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일정 : 2020년 4월12일(일)~14일(화)

추가일정 : 2020년 4월14일(화)~15일(수)

제 3 회 한국외대 해외동문연합회
총회 및 세계 외대인 축제

재 중국 상해(화동)
한국외대 동문회



01 재 중국 상해(화동) 한국외대 동문회 소개

① 동문회 조직도 및 인원

② 2020년 동문회 주요예정행사

③ 동문회 소모임 소개(이사회,외골회,외산회,왕초회,외퐁회,

외상걸회)

제3회 총회 장소 및 일정02

2020 차례

제3회 총회 개최국 중국 및 상해 (항주) 주요 명소 소개03



재 중국 상해(화동)
한국외대 동문회 소개



2020 동문회 조직 및 현황소개

이사회장│ 김수규(67E)

사무총장│  최 훈(84R)

동문회장│ 박형준 (85E)

수석부회장 천병호(87C) 외

퐁

회

최진옥

(78C)

왕

초

회

안병영

(81E)

외

골

회

한갑진

(82C)

외

산

회

한석주

(83C)수석부회장 186-5739-6519

부 회 장 177-1736-3608

총 무 156-0189-2703

부 회 장 김희용(89C)

총 무 유승호(08C)

상임이사회

이사회장 13306246789

사무총장 13671792535

13918863431

동문회장 186-1695-6676

18616345840 13801808896 13701852170

외
상
걸
회

강종일

(74F)

18657337797

(Golf) (Climbing) (Tennis) (Table Tennis) (Tracking)



구분 주요행사

1월 신년회

2월 춘절

3월 골프대회

4월 해동연총

5월 유학생의 밤

6월 산행야유회

7월

8월

9월 오픈 트래킹

10월 동문체육대회

11월 테니스대회

12월

11일(토) 2020 신년회

12일(목) 이사회장배 골프대회 예정

12일(일)-15일(수) 해동연총

30일(토) 유학생의 밤

13일(토) 동문산행야유회 예정

19일(토) 외상걸회 오픈 트래킹

17일(토) 동문체육대회

12일(목) 외골회 챔피언스대회

12일(토) 2020 송년회

28일(토) 왕초회 오픈 테니스 대회

28일(월) 외퐁회 오픈대회 예정

11

송년회, 탁구대회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20 동문회 주요일정



2020년 행사 주요 일정동문모임구분

상해화동 상임이사회 연중 필요시 수시 개최

상해화동 외골회
3월 12일(목) 이사회장배 골프대회, 4월-11월 월례대회 둘째주 목요일, 
11월 12일(목) 챔스대회

상해화동 외산회 6월 13일(토) 동문산행 야유회 예정, 추후 정기 산행 예정

상해화동 왕초회 11월 28일(토) 오픈테니스 대회, 매주 수요일 7시-9시 개인레슨 및 경기

상해화동 외퐁회 12월 28일(목) 오픈탁구 대회, 매주 월요일 6시 15분 개인레슨 및 경기

상해화동 외상걸회 9월 19일(토) 외상걸회 오픈 트래킹 개최, 수시 상해 인근 트래킹

2020 동문회 모임별 주요일정



구성

- 만60세 이상의 고문 동문 및 전∙현임 동문회장

구성목적

- 동문회 운영 및 주요 결의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 동문회비 예산지원

조직 편성

- 회 장 : 김수규(67E)

- 최고의원 : 신승화(68A), 강종일(74F), 안호술(74PA), 최재정(76T)

- 사무총장 : 최 훈(84R)

- 상임이사회 위원 전체 명부(16명)

: 김수규, 신승화, 김의석, 강종일, 안호술, 최재정, 김성리, 최진옥,

안병영, 이준용, 이충수, 이재현, 한갑진, 최 훈, 권용훈, 박형준

2020 상임 이사회 소개



제 3회 한국외대
해동연총 장소 및 일정



2020

장소 및 숙소

:  Hongqiao Jin Jiang Hotel (虹桥锦江大酒店) 

주소

:  No. 5 Zunyi South Road, Changning District, Shanghai, 
China(200336)

제 3회 한국외대 해외동문연합총회 장소



〮~6:00PM
: 호텔 도착 및 체크인

〮7:00PM~9:30PM
: 총회 + 만찬

〮장소 : Hongqiao Jin
Jiang Hotel

(구. Sheraton)

2020 제 3회 한국외대 해외동문연합총회 일정

4월 12일(일)

〮7:00AM~8:00AM
: 호텔 조식

〮8:00AM~5:00PM
: 시내관광(or 골프)

