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NU해외 동창회 in 한국 

한국 동창회 이길원 회장님(동아대학교 국제 학부 교수)으로부터 동창회 개최에 관하여 

이하의 안내문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창회 기념 문집 발간(発刊) 준비도 진행되고 

있으니 기고(寄稿)에 협력해 주십시오. 

「오는 10월 1일(토요일) 오후 6시부터 요코하마국립대학 동창회를 개최합니다. 바다와 

산(海山)의 행(幸)을 타고 난 도시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동창회는 많은 졸업생들이 

참가하여 즐길수 있는, 신구(新旧) 관계없이 친교(親交)가 깊어질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창회에는 스즈키 학장을 선두로 하는 많은 교직원이 참가 할 

예정입니다.  YNU는 동창회 모임이 현재와 장래를 공동히 생각하는 교류의 장소로 

되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10월 1일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동창회 이길원 회장) 」 

일시 

2011년 10월 1일（토요일） 

18:00～21:00 

장소 

아리랑호텔 2층 연회장 

Tel:+82-51-436-5001  Fax:+82-51-463-2800 

(KTX 부산역 혹은 지하철 부산역에서 도보 2분) 

진행 

제 1부: 동창회 연혁 소개 및 모교 발전의 모습과 미래상 

제 2부: 만찬과 참석자의 친목(懇親) 

참가 비용 



5,000엔 (일본으로부터 본 동창회에 참가하시는 분) 

한국에 계시는 분은 연회비를 받게 되기 때문에 별도 확인해 주십시오. 

YNU참가 예정 교직원  

・鈴木 邦雄  학장 

・石原  修  공학연구원 원장・교수 

・薩本 弥生  교육인간과학부 교수 

・曺  斗燮  경영학부 교수 

・大森 義明  경제학부 교수 

・周佐 喜和  환경정보학연구원 교수 

・宮武 久佳  국제전략 코디네이터 (유학생센터 교수) 

・門倉 正美  유학생센터 교수 

・奥野 由紀子 유학생센터 준교수 

・伊藤 陽子  총무부 국제과 과장 

・馬橋 修一   학무부 학생지원과 부과장 

(참가 예정 교직원은 9월 21일 현황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YNU 교직원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연락처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 및 그 외 문의에 관해서는 한국동창회 황성철 총무이사님한테 

연락하여 주십시오. 

이 메일 : hsc000 hanmail.net 

전화번호:+82-(0)10-5546-4258 

동창회 기념 문집에의 기고(寄稿) 부탁 

한국 동창회에서는 동창회 기념 문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학 경험, 한일 관계, 나날의 사건 등, 내용은 자유입니다. 

A4용지 한장 이내로 일본어 혹은 한국어로 기입한 후 9월 18일(일요일)까지 엄근선 기획 

이사님한테 보내주십시오. 

이 메일 :  lacshimy hotmail.com 



그외 YNU데이 개최에 관한 알림 

요코하마국립대학은 동창회에 앞서 9월 30일(금요일)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 (대학간교류

협정교)에서 요코하마국립대학 및 부경대학교 교류 기념 이벤트(YNU 데이)를 개최합니다. 

이번 이벤트에는 요코하마국립대학 졸업생인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국 일본대사의 

특별 강연, 요코하마국립대학 교원의 모의(模擬) 강의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

니다. 부경대학교의 학생 여러분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이지만 일반분들도 참가 가능하므로 

부디 참가해 주십시오.  

연락처 

요코하마국립대학 총무부 국제과 국제기획담당 

전화번호：+81-45-339-3176 

이 메일 ： kokusai.kikaku ynu.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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