

식사를 함께 하며 매월 정

이승호)는 지난 7월 11일

기적인 모임을 통해 동문

(화)오후 7시 국방회관에

간의 우의가 더욱 돈독해

서 동문 60여명이 참석한

지고 있다며 모교와 총동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

창회에도 기여하는 모임으

였다. 이날 참석한 ROTC

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동문들은 단합된 모습으로

의견을 모았다.

활력있는 동문회를 만들어

한편, 지난 5월 모임에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재학

서는 이상혁 동문(환공

중인 ROTC 후배들을 위

‘79)이 우승을 차지하여

한 장학사업도 적극 펼쳐

찬조금 50만원을 협찬하

갈 것을 결의 했다.

기도 했다.
송파지역 동문모임 가져
BAE BONG FORUM

송파지역 동문모임이 지난

모교를 사랑하는 동문들의

7월 12일(수) 오후 7시 한

모 임 인 BAE BONG

식당‘몽촌’
에서 있었다.

FORUM(회장 : 허 선)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송파구

지난 6월 23일(금) 강남에

청장에 당선된 이유택(도

7

연회비 납부자 명단

서울市大장학회 장학기금 모금안내

총동창회 사업에 큰 힘이 되어주신

市大人의 자긍심과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0년 1월 8일 부터 2000년 7월 10일까지
임원회비, 동창회발전기금, 장학기금
그리고 연회비를 내주신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市大 동문 여러분!
작년 연말 장학기금 모금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임원회비 및 동창회 발전기금
부회장
김애량(회계‘79)

기타
십만원

감사
김기동(경영‘82)

「’
99 市大人의 밤」
행사를 치룬 지도 벌써 반년이란

3십만원

최대종(수의 56)

십만원

임순호(건축 78)

5만원

이상범(경영 82)

만원

상임이사
이성옥(잠사‘65)

십만원

최흥환(토목‘65)

2십만원

시간이 흘러 어느덧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의 길목에 왔습니다.
그동안 동문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현재 7천여만원의 기금이 모금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른 동창회에 비해 그리 큰 액수는 아니지만
타대학에비해동문수가그리 많지 않은 우리 총동창회로선
매우 의미있는 기금입니다.

장학기금 납부자 명단(학번순)

8

장종식 토목 46卒

천만원

변재관 토목 80

3만원

황하영 잠사 54

백만원

김종찬 영문 81

십만원

김영민 수의 57

백만원

정헌식 경제 82

5만원

조성윤 수의 57

2십만원

신재만 법학 83

만원

이근하 수의 58

5만원

오진희 법학 83

3십만원

권원오 경영 60

천만원

박양규 음악 83

5만원

이진하 경영 60

3백만원

박은자 음악 83

5만원

박천서 잠사 60

3백만원

이학희 회계 83

십만원

이규옥 원예 60

백만원

유적규 경영 84

5만원

박무웅 토목 61

백만원

김동석 행정 85

백만원

장웅식 경영 61

백만원

백윤기 건축 86

2만원

변영균 경영 63

백만원

윤재원 환원 87

3십만원

이해규 경영 64

5백만원

정찬주 회계 89

5만원

이영순 수의 65

십만원

이유택 도행원

백만원

한복려 원예 66

2백만원

신동주 경영원

5십만원

박윤호 토목 68

5만원

정우용 경영원

2백만원

김용근 원예 73

2십만원

경영학과동창회

백만원

나종익 건축 75

만원

(회장 : 장웅식)

이정철 건축 75

5만원

김문영 화공 76

백만원

건축공학과동창회

3백만원

고시동문회

5만원

오경수 건축 77

십만원

임순호 건축 78

3만원

이상혁 환공 79

백만원

(회장 : 정우용)

윤석기 토목 79

백만원

배봉포럼

고형석 건축 80

5만원

(회장 : 허선)

서영보 도행 80

3만원

삼성생명동문회

김삼화 행정 80

백만원

(대표 : 이창욱)

백만원

(회장 : 허선)
모교기성회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 이제 목표액 1억원 달성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지금, 市大人의 자긍심과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스런 후배들이
미래의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인재로 커나갈수 있도록다
시한번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총동창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 모금방법

1. 지로(MICR)를 이용
2. 계좌입금 / 한빛은행 849-05-002019 (예금주 : 권원오)
장학기금

(회장 : 강대권)

