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의과대학 제15회동창회

졸업50주년기념 “금축제(金祝祭)”행사계획서 <개요>
2011. 7. 30.

○ 기념식:

2011. 10. 13.(목) 16:00~17:00 시
모교 대강당

○ 기념만찬: 2011. 10. 13.(목) 19:00~21:00 시
호텔 프레지던트(시청 앞) 31층 ‘모짜르트 홀’
○ 국내여행 일정과 경비:
* 7일 코스 <남해안 + 동부권> @ 115만 원/인
* 4일 코스 <남해안(한려수도)> @

66만 원/인

(1) 기념식: 2011. 10. 13.(목) 16:00~17:00 시 / 모교 대강당
*기념식 및 기부금 전달(대강당)과 기념촬영(모교 현관)에 이어
**‘시계탑 그림’<김진호 화백 작> 기념액자 제막(학생회관)
***‘함춘미술전’(가천홀) 관람; 동기회원 출품 축하 세레모니(예정)
[출품작가; 김진호, 서휘열, 안종근, 정두현, 주흥재]
****‘서울대학교 암병원’(11.3.25. 신축개원) 순람
☞ 15:00 대형버스(1대)가 종로구 공평동 ‘썬비 호텔’앞 출발 -->모교 교정으로 운송.
18:10 대형버스(2대)가 모교‘암병원’ 앞 출발-->‘기념 만찬장’(호텔 프레지던트)로 운송.

(2) 기념만찬: 2011. 10. 13.(목)

19:00~21:00 시

호텔 프레지던트(서울시청 앞) 31층 ‘모짜르트 홀’
*초청인사: 모교 학장(임정기), 모교동창회장(박용현)
*기타 세부 일정 미확정

(3) 기념문집 “자랑스러운 金祝祭” 발간
*8월 말 이전 발간, 9월 중 배부 완료(예정)

(4) ‘기념여행 일정표’와 ‘여행경비’

☞ 세부사항은 별첨 자료 참조

*‘7일 코스’와 ‘4일 코스’를 함께 운영(전반부 4일간은 같은 일정, 같은 宿食임)
*‘4일 코스’는 ‘남해안-한려수도 일대 코스’이고
‘7일 코스’는 위 ‘4일 코스’에 경주, 안동, 영월, 정선, 평창, 강릉, 화진포 등이
포함된 ‘동부권 코스’가 이어짐
*여행경비는 각각 1인당

115만 원(7일)과

66만 원(4일)

*대금 납부방법 등은 추후에 다시 알려드릴 예정이며(출발 10일 전까지 대금전
액 ‘카드 또는 현금’결재 요망), 재미 회원 중 ‘신용카드 결재’를 희망하는 분
은 여행 출발 전일(즉 10월 13일)에 ‘기념만찬장’(호텔 프레지던트) 입구에서
‘카드로 수납’ 하도록 함

(5) [옵션 추가행사-1] “문화 탐방 행사” <11. 10. 21.(금)~23.(일)>
*제1일(10.21.금):관악캠퍼스 투어, 국립중앙박물관, 정동극장 ‘美笑’ 관람
제2일(10.22.토):북촌한옥마을, 경복궁, 사랑채, 명동예술극장 ‘移葬’ 관람
제3일(10.23.일):철원(鐵原) 안보관광-제2땅굴, DMZ전망대, 구 노동당사 등
*상세한 일정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시고, 시간과 체력에 여유가 있는 분만
일괄 또는 이벤트 별로 쪼개서 신청하시면 됨 (예; ‘美笑’ 관람 하나에만
참여해도 무방) <신청방법은 추후에 따로 알려드림>

(6) [옵션 추가행사-2] “KBS ‘가요무대’ 녹화 현장 방청”
<11. 10. 24.(월)>(매주 월요일 저녁 시행)
*11. 10. 31.(월) 방송예정 분을 사전 녹화하는 현장을 방청하는 것임.
*방청 신청을 받아 주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고, 또 드물게는 돌연한 스케줄의
변경이 생겨서(예컨대 OO 지방방속국 개국00주년기념으로 지방에서 녹화)
서울에서의 녹화를 펑크 내는 경우도 있음(이 경우 2주 전에 고지).
*방청에 관심이 있는 분의 파악은 추후에 별도로 (위의 다른 행사들과 함께)
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