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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B INDEX

2018 기금 모금 현황

2018 기금 약정자 명단

연세경영을 위해 큰 관심과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큰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약정액 및 참여 인원

발전 및 건축기금
1억 원 이상

0.12 억 원 | 2 명

0.12 억 원 | 292 명
0.54 억 원 | 13 명

프로그램 발전기금

약정액 기준(%) : 기관 66.2, 교수 33.8

참여 인원 기준(%) : 기관 50.0, 교수 50.0

Class Gift 기금

약정액 기준(%) : 학부 43.3, 석박사 11.7, MBA 45.1

참여 인원 기준(%) : 학부 49.3, 석박사 10.3, MBA 40.4

장주인(MBA 17)
5천만 원 이상
AMP 85기

EMBA 8기

경영 64학번 동기회

김승학(MBA 17)

곽정환(경제 82)

이종화(AMP 53기)

이종달(경영 69)

이재용(경영 83)
AMP 84기
AMP 86기

AMP 총동창회

상학 64학번 동기회
5백만 원 이상

김준도(MBA 14)

1천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

김성경(MBA 17)

김제성(MBA 86)

구민회(MBA 17)

김석현(경영 91)

1구좌

신중호(경영 97)

김효진(박사 13)

허인철(경영 79)

120만 원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
3구좌

정광언(MBA 18)

·자녀 정다민, 정동규, 정동우

장학기금

1천만 원 이상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
(주)아모레퍼시픽
5백만 원 이상

이두원(상학 58)

이진홍(AMP 86기)

(재)한우리장학재단

장학기금

5백만 원 미만

세계경영트랙 발전기금

구재상(경영 83)
김성찬(석사 98)
유기성(경영 06)

5백만 원 미만

민순홍 교수

최순규 교수

MBA 동창회

연세경영연구회

회계 발전기금
5백만 원 이상
메이지대학교

* Class Gift 참여자 명단은 누적 약정자 명단의 해당 연도 아래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생략합니다.

약정액 기준(%) :

학부 25.8, 석박사 0.9, 기업/기관 36.6,
교수 3.8, MBA 5.5, AMP 27.5
참여 인원 기준(%) :

학부 27.3, 석박사 9.1, 기업/기관 18.2,
교수 9.1, MBA 18.2, AMP 18.2

고병헌(경영 64) 2018 재상봉 행사 전체 대표

4.95
465

억원

재상봉 행사를 준비한 학교에
감사하고 20년 후에도 같은
모습으로 추억을 나누고 싶다.
김인오 경영 64 동기회장

명

* 단체 약정의 경우 단체 약정에 참여한
인원 수를 카운트하였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며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느꼈다.

4.17억 원 | 158 명

발전 및 건축기금

약정액 기준(%) :

학부 20.5, 석박사 0.3, MBA 52.8, AMP 26.4
참여 인원 기준(%) :

학부 27.9, 석박사 2.3, MBA 53.5, AMP 16.3

신입생에게 전하는 메시지

절대로 자신의 꿈과 미래를 한정
짓지 말고, 수업과 여러 활동을
통해 큰 성장을 이루시길!
박재호(경영 12)

모교 덕분에 사회생활 내내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항상
모교에 감사함을 느낀다.
정종화 상학 64 동기회장

EMBA 과정을 통해 훌륭한
원우들을 만날 수 있었고 많은
배움을 얻었다. 모교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
장주인(MBA 17)

신입생에게 전하는 메시지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후배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
연세경영연구회 김학윤(MBA 16)

항상 겸손하고 친절하게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세요. ‘사람’이, 여러분이
이 학교에서 얻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고 실력이랍니다.
정하진(MBA 17)

재학 중 최희규 선배의 세경장학금을
받고 후배들의 올바른 성장을 바라는
선배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매우 컸고,
후일 자신도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 왔다.
유기성(경영 06)

신입생에게 전하는 메시지

점과 점이 이어 선이 된다는 것,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는 대학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조예린(경영 14)

주요 사용처

발전 및 건축 : 연세경영 교육 비전 달성 및
경영관 유지 관리를 위한 재원

장학 : 학생들의 장학금 확충 재원

Class Gift : 신입생 입학 기념품 마련 재원
Yonsei School of Business

Yonsei School of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