노광현 건축 77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학업이 곤란한

1. 1인 1구좌(5만원)이상
2. 1백만원 이상 기부하신 분은 장학금 전달시

백만원

기부자 명의로 전달 가능

2백만원
서울시립대학교 총동창회 사무국 2210-2325, 2246-7912

2십만원

연회비 (2만원)

가나다 순

강갑수 화공 76

김정청 토목 67

박양규 음악 83

유재원 경영 73

이재영 토목 58

조익희 조경 76

강대권 건축 76

김정호 경영 66

박왕진 조경 77

유적규 경영 84

이재홍 원예 69

조정호 토목 63

강석빈 건축 76

김종국 경영 81

박윤호 토목 68

유진학 토목 77

이정철 건축 75

조종천 경영 60

강영석 수의 60

김종락 토목 60

박은자 음악 83

윤

이정환 수의 57卒

조주행 도행 79

강인중 경제 83

김종성 원예 62

박인규 무역 83

윤권찬 영문 81

이종림 토목 77

조한상 토목 55卒

강현승 농업 52卒

김주용 건축 79

박장신 영문 81

윤석민 경영 58

이종혁 토목 70

주영환 수의 55

고순계 원예 63

김준규 토목 76

박재명 잠사 56

윤여산 토목 74

이창욱 무역 83

최갑식 경영 60

고용구 전자 79

김진원 환원 84

박재복 원예 60

윤원기 토목 73

이철학 경영 68

최근희 도행 77

고택희 농업 45卒

김창예 도행 74

박종윤 조경 79

윤재원 환원 87

이평우 토목 80

최대종 수의 56

고형석 건축 80

김충원 도행 75

백성기 경영 66

윤종섭 토목 58

이학희 회계 83

최봉집 수의 54

곽윤택 수의 41卒

김치연 건축 75

백윤기 건축 86

윤태진 토목 57

이해규 경영 64

최상묵 임업 52卒

국윤호 토목 74

김태경 조경 82

백태석 수의 57

이강문 조경 82

이현수 조경 81

최승만 제계 91

권영준 경영 70

김택선 조경 75

변재관 토목 80

이규식 토목 68

이호석 농업 54卒

최승언 건축 75

권오영 경영 66

김학민 농업 38卒

서영보 도행 80

이규옥 원예 60

임재두 법학 82

최영선 수의 55

김광조 원예 57

김한명 잠사 70

서철웅 건축 77

이근하 수의 58

임종성 영문 80

최원영 환공 74

김권기 세무 84

김현석 수의 55

서형호 전자 81

이기성 화공 90

임홍근 토목 61

최일홍 조경 76

김기동 경영 82

김현일 토목 78

석경협 전자 79

이기용 토목 70

임휘일 잠사 55

최정민 건축 80

김기선 도행 85

김혜경 경영 81

손봉환 수의 58

이기태 잠사 65

장경호 토목 55

최진국 토목 75

김기성 토목 64

김호섭 토목 59

송석휘 도행 82

이남희 경제 85

장도용 건축 80

최현돌 경영 80

김남호 잠사 55

김호중 수의 58

신규택 농업 38卒

이동현 도행 82

장동수 조경 81

최현준 전자 79

김덕희 도행 85

김홍주 토목 65

신양우 수의 58卒

이두용 잠사 64

장묘성 수의 61

최흥환 토목 65

김동석 도행 85

김홍철 경제 82

신일선 토목 57

이래철 토목 79

장승국 토목 75

추석용 도행 86

김만수 농업 45卒

김효숙 조경 77

신재만 법학 83

이문환 토목 67

장영목 건축 77

하성룡 조경 90

김만식 농업 57卒

나종익 건축 75

신조영 원예 61

이백렬 영문 81

장웅식 경영 61

한 홍 환공 78

김문영 화공 76

남문호 회계 80

신현우 화공 89

이병협 토목 63

장재일 법학 81

한광덕 원예 65

김부식 조경 75

남윤일 원예 71

신형식 토목 65

이부영 원예 71

장종문 토목 55

한병행 조경 81

김상균 수의 55

남황우 도행 76

안승일 행정 76

이상백 수의 59

정광호 경영원

한상룡 토목 55

김상헌 토목 77

노순희 경영 57

안윤달 원예 57

이상범 건축 79

정대제 환공 74

한상준 원예 60

김상호 무역 85

도연지 환공 84

안진호 토목 74

이상범 경영 82

정면희 수의 61

한상희 토목 69

김석흥 토목 61

라수철 건축 77

안희상 원예 67

이상용 조경 75

정병용 화공 82

한승달 토목 53卒

김성열 수의 60

류범수 토목 81

양인욱 세무 84

이상원 건축 77

정병천 환원 87

한원희 토목 73

김수용 건축 76

류병삼 토목 81

양인호 경영 81

