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과대학 신축을 위한 3.3.1 운동 
세계100위, 국내3위 의과대학 목표 

개교 반세기를 넘긴 우리 경희의대는   
국내 3위, 세계 100위권 의과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3.1운동을 통해 글로벌 의과대학으로써  
당당할 수 있는 의과대학 신축을 하려합니다.   
아무쪼록 한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여 모교인  
경희의과대학의 역사적인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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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모금운동은 동문여러분이  
매월 3만원씩 3년간 대학발전 기금을 기부하여  
하나의 목표인 초현대식 의과대학을 교내 최적의 위치에  
신축하는 전략입니다.  
모여진 기금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출금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적립금 총액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관련정보를 동문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씩 3년간 한마음으로 

3.3.1 운동 

자랑스런 경희의료인 

모금하러가기 

 -  2,500  5,000

3.3.1욲동 
현재모금액 

목표액 

2018년 07월 19일 현재 
                2.96%달성 

3회 : 김정희 7회 : 박종은 8회: 이송, 이양균 10회: 서형심,손영진 11회: 손영기  
12회: 김현우, 조영호, 조용현 
14회: 문정휴 15회: 박명세(1,000만원), 이형래, 조영욱 
16회: 정기영, 전철우, 최승용, 김용환, 성백강, 박보연(1,000만원), 김양수, 김영우, 
        장외곤, 황정열     17회: 원시곤 
18회: 이혜경, 19회: 이미경, 김영도, 이미애 
20회: 윤성상, 전일선, 조종훈, 장기성, 임병훈, 조황래, 하용찬, 최재영, 김경진 
21회: 홍승재, 이정희, 허준호 22회: 윤동환 23회:박수홍, 김용범, 김중열  
25회: 조아랑  26회: 손소정, 최선희(200만원)  27회: 싞재호  36회: 이가은 
 
 

1회: 싞영우 3회: 강욱중 4회: 조규학 5회: 장성구, 박희영 
8회: 김해경, 이태원, 조병홍, 임선희, 권영욱, 싞종찬, 이성희, 성동욱, 주정혜, 김병호 
10회: 서정구, 김기택 11회: 우정택, 조윤제 12회: 김미영, 홍숚돈, 김재윤 14회: 지원희 
15회: 진규섭, 김경태 
16회: 김의종, 최환석, 이형범, 김효윤, 핚자인, 정승혜, 김영관, 김종영, 정영진, 노세경 
        김득조, 박원식, 정현상, 김영싞, 우인숙, 최동진, 윤진희, 김균하, 문진성 
17회: 싞진옥  18회: 박병대, 이창균, 이병동  20회: 박성진, 이규춘  
21회: 전승현, 이현경, 최핚식, 박기정, 김영찬 23회: 김동환  24회: 문상웅   
25회: 박지선, 권세환  26회: 천영호, 고강영  27회: 전숙, 이종석, 홍일기 
28회: 정경환  29회: 싞일호, 양상훈  30회: 최용성  31회: 이상민 32회: 김창희 
33회: 최아름  35회: 이태인, 이진산, 정연구, 최재호  36회: 정승준, 손상현, 소윤수 
37회: 구혜수 
 

일시불 납입동문 분납 약정동문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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