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회 대전과학기술대학 (구 혜천) 
간호학부 세계 총동문회 

17211 Valley View Ave, Cerritos, CA 90703 
Tel: (562) 977-4580  |  Fax: (562) 977-4588 

Email: boonjayoo@hotmail.com 
 
 
 
 여러 총동문들께, 
 
 2015 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문들을 부를 때마다 내 가슴에서 별이 되고 이름이 친구라고 하지요. 
부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2013년 워싱턴에서 제4회 총둥문회를 마치면서 결의한 서부 크루즈 여행을 기대하며 동문들과 아쉽고 
섭섭한 마음으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 후 2014년에는 한국의 세월호 참변으로 인해 우리가 계획한 크루즈 
여행 계획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아쉬워 하던 차에 한국에서 재외한인간호사회 및 ICN 컨퍼런스가 있어 이 기회에 함께 하며 우리 
총동문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임원회에서 결의하였고 일단 재외한인간호사회 및 
ICN 컨퍼런스 등록과 총동문회 등록을 받기로 하고 프로그램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번 총동문회를 제주도에서 마치고 만찬회는 이용국 현 학원장님과 정영선 총장님께서 유성 온천의 
호텔에서 베풀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6 월 20 일(토) 본교 기숙사에서 우리의 숙식도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문, 친구 모두가 내가 태어난 조국, 친정에 가는 것 같이 마음이 설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운 
모교가 깊히 뿌리박고 발전하는 모습에 힘이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때로는 마음이 울적할 때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메마름을 적셔주는 보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선배, 
후배님들. 이번 모임에 부디 참석하셔서 우리의 우정을 가슴 속에 추억을 많이 만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총동문회  회장 유 분 자 
 

 
 
 
 
 
 
 

준비위원 
           서부회장  김 영 순 | 부회장 송 귀 옥 
           동부회장  박 공 자 | 민 상 주, 원 종 숙 
           중부회장  윤 충 섭 | 이 정 희 
           독일회장  나 광 희 
       필라델피아  이 서 숙 
              캐나다  신 경 자 



 
 
 
* 제주도 여행으로 끝나는 경우 제 5회 대전과학기술기대학교 간호학부 세계 총동문회는 여행에 
참석하는 동문들만으로 6월 12일 제주도에서 개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모교방문투어를 원하실 경우 재외한인간호사대회(6월17일-6월20일)가 끝나고 6월 20일 
대한간호협회에서 제공되는 버스를 이용하여 모교를 방문 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여행하고자 하는 제주도는 여행 성수기라 항공권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체 구입도 어려움이 있어 동문회 참석 원하시는 분은 2 월 28 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행사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개인이 항공권을 구매하실 경우 미리 예매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은 여행자 보험을 들고 한국으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연락처 

‣ 회장 송재금 : (010) 9410-8756    email : song8756@hanmail.net 
‣ 부회장 김영순 : (010) 2716-4822   
‣ 총무 신옥성  : (010) 6399-2891 
‣ 총무 권구연  : (010) 3481-5230   email : kniney@hanmail.net 
 
한국 송금 안내 

‣ 하나은행 유성지점 
‣ SWIFT Code :  HNBNKRSE 
   Bank Name  :  Hana Bank (Yuseong Branch) 
   Account Number : 659-910594-81607 
   Account Name : Song Jae Keum 
   Bank Address : 536-9 BongMyeong-dong Yuseong-ku, Daejon, South Korea  
 

 
 
 



2015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구 혜천) 간호학부 
제 5회 세계총동문회 일정표 

 
여행일정: 2015년 6월 12일(금) ~ 6월15일(월) | 장소 : 제주도 

 
- 6/12(금) 오후 2시  제주공항 집결 (~6/15까지 제주도 투어 및 세계총동문회) 
- 6/15(월) 오후 5시  제주공항에서 해산 
- 6/17(수) ~ 6/20(토)  재외한인간호사회 컨퍼런스 참석 및 등록 (각자 등록) 
- 6/20(토)   모교방문 투어 (대한간협 버스제공)  

만찬회 및 숙식 (모교 제공) 
 
 
 

‣ 외국 거주자 (청주공항 이용)  : 420,000원 + 191,600원 + 50,000원 = 661,600원 
 

‣ 외국 거주자 (청주 외 공항 이용) :  420,000원 + 50,000원 = 470,000원  
 

‣ 한국 거주자 (청주공항 이용) : 420,000원 + 191,600원 + 50,000원 + 5,000원 = 666,600원 
 

‣ 한국 거주자 (청주 외 공항 이용) : 420,000원 + 50,000원 + 5,000원 = 475,000원 
 

제주여행 
포함 

420,000원 
전 일정,  
관광지입장료. 식사, 숙박,(켄싱턴 리조트 4인1실) 
1인당 생수(500ml)1병, 제주특산물 오메기떡 

제주여행 
불포함 

항공비용 
191,600원 

청주→제주 대한항공 84,600원 (6월12일, 금)  
제주→청주 대한항공106,800원 (6월15일, 월) 

동문회 참가비 
50,000원 

 

여행자 보험 
5,000원 

한국 거주자만 해당  

 
 
 



 
 

2015 재외한인간호사대회 참가 신청서 

 

사진 
(Photo) 

국명(Country)  

거주도시 
(Residence City)  

성명 : 한글 
(Name : Korea)  

성명 : 영문 
(Name : English)  

성별(Gender)  혈액형(Blood Typ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자택주소 
(Present Address)  

자택전화(Phone No.)  

한국 내 연락처 
(Telephone No. where 
you can be reached in 

Korea) 

 

팩스번호(Fax No.)  

이메일(E-mail)  

여권번호 
(Passport No.)  

외국거주기간 
(Dwelling Term)  출신 간호교육기관 

(Nursing education from)  

특이사항(Remarks)  

 
위와 같이 2015 재외한인간호사대회를 신청합니다. 

 
2015.       .        .      

 
신청자                      (인) 

 
 
                                               대한간호협회 / 재외한인간호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