이상하 토목 52卒

정영선 행정 77

한인철 조경 80

김승익 원예 69

류선무 원예 61

양재대 도행 76

이상호 도행 74

정영철 회계 80

허 현 수의 56

김승호 건축 83

류억수 잠사 61

양진식 토목 71

이석수 법학 83

정영화 건축 77

허시강 도행 82

김애량 회계 79

류호영 수의 57

어성경 원예 55

이성옥 잠사 65

정우용 경영원

허찬무 도행 75

김양수 토목 79

목대상 건축 75

연상흠 도행 80

이성재 수의 52

정자용 수의 54

홍대운 건축 77

김영근 전자 79

문태근 원예 59

염수봉 농업 41卒

이성호 토목 58卒

정진택 수의 54

홍대희 원예 70

김영기 경영 75

민경임 환원 87

오석연 도행 82

이수경 음악 87

정창모 건축 78

홍두삼 환공 74

김영길 전자 79

박경호 전자 79

오영수 경영 60

이수원 경영 76

조경화 도행 82

홍성철 환공 80

김옥경 수의 69

박권우 원예 66

오진희 법학 83

이승범 건축 76

조관증 수의 55

홍순옥 토목 56

김완희 경영 84

박기현 경영 83

원정식 경영 57

이승욱 원예 67

조광형 회계 79

홍종철 건축 77

김우경 토목 55

박대영 조경 80

유명종 경영 79

이승재 조경 82

조남신 토목 80

홍지형 토목 65

김원순 전자 79

박두성 경영 76

유민준 조경 83

이영창 원예 64

조대현 원예 66

황성연 행정 82

김일수 경영 67

박명순 행정 81

유병우 조경 80

이영철 토목 41卒

조민주 건축 76

황세규 도행 81

김재기 조경 80

박백선 경영 67

유병찬 경영 81

이영호 원예 64

조성윤 수의 57

황용득 조경 78

김재혁 전자 82

박성천 잠사 70

유웅희 경영 64

이용범 원예 71

조세연 잠사 70

황하영 잠사 54

김정균 조경 81

박수돈 토목 56

유인희 원예 69

이용의 법학 81

조송백 원예 71

황해룡 원예 72

김정배 잠사 70

박승욱 토목 70

유재민 전자 81

이유택 도행원

조신호 원예 56

김정부 잠사 60

박승환 토목 52卒

유재설 수의 61

이의선 무역 83

조영욱 원예 58

건 토목 61

미확인

16명

9

모교 소식

고 있는 자기메모리

서울시민대학 고은 시인 초청 특

(MRAM)의 기초연구와 기

강과 작은 음악회

존의 고집적 반도체 소자 생

평생교육기회 제공으로 많은

산과 관련된 연구활동에 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서울

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하였

시민대학에서는 시민대학 학

다. 이 연구팀을 이끄는 송

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

오성 교수의 인터뷰와 함께

난 4월 27일(목) 자연과학관

모교 본관 교수식당 운영

안”
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우리 대학 도시과학 중점 특

대회의실에서 고 은 시인을

우리 대학의 본관 교수 식당

공모하여 공학부문 장려상

성화의 연구방향과 일치하

초청하여 특강과 함께 작은

개소연이 지난 3월 10일

을 수상하였다.

는 도시형 폐기물인 전자스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

크램에 함유된 금이나 은,

향 소속 현악 4중주단을 초청

(금) 본관 8층에서 있었다.
식당의 규모는 72석으로 휴

제4회 리눅스공동체 세미나 개최

파라듐 등의 회수와 가공에

하여 모차르트 등 부드러운

게실도 함께 갖추고 있다.

지난 3월 26일(일) 리눅스

대한 연구수행 등 송교수의

선율을 연주함으로써 주로 가

한편, 총동창회에서는 대형

공동체, 서울지역LUG연합,

주요연구 개발 내용과 99년

정주부로 구성된 시민대학 학

거울을 기증하였다.

그리고 모교 주관하에 제4회

11월 (주)아나텍이라는 실

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리눅스공동체 세미나를 모

험실 벤처기업을 만들어 개

세무대학원 개원기념강연회 개최

교에서 개최하여 초보자섹

발된 기술을 직접 상용화하

세무대학원(원장 : 송쌍

션, 리눅스서버 설정 및 운

는 등의 산학연계활동에 대

종 교수)은 지난 3월 18일

영 섹션, 리눅스 개발 섹션

해서도 소개하였다.

