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강원대학교 총동창회
1. 연혁
2. 역대회장 명단
3. 사업개요

Ⅵ. 강원대학교 총동창회
1. 연 혁
․ 1951. 10. 5.

춘천농과대학 동창회 결성

․ 1951. 12. 31.
․ 1959. 10.

춘천농과대학 동창회로 명칭변경
동창회원 명부 발간(제1회)

․ 1962. 6. 14.

각의종 건립

․ 1970. 6. 14.
․ 1974. 6. 6.

강원대학 동창회로 개명
동창회 사무실 개설

․ 1978. 6. 14.

강원대학교 총동창회로 개명

․ 1979. 2. 27.
․ 1981. 2. 28.

모교방문의 날 개최
모교 장학재단에 장학금 이천만원 헌납

․ 1984. 6. 14.

정기총회 개최, 평생회비 납부제도 채택

․ 1985. 9. 15.
․ 1987. 5. 28.

동창회관 개관
강대동창회보 창간호 발간

․ 1990. 12. 20.

동창회장학재단 설립

․ 1991. 8. 14.
․ 1991. 10. 24.

제 1회 강원대학교총동창회 장학금 수여
의대설립추진 범도민 결의대회 개최

․ 1993. 11. 14.

제1회 동문등반대회 개최

․ 1996. 3. 22.
․ 1996. 4. 24.

학과동문회장 간담회 개최
여성동문회 창립총회 개최

․ 1996. 5. 10.

백령친선 골프대회 개최

․ 1997. 6. 14.
․ 2000. 6. 5.

개교 50주년 모교방문의 날 및 한마당축제 행사 개최
동창회보 100호 발간 및 축하리셉션 개최

․ 2000. 12. 28.

동창회관 개관(춘천시 요선동) 및 장학기금 7억원 조성

․ 2001. 5. 13.
․ 2001. 6. 16.

제1회 동문가족걷기대회 개최
여성동문회 모교방문의날 개최

․ 2001. 9. 2.

제1회 총동창회장기 시․도지회 친선테니스대회개최

․ 2002. 1. 26.
․ 2005. 6. 14.

각 대학원 비학위과정 수료자 정회원으로 동창회 회칙 개정
임시총회 개최(삼척대와 대학통합 논의)

․ 2009. 3. 23.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장학금 지급

․ 2010. 6. 12.
․ 2015. 7. 30.

함인섭 초대학장 동상 제막식 거행
강원대학교총동창회관 이전

․ 2017. 2. 17.

제49대 이필현 총동창회장 취임

․ 2017. 10. 23.

백령오픈골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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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대회장 명단
구

분

재임년도

초대~10대

성

명

구

분

재임년도

성

명

1951~1960

김정은

30대~31대

1981~1984

박건주

11대

1960.3~1960.6

이춘근

32대~33대

1985~1988

오상근

12대

1960~1961

김정은

34대~35대

1989~1992

김정은

13대

1962~1963

권영구

36대~39대

1993~1998

권영선

14대~22대

1963~1971

김정은

40대~42대

1999~2004

류종수

23대~25대

1971~1974

신재만

43대~44대

2005~2008

안구순

26대

1974~1975

안구순

45대

2009~2010

홍병주

27대

1975~1976

이춘근

46대~48대

2011~2016

이돈섭

28대~29대

1977~1980

오유근

2017~현재

이필현

3. 사업개요
가. 조직 강화사업
◦ 시․군지회 회장단 초청간담회 개최
◦ 총회 및 임원회의 개최
- 정기총회(2월)
- 이사회(1월)
- 상임부회장단회의(수시 연중)

나. 회원친목 증진사업
◦ 동문가족걷기대회 개최(4월)
◦ 동문가족등반대회(9월)
◦ 골프대회 개최(10월)
◦ 유공동문 시상

다. 회보발간 사업
◦ 동창회보발간(연 10회)
◦ 편집위원회 개최
◦ 동문, 단위동창회, 모교 활동 홍보

라. 장학사업
◦ 재학생 장학금지급
◦ 입생 장학금지급(입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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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모교지원 사업
◦ 신입생유치 홍보 지원
- 도내 고등학교 방문홍보
- 타 시․도 동문 재직 고등학교 협조 서한문 발송
- 시․군지회장 간담회 시 홍보
◦ 학생활동 지원
- 대동제
- 동아리문화제
- 기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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