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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의 밤 참가신청서
성 명

졸업년도

직장명

휴대폰

제중원 137주년, 세브란스!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 제11회 |

이메일
참가신청

참가비

1부 | 학술강연회 (

)

2부 | 동창의 밤 (

)

1인 90,000원(가족 1인당 90,000원(자녀 무료))

1971년 이전 졸업 동창들은 초청대상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가족은 유료)
한정된 좌석으로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마감

8월 13일(토)까지
전화: 2228-2590

연락처

의과대학 총동창회(담당: 복지위원장 이재범 010-9252-6316
사무국장 최승희 010-3321-5063)

입금처

우리은행 126-918920-01-002 (예금주: 연세의대동창회)

메일: alumni@yuhs.ac

세브란스

동창의 밤

FAX: 393-4557

의과대학 총동창회
www.iloveseverance.net

2022. 08. 27. (토) 오후 6시
서울 드래곤시티호텔 3층 한라룸 | 용산 |

의과대학 총동창회
www.iloveseverance.net

Program

Greeting

동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11회 세브란스 동창의 밤 행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1부

오후 5:00 – 6:00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행사를 못하다가 내빈 동창 선후배님들을 모시고
성대하게 행사를 할 수 있어 큰 기쁨을 느낍니다.

추억 그리고 만남
등록 및 만남의 시간
2부

올해는 제중원 137주년 및 의료원 출범 60주년,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개원
4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특히 10년 숙원 사업이었던 의과대학 신축부지가 결정된
기념비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오후 6:00 – 6:30

제중원 137주년 및 연세의료원 출범 60주년을 맞아 처음을 돌아보면 모교의 영광이

개회식

개회사 / 환영사 / 축사 / 내빈소개

보입니다. 과거의 선각자들이 보여주셨던 결단과 희생을 가슴에 새기며 의과대학

3부

신축을 계기로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는 모교의 미래를 설레는 마음으로 그려봅니다.

교육과 연구에 최적화된 의과대학이 건립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최신 건축물이 아니라 모교의 면면에 배어있는 명예로운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오후 6:30 – 7:40

맙시다. 동창 선후배님 모두 모교에 대한 명예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서간 선구자들의 삶을 되새기는 즐겁고도 감동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브란스의 명예로운 역사를 지키고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 회장

한승경

의과대학 신축 보고

4부

동창들을 격려하고, 오지에서 봉사하는 동창들을 기억하며, 모교를 이끌어주셨던

열린음악회 . 경품추첨

제11회 세브란스 동창의 밤 행사 | 식 순

제11회 세브란스 동창의 밤 행사 | 동창회장 초청인사

약속하면서,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반갑게 정을 나누고, 모교에서 연구에 정진하는

8월 27일(토) 열리는 제11회 동창의 밤 행사에 많은 참여를 통해 우리 모두 다같이

만찬

코로나를 극복한 세브란스 영웅들(영상)

동창의 밤 행사를 통해 그런 자부심과 사명감을 함께 나누며 굳게 지켜나가자고 서로

존경하는 의과대학 총동창회 동창 여러분!

만찬과 화합의 시간

오후 7:40 – 9:20

공연 및 메브릭스 공연
초청 가수 공연

아카라카 연세응원단
폐회


오후 2:30부터 신라룸에서 의과대학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 당일
가능하시면 학술대회부터 참석을 부탁드립니다.(평점 2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