(토) 본관 배봉세미나실에

및 특별 섹션 등 다채로운

서‘세무학 연구방법론’
이

행사를 펼쳤다. 리눅스공동

독일하원 앙케푹스 부의장에게 명

라는 주제로 최명근 교수

체 세미나란 나우누리, 천리

예법학박사 학위 수여

(경희대 교수, 전 모교 세무

안, 하이텔 등 국내 통신망

지난 4월 18일(화) 자연과학

학과 교수)의 개원기념 강

의 리눅스 동호회가 주축이

관 국제회의장에서는 주한독

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

되어 시작된 국내 최대의 리

일대사, 유대운 서울시의회

연 후에는 세무대학원 신입

눅스 관련 행사로 1999년 4

부의장, 이 동 총장과 교수, 직

생 및 세무학과 교수들이 참

월 25일 연세대학교에서 처

원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

석한 가운데 신입생 자축회

음 개최된 이래 제4회 대회

한 가운데 독일연방의회 부의

창업보육센터 개관

를 가지며 앞으로의 발전을

를 모교에서 개최한 것이다.

장 앙케푹스 여사에게 명예법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기원했다.

이 행사를 통해 모교의 홍보

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

맞이하여 고부가가치 및 고

및 정보화에 대한 의지를 보

날 행사는 학위수여식에 이어

용창출 효과가 큰 벤처기업

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서 통독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정책을 수행했던 경험을 살려

유망중소기업의 기술경영지

‘헌법과 헌법정치의 관점에서

원을 함으로써 산·학 협력

제1회 CERIK 건설 논문상 수
상

지난 3월 21일(화) 한국건

우리 대학 재료공학과 반도체·

설산업연구원에서 제1회

자성박막 연구실 탐방소개

본 독일의 통일’
이라는 주제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CERIK 건설 논문상 시상

지난 4월 17일자 매일경제

로 앙케푹스 부의장의 강연과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서울

식이 있었다. 이날 시상식에

신문 과학기술면 대학산업

축하 리셉션이 있었다.

시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서는 모교 도시과학대학원

기술지원단 활동란에 우리

지난 4월 28일(금) 서대문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양

대학 재료공학과 반도체·

구 홍은동 48-84(구 유진상

택군이“일정통합모델의 사

자성박막 연구실(송오성 교

가 2층)에 문을 열었다. 이

례 분 석 을 통 한 Work

수) 탐방 기사를 소개하면

날 개관식에는 고 건 서울특

Packaging Model 개선방

서 차세대 메모리로 부상하

별시장을 대신하여 강홍빈

10

제1부시장, 이정규 서대문

공학회 춘계정기총회 및 학

하였다. 이 전시회는 우리

Nard (France, INRA-

구청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

술 연구발표회가 있었다. 대

대학이 서울의 도시와 건축

Station D’
Amelioration de

및 관계자와 지역 구민 200

한환경공학회는 1978년 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la Pomme la de Terre et

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립되어 현재 회원수가

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

des Plantes a Bulbes)가 각

치루어졌다.

2,500여명에 달하는, 한국

된 행사로서, 건축설계 37

각 “ Control of Stem

환경공학을 대표하는 가장

작품, 건축공학 26작품, 도

Elongation : Phyto-chrome

권위 있는 학회로서, 우리

시계획 7작품, 교통공학 2

and

대학 환경공학부 유명진 교

작품, 조경 17작품 등이 전

Involvements”
와“Breeding

수가 회장직을 맡고 있다.

시되었다.

of Ornamental Bulbous

이번 춘계논문 발표회 및

Gibberellin

and

Plants”
라는 주제로 특별강

정기총회에서는 논문 181

한국원예학회 춘계정기총회 및

편과 77편의 포스터가 발표

학술연구발표회

되

한

지난 5월 26일(금) ~ 5월 27

의 논문발표와 393편의 포스
터 발표가 있었다.

었

다

.