〮7:00PM
: 황포강 유람 및
선상파티(유람선
대절)

4월 13일(월) 4월 15일(수)

〮황산 or 항주/오진

여행

〮황산 or 항주/오진

여행객에 한하여

15일(수) 상해 1박

추가

〮16일(목) 개별 출국

4월 14일(화)

〮각자 체크아웃 후
해산

〮희망자 황산 or 항주
/오진 여행, 1박 2일
일정

〮황산숙소 : 산정호텔
항주/오진숙소 : 서자
호텔 (예정)



개최국 중국 및 주요
명소(상해,항주) 소개



2020 제 3회 개최국 중국

① 언어 : 중국어

② 면적 : 9억 6천만 1,040㏊ 세계4위

(2016 국토교통부, FAO 기준)

③ 인구 : 14억 3,932만 3,776명 세계1위

(2020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④ GDP : 13조 6,081억 5,186만 4,637.8달러

세계2위 (2018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⑤ 1인당 GDP : 9,770.85달러 세계59위

(2018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2020 제3회 개최지 상해 〮 화동지역

① 도시명 : SHANGHAI(上海)

② 중국에서의 위치 : 

중국화동지역(상해,강소성,절강성, 안휘성)

③ 행정구역 : 직할시로 16개구

④ 도시면적 : 6,340㎢

⑤ 인구 : 2,418만 명(2017년 기준)

⑥ 주요언어 : 중국 보통화, 상해화

⑦ 아열대성 기후

⑧ 주요 명소

: 상해임시정부, 윤봉길의사 기념관(홍커우공원), 

외탄, 예원, 인민광장,동방명주,신천지 등



명소1.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2020 상해 주요 명소

1926년 부터 1932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로 사용했던
곳이다.



2020

명소2. 윤봉길의사 기념관(루쉰공원)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기념하는 곳이다. 193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을 맞아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 전승 경축식에
폭탄을 던져 일본군 수뇌부를 폭사시킨 현장으로, 2003년 기념관이
건립되었다.

상해 주요 명소



2020

중국 경제수도 상해의 상징 동방명주, 홍콩 야경을 넘어선지 오래된
황푸강 야경과 와이탄 야경

상해 주요 명소

명소3. 동방명주 (东方明珠) 그리고 외탄 (外滩)



명소4. 예원 (豫园) 그리고 옛거리

2020

중국다운 옛 모습을 볼 수 잇는 곳으로 청나라 시대의 고풍스러운
정원인 예원 (豫园) 과 주변 옛거리

상해 주요 명소



명소5. 상해 신천지 (新天地)

2020 상해 주요 명소

현재 상해에서 가장 세련된 쇼핑장소로 자리 잡았으며, 많은 레스토랑과
술집, 바(bar), 커피숍, 테라스 카페, 상점, 갤러리 등이 들어서 있고,
예술가들의 아트숍도 자리하고 있다.



명소6. 항주 서호 (西湖)

2020 항주 주요 명소

항저우 최고의 관광지이자 중국 10대 명승지에 드는 인공 호수로 항저우
시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희미한 안개에 둘러싸인 모습이 중국의 4대 미녀
중 한 명인 서시(西施)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시쯔후(西子湖)라고도 한다.



2020 항주 주요 명소

명소7. 항주 송성가무쇼

놓치지 말아야 할 쇼로 칭송되며, 송(宋)나라 시대를 재현해 만든
테마파크 송성(宋城) 에서 열리는 공연이다.



2020 항주 근교 명소

저장성(浙江省) 수향 마을 중 하나인 오진(乌镇). 인구는 6,000명 정도에
면적은 46.5평방킬로미터의 작은 마을이며, 몇 안 되는 고진(古镇)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곳이다. 동책과 서책으로 나누어지며, 특히 서책의
해질무렵 풍경과 야경이 아름답다.

명소8. 오진(乌镇)



2020

명소9. 황산(黄山)

황산(黄山)

상해

황산

황산(黄山)은 중국 안후이성(安徽省)

남동부에 있는 중국의 명산으로, 1990년

UNESCO 세계자연 및 문화유산으로

등재 되었다.

영화 와호장룡과 아바타로 유명한

황산은 ‘등황산 천하무산’(登黄山，天下

無山, 황산에 오르니 천하에 더 볼 산이

없 다 ) 라 고 자 랑 할 만 큼 소 나 무 와

어우러진 기암괴석으 로 빼어난 풍경을

지닌 산이다.



2020

명소9. 황산(黄山)

황산(黄山)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

2020년 4월 상해에서 뵙겠습니다.

재상해(화동) 한국외대 총동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