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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기금 모금 현황

2016 기금 약정자 명단
연세경영을 위해 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약정액 및 참여 인원

연세경영의 눈부신 발전은 여러분의 힘으로 시작됩니다. 앞으로 더 큰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30.1 386
억원

명

25억 원

5백만 원 미만

10억 원 이상

이재범(AMP 56기)
이재용(경영 83)

김준도(MBA 14)

아모레퍼시픽

건축 및 발전 기금
정원철(AMP 81기)

아모레퍼시픽 YVIP 기금은 연세경영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육성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창업혁신에 관한 지식 연구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YVIP는 ‘연세 창업혁신프로그램’으로
칭해지며 Yonsei Venture, Innovation & Startup Program의 약어입니다.

AMP 81기

EMBA 6기

김태우(경영 87)

이종화(AMP 53기)
정연택(경영 69)
AMP 80기

AMP 총동창회

상학 62학번 동기회
연경장학회

5백만 원 이상

에스앤파트너스

김석현(경영 91)

120만 원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

1구좌

장학재원 기금

5백만 원 미만

서병휘(MBA 13)

10구좌

김도연(박사 06)

김두열(AMP 65기)

1천만 원 이상

노근현(경영 06)

김유승(경영 96)

이두원(상학 58)

신재승(경영 05)

하태석(AMP 63기)

엄상용(경영 87)

아이엑스엘코리아

4구좌

조재성(MBA 16)

정성택(AMP 67기)

조정환(MBA 16)
허인철(경영 79)

3구좌

원제철(AMP 47기)

5백만 원 미만

김석현(경영 91)

강영철(경영 92)

김제성(MBA 86)
김지원(경영 93)
박연우(경영 13)
심상준(경영 73)
양대섭(경영 69)

오태환(MBA 69)
윤석진(경영 87)
이종명(경영 86)
조치훈(경영 09)

심장식(경영 73)
노루홀딩스

CJ제일제당

아모레퍼시픽
오리온

MBA 총동창회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
5백만 원 이상

김성찬(석사 98)

김유승(경영 96)
아이엑스엘코리아
티켓몬스터

한우리장학재단

세계경영트랙
발전기금
5백만 원 이상
최순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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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및 발전 기금

3.97억 원, 371명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 단체 약정의 경우 단체 약정에 참여한 인원수를 카운트하였습니다.

연구 기금 | 아모레퍼시픽 YVIP

아모레퍼시픽
YVIP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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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액 기준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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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억 원, 14명

참여인원 기준
%

45

■ MBA

■ AMP

■ 석박사

23

59

약정액 기준
%
1

연세경영은 항상 새로움을
개척하는 역사였다. 21세기 변혁의 시대에
그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또 다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선도적인 대학이 되길.
아모레퍼시픽

AMP 81기 원우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원우회를 매우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데 이어
수료를 앞두고 발전기금 기탁.

졸업 25주년 재상봉 행사를 기념하며.
김태우(경영 87)

정원철(AMP 81기)

30
■ 학부

장학 기금

3

53

17

■ 학부

■ MBA

■ 석박사 ■ 기업/기관

주요 사용처

후배들의 글로벌 시각 함양을 희망하며
Yonsei-CMC Leadership 프로그램 후원.

15년째 변함없이 7월 7일 모교를 방문하여
이어지는 기부의 손길.

이재범(AMP 56기)

이재용(경영 83)

이종화(AMP 53기)

창업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창업경진대회(YSB Global Startup
Competition)를 후원.

재학 중 액션러닝(Action Learning)
프로젝트 후 에스앤파트너스 공동 창업,
학교 수업에서 비롯된 창업인 만큼 모교에
감사하는 마음과 모교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회사 수익금 기탁.

사람에 대한 투자만큼 위험 대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매력적인 대상은
없다는 소신으로 해외에서 장학기금
꾸준히 기탁.

31

참여인원 기준
%
1

학생들의 학습과 연구활동, 논문 게재
증진을 바라며 도서관 학술 DB 구독 후원.

15

연경장학회

EMBA 3기 김윤회, 신춘수, 진종언(2012년 입학)

김성찬(석사 98)

연구 : 창업혁신 연구 지원 및 경영학 창업심화 전공제도 운영

건축 및 발전 : 경영관 건축비 및 연세경영 교육 비전 달성을 위한 재원
장학 : 학생들의 장학금 확충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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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Leadership

YSB 2016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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