또

연을 하였다.
5월 27일(금)에는 총 61편

and

일(토) 양일간 우리 대학 자

시정전문분야 맞춤교육 및 특채

characteristic of UF

연과학관에서는 한국원예학

시행

membrane & relation of

회 춘계정기총회 및 학술연구

서울특별시 시정전문분야

membrane properties to

발표회가 있었다. 한국원예학

특채계획에 의해 2002년 2

adsorptive fouling”
이라는

회는 1963년 창립되어 현재

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제목으로 Dr. Mark M

회원수가 1,600여명에 달하

5개 분야 8급 40명(교통10,

Clark(department of civil

는 한국 농학계의 대표적인

GIS10, 도시계획5, 시설물

and

environmental

학회이며 원예학 연구수행을

안전8, 환경위생7)에 대하

engineering, university of

위한 여건확보,원예학 교육의

여 맞춤교육 이수자로서 지

linois)의 특강이 열렸고, 환

질향상, 원예산물의 중요성

‘우리대학 학생회관 건물 2

정 과목 A학점 이상, 3～4

경부 차관이 참석하는 등 국

인식에 따른 원예산물의 수요

층 구 교수휴게실에 인터넷

학년 전체성적 상위 30%이

내외 정부와 학계의 관심을

증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

카페가 문을 열었다. 인터넷

내인자 중에서 제한경쟁의

모았다. 이외에도 환경공학

며 원예 관련 국가정책 결정

카페란 나날이 발전해나가

방법으로 제1차 특채를 시

부에서는 5월 20일(토) 배

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다.

는 디지털 정보통신환경에

행하며 매년 신학기 등록 전

봉세미나실에서 일본 북해

이번에 개최된 제 38차 정

우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

에 2년 후의 분야, 인원, 과

도대학 후루이치토오루 교

기총회는 국제원예학학회

고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목 등을 결정하여 예고한다.

수를 초청하여“토양/지하

(IHC) 한국 개최에 따른 운

공간으로 이곳에서는 학생

맞춤교육 이수 지정 과목은

수 오염 및 Site Remedia-

영위원회도 겸하였으며, 5월

들이 고속의 인터넷을 자유

8과목(공통2, 분야별 지정

tion”
이라는 제목으로 특강

26일(금) 학술발표회에서는

롭게 이용하고 디지털 정보

6)으로 전문 분야별 5～10

을 열었다.

채소의 생육과 수분, 21세기

통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입

우리 나라 과수의 비전, 품종

수 할 수 있다. 최신형 데스

제14회 건축·도시·조경학부

보호제도 실행과 화훼류 품종

크탑 PC 25대, 노트북 PC

“ Development

명 수준으로 그룹화하여 시
행되며 현장실습 3주도 포

인터넷 카페 설치

공동작품전 개최

육성 전략이라는 세가지 주제

2대, PDA 2대, 무선 인터

도시과학대학 건축·도시·

로 심포지엄이 있었고, Dr.

넷 폰 4대 등이 설치되어 있

대한환경공학회 춘계정기총회

조경학부에서는 지난 5월

Roar

(Norway,

으며, 정보통신시설은 (주)

및 학술연구 발표회

28일(일)부터 31일(수)까

Department of Horticulture

한국통신프리텔에서 지원하

지난 5월 12일(금) ~ 5월

지 세종문화회관 전시장에

and

고 (주)앤닷 정보통신에서

13일(토) 양일간 우리 대학

서 제14회 건축·도시·조

Agricultural University of

자연과학관에서는 대한환경

경학부 공동작품전을 개최

Norway)와 Dr. Marcel Le

함된다.

Moe
Crop

Sciences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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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봉논단

개미와 베짱이傳을 생각하며
김용근(원예‘73·모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계

일생을 통하여 여가패턴을 보면 청소년기에는 충분하게 여
곡과 물가를 찾는 야외활동량이 늘어나면 피서철에

가를 즐길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고, 가정을 이룬 사회 초년의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른다. 이른 휴가여행을 떠나는

청/장년기에는 경제적 여유는 생겼으나 식구들 부양과 살림의

젊은이들의 경쾌한 움직임과 연휴피서 계획으로 분위기가 술

기반 마련에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가 없다. 또 경제적으

렁거리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개미와 베짱이”이야기에서 베

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중년기에는 활발한 사회활동과 자녀

짱이의 비참한 종말에 대한 이미지가 떠올라 약간은 거북스러

교육 때문에 긴장된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결국 가족의

울 때도 있다.

부양의무가 끝난 노년기에나 시간도 늘어나고, 연금 등으로

연일 보도되는“불황”
,“경제위기”
라는 침체된 분위기 속에
서 관광이나 휴가라는 말을 거론하는 것이 사치스럽게 느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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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도 넉넉해졌지만 이제는 체력이 쇠약해져 즐거운 여가
생활을 즐길 수가 없다.

며 가끔씩 주위의 눈총을 의식하기도 한다. 한동안 논다는 것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마음 편하게 쉬고 싶은

은 부정적인 개념으로, 그리고,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은 바람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데 진정 여유가 생겼을 때에는 본

한 표상으로 강조되었던 경직된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일까?

래 의도했던 즐거운 여가생활을 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

개미와 베짱이의 상징성이 극단적으로 부각된 나머지 놀이의

게 된다. 먼 미래를 기약하며 근검과 절약으로 일관했던 개미

성격이나 의미를 따져보기도 전에 쉰다는 것 자체가 베짱이

같은 삶은 결국 계속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갈수록 늘어나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아쉬움을 느끼곤 한다.

일 무더기 속에서 탈출한다는 것조차 어려울 지도 모른다.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잠재의식에는 베짱이 같은

복잡한 일상생활 속에서 편히 쉰다는 것은 충분한 여

삶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면서도 필요할 때 쉴줄도 모

건이 형성되어야 한다기 보다는 우리의 마음자세를 어

르고 개미같이 사는 사람들도 베짱이와 같이 편협한 삶을 영

떻게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인생의 단계별로 여유를

위하는 사람들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주말이나 휴가철에 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동시에 각 단계에서만 찾을 수 있는 잠

변의 관광휴양지가 가족관광객으로 붐비는 것은 다행스러운

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일이나, 다른 한편으로 여름 바캉스 철에는 까맣게 그을려야

나름대로 자유스러움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만이 풍요로운 삶

무슨 행세라도 하는 듯한 착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

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여유는

동안 우리사회에서 쉰다는 것, 논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제대

개인의 노력에 따라 개발될 수 있으며, 막연히 그럴 시간이나

로 정립되지 못했던 결과라고 본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바

여건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경우 정작 자기가 바라는 여

람직한 놀이문화를 체득하는 기회가 많지 못했던 탓이기 때문

건이 조성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쉬어야 할 지 모르는 경우가

일 것이다.

많다.

보통 사람들은 경제적 여건이 넉넉해지면 그때 가서나 재미

여가시간이 갑자기 증가되고, 그 시간을 바람직하게 사용

있게 보내자며 휴가까지도 반납하고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한

하지 못하는 사회는 불안하다. 우화속의 베짱이의 참모습은

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여유로운 삶에 대한 욕구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놀이문화의 부재나 분풀이

게으른 베짱이 같은 사람들이나 갖는 심성으로 치부하거나 막

식 자기 도취형인 놀이행태에 대한 비판으로 보아야 한다. 무

연하지만 미래에 실현될 수 있을 희망사항으로 위안을 삼기도

리하게 일반화된 개미와 베짱이의 극단적인 이원화 개념에서

한다. 그러나, 진정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여가시간이 늘어났

탈피하여 각자 자신의 여건에 맞는 놀이문화를 개발해야 한

을 때 여행이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생길 지

다. 그리고, 놀이문화는 생활의 장식품이 아니라 삶의 질을

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결정하는 필연적 요소로써 가꾸어져야 할 것이다.

동문동정

인사·자리이동
김용성 | 경영‘66·前 서울우유협동조합 영업상무
지난 5월 22일 서울우유협동조합 전무이사로 승진

윤세영 | 원예‘69·상지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응용식물학부 교수
지난 2월 1일자 학내 보직인사에서 생명자원과학대학장으로 인사
발령

이전하였다.
•사무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57-1 금복빌딩 4층
•전화 : 596-4226,

김일태 | 도행‘74·

FAX : 596-4211

•http://www.merger.co.kr, E-mail:merger@merger.co.kr

모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총동창회 총무이사
지난 2월 1일자 모교 보직인사에서 대학언론사주
간으로 인사발령

수상
백순용 | 수의‘58·성균관대 생명공학대학장

최근희 | 도행‘77·모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백순용 동문이 지난 5월 16일 우리나라 농촌진흥을

지난 2월 1일자 모교 보직인사에서 학생부처장 및

위해 농민지도 교육에 헌신해온 공로로 제35회 5·

학생생활연구소장으로 인사발령

16 民族賞을 수상했다.
學藝, 社會敎育, 安全保障 3개 부문중 社會敎育
부문 수상자인 백동문은 1964년 부터 36년간 연구활동, 학생지도,

임종성 | 영문‘80·모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농민지도교육, 농촌농민봉사 활동과 특히, 축산 분야 농민기술지도

지난 2월 1일자 모교 보직인사에서 교양과정부장

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우리나라 축산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

으로 인사발령

며 최근에는 한우사랑연구회를 설립하여 한우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백동문은 1977년부터 현재까지 농민단체로

탁병오 | 대학원 ·前 서울시 기획예산실장
지난 2월 14일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승진

개업·이전
장묘성 | 수의‘61·(주)장안환경 회장, 총동창회 부회장
장묘성 동문은 지난 5월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였다.
•사무실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65-8
피플스프라자 5층 506호
•전화 : 0343-385-5633~5, FAX : 0343-385-3775
권오영 | 경영‘66·前 서울우유협동조합 영업지점장
권오영 동문은 서울우유협동조합 판촉팀인 아성(亞城)팀을 창업하
고 지난 2월 11일 사무실에서 개업소연을 가졌다.
•사무실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92
서울우유 영업1부 사무동 3층
•전화 : 0344-905-2270, FAX : 0344-904-8477,
H.P : 019-234-4034
성보경 | 경영‘82·(주)프론티어 M&A 대표
전략적 M&A의 종합컨설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프론티어
M&A의 대표이사인 성보경 동문은 지난 6월 5일 사무실을 확장,

부터 20여차례 감사패를 받았으며 그간 국무총리상, 농어촌진흥대
상, 경기도 문화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홍지형 | 토목‘65·순천대 농업기계공학과 교수
홍지형 동문은 지난 1979년부터 현재까지 축산폐
기물 자원화 연구논문 80편, 저서 6편의 연구실적
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공로로 지난 3월 18일
제42차 한국농공학회 장려상(학술)을 수상하였다.
홍 동문은 우리나라 최초로 축산환경 전문기술 서적인「축산폐기
물자원화」단행본(출판사 : 동화기술 발행)을 출판했으며 축산폐기
물 자원화 분야에선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탁월한
과학자이다. 또한 이전에도 같은 공로로 제43회 전라남도 문화상
(학술부문)과 제24차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상혁 | 환공‘79·(주)일신종합환경 대표
이 동문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기술개발 및 시공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과NGO 활동 등을 통한 지역환
경 보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6월 5일 세
종문화회관에서 열린‘환경의 날’기념식에서 환경
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동문은 지난 97년‘세계 물의 날’기념 행사에서도 수상한 바 있
으며 모교와 안양대에 출강한 바 있고 현재는 수원과학대학교 겸임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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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용 | 경영원
동화기술교역 대표, 총동창회 부회장
정 동문은 자사에서 출판한「생명과학자를 위한 전
산모형론」
이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주최
하는 제18회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출판부문에서 우

“동창회보 반송율을
줄입시다”

수도서로 선정되어 지난 4월 26일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정 동문은 모교의 기성회장으로도 활동중이다.

연락처가 변경되시면 알려주십시오.
현재 총동창회에서 계간지로 발행하고 있는

행사

동창회보가 적지 않게 반송되고 있어
한복려 | 원예‘66
궁중음식연구원장, 총동창회 부회장
한 동문은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수행원으로 참가, 14일의 남측 초청만
찬을 호텔 한식부문 요리사 9명과 함께 준비했다.

한 동문은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내 궁중음식 전문점인［지화자］
에
서 평양만찬과 똑같은 음식을 먹기 원하는 손님들을 위해 평양의 만
찬메뉴인 신선로, 갈비와 수삼구이, 유자향 은대구구이 등을 상품화
할 예정이다.
•http://www.food.or.kr

경제적 손실은 물론 바뀐 주소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동문님의 변경된 자택 및 직장 주소,
전화번호를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동문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총동창회와
동문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도 되고
낭비도 줄일수 있습니다.

박양규 | 음악‘83·피아니스트, 경복대 음악과 교수
박 동문은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
회관 소극장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가졌다. 이전에도
박 동문은 서울 예술의 전당과 청주시 및 경기 지역
에서 순회 독주회를 가진 바 있으며 특히 1997년 문
화일보홀에서 독주회, 1998년 소팽홀에서 젊은 피아니스트 초청 독
주회를 열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박 동문은 피아노 독주곡집 CD를 라이브로 제작하는 등의 활
발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화촉
이기태 | 잠사‘65·삼부강업(주) 대표
이기태 동문의 장녀 승민양이 지난 6월 3일 오후5시 LG강남타워 1
층 아모리스홀에서 신랑 임창빈군과 화촉을 밝혔다.

당선
이유택 | 도행원, 총동창회 부회장
이유택 동문은 지난 6월 8일 있었던 송파구청장 보
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되었다. 이
동문은 제13회 행정고등고시 출신으로 서울시 교통
관리사업소장, 동대문구·광진구부구청장, 성북구
청장 등을 지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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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주소 | 동대문구 전농동 90
서울시립대학교 총동창회 (130-743)
전화 | 2210-2325 / FAX 2246-7912

총동창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동문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없이 클릭해주십시오.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
울이는 총동창회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설 후 많은 격려와 문의사항이 접

시대인 방명록

수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동문님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골라 실었습니
다. http://uosweb.uos.ac.kr/~hawk

질문사항 1

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동문 여러분들의 모교 방문시 차

요즘도 휴일에 차량을 가지고 모교를 방문할 수 없나요?

량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전 정말 오랫만에 아내와 10개월된 아들을 데리고 학교
를 찾은 적이 있었는데, 입구에서 차량으로 들어갈수없다고

질문사항 2

후배님들이 제지하더군요,졸업생이라고 해도 안된다고 해서

해외유학생 장학금 지급은 안하나요?

샘터식품 부근에 차를 세워두고 전농벌을 한번 둘러보고 나

저는 올해 졸업한 시대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석사졸업
후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 총동창회에서는 유학생

왔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지만 웬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울엄
마(원주식당)에서 수제비를 맛있게 먹고 돌아왔는데⋯
요즘에도 휴일에 차량방문이 통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

장학금 지급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조금이라도 장학금이 지
급 된다면 좋을 것 갔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그럼 늘 발전하는 동창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다. 통제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혹 동문들만

꿈꾸는 시대인

이라도 출입할 수 없을까요?
철의 무역 85 김상호

답변내용

총동창회에서는 작년말부터 모교 재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의
답변내용

확대 실시를 위해【장학기금 1억원 모금운동】
을 의욕적으로

현재 우리 대학의 주차관리는 민간 위탁에 의한 유료 운영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동문들의 성원에 힘입어 큰 성과

하고 있습니다. 유료 운영시간은

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절기(3월～0월) : 08:00～8:00

사실 그동안은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해 매학기마다 5～

*동절기(11월～2월) : 08:00～17:00

6명의 재학생(대학원 포함)에게만 1인당 50만원의 장학금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무료로 하되, 주차 수요가 많고 주

을 지급해 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총동창회에서는 올 하반

차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유료로 운영함을 기

기에 장학기금 1억원을 달성하고 이 기금으로 내년초부터

본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서울市大장학회」
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요일과 공휴일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동문을 사

현재 마련되고 있는
「서울市大장학회」장학금 지급 규정에

칭하여 학교내로 차량 출입을 하여 운전연습을 한다거나 그

는 장학생 선발 기준이 모교 재학생(대학원 포함) 위주로 되

외 학교 주변을 어지럽히는 등의 무질서함을 보여 예방 차원

어있고 모교 졸업자로서 석·박사과정에 있는 해외 유학생

에서 정문 수위실이나 주차관리 아르바이트생(일명 장산곶

을 위한 구체적인 장학금 지급 방법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

매)들이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니다. 다만, 선발 기준에는 본교 학생처와 총동창회 임원 추

원칙적으로 동문인 경우에는 학교내 차량출입이 허용되고

천으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에 대해 장학금 지급이

있다고 합니다. 동문님의 경우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동문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장학생 선발에 대한 공고가 있을

을 사칭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출입을 제지했던 것 같습니다.

때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동문임을 증명하는 것은

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다음에

참고로 총동창회에서는 2001년도 1학기부터「서울市大

모교를 차량 방문하실 경우에는 학생이나 정문 수위실 경비

장학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일정기간 장학금은 장학

에게 동문임을 강하게 전달하시고 여건이 허락하시면 졸업

기금의 이자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액과 수

증명서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학교관계자

혜자의 수가 극히 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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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잠사민속박물관
YOJU SERICULTURE MUSEUM
여주에 오면 잠사민속박물관을 찾아주세요

4천여 년 전부터 민족전통산업으로 농촌의 살림을 융성하게 하였고,
이제는 수출전략 산업으로 외화를 크게 벌어들여 농촌 소득작목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양잠문화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옛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양잠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속품,
누에치는 과정과 연모의 종류, 그리고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비단으로 되는 모든 과정 등을
실물과 자료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주잠사민속박물관장 박재명(잠사’
56)

관람시간
개관 : 10:00~17:00 년중
입장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