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학년도 동아리 현황

총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

연
번

분과 동아리명
대표학생

연락처 학생수
담당교수

비고
소속학과 학번 성명 소속학과 성명

1

학
술
분
과

금융투자연구회 금융보험학과 16 김승준 010-3883-4345 21 금융보험학과 조영석 금융학습

Happy English 전기공학과 14 김혁진 010-4952-2045 13 멀티미디어학과 양기철 영어학습2

터오름 법학과 16 김영옥 010-8191-9819 15 국어국문학과 나승만 만학도 학습3

목금토 식품영양학과 17 이수미 010-4213-0661 12 경영학과 홍남선 공모전4

소셜메이커 정치언론홍보학과 17 최상호 010-6482-3897 10 고고문화인류학과 홍석준 토론5

그린나래 경영학과 18 정유진 010-4082-0134 33 경영학과 김기범 회계/자격증6

멋쟁이사자처럼 건축학과 13 배성민 010-3100-7794 19 컴퓨터공학과 최종명 프로그래밍7

8

문
예
분
과

옴니버스 토목공학과 15 김명환 010-9686-5853 14 경영학과 홍남선 밴드

9 메트로폴리스 체육학과 16 문기혁 010-3788-4719 14 사회복지학과 김영란 밴드

10 무학자 한약자원학과 12 최원석 010-7272-1262 10 전기공학과 박계춘 밴드

11 코마 관광경영학과 18 황수성 010-9903-0747 12 일어일문학과 김선화 댄스

12 삼원색 수학교육과 18 한진영 010-4280-7919 25 전기및제어학과 이수형 통기타

13 누리 건축공학과 15 문영기 010-2877-6034 14 소프트웨어학과 오수열 통기타

14 울림소리 전기공학과 14 임정훈 010-5069-4375 13 경제학과 박관석 통기타

15 V.O.M 해양수산자원학과 15 임우혁 010-2223-0850 23 토목공학과 이재빈 보컬

16 풀잎문학 독일언어문화학과 17 김서영 010-3601-2790 12 국어국문학과 김선태
이 훈

문예창작

17 Mo’Keep 건축공학과 18 김영원 010-6860-5101 13 경영학과 이창대 흑인음악

18 Focus 건축공학과 18 김경빈 010-5896-6015 22 독어독문학과 이광복 사진

19 FILM 사학과 13 이재현 010-5716-6619 15 독어독문학과 오장근 영화비평

20

취
미
교
양
분
과

휘파람 토목공학과 15 안재현 010-8007-8215 23 일어일문학과 김선화 놀이문화

21 검우회 제어로봇공학과 15 김호재 010-7375-7542 26 체육학과 박동철 검도 

22 컴퓨토피아 패션의류학과 17 주예지 010-4506-9608 23 기계공학과 김일수 컴퓨터

23 빅볼 경영학과 15 이윤 010-4175-9815 31 경영학과 홍남선 농구

24 산악회 조선공학과 13 송달준 010-5260-1308 18 원예과학과 나해영 등산

25 승달회 무역학과 16 문준희 010-2574-6772 39 관광경영학과 김효진 축구

26 유스호스텔 정보보호학과 18 곽승희 010-9296-3561 23 경제학과 고두갑 무전여행

27 청포도 건축공학과 14 최다훈 010-9298-8807 27 생명과학과 이오형 테니스

28 청춘부루스 조경학과 17 김소연 010-2587-0165 11 한약자원학과 김관수 친목(수공예)

29  MNU썬더스 수학교육학과 14 김기준 010-8252-6610 22 경영학과 김기범 야구

30 셔틀콕 간호학과 18 정예율 010-8211-4416 23 간호학과 조선희 배드민턴

31 MNUDO 친환경바이오융합학과 16 기명수 010-2795-6982 32 체육학과 전호문 유도

32 M.U.J.T 원예과학과 15 허인 010-7227-4318 18 해양수산자원학과 임한규 족구

33 다락방 사학과 17 김민정 010-4626-2095 14 식품공학과 마승진 차문화

목탁 약학과 15 임혁 010-2686-2724 18 친환경바이오융합과 유용권 탁구34

35

봉
사
분
과

U.R.I 사회복지학과 18 정효린 010-5675-6269 19 아동학과 안지혜 국제아동봉사

36 보람누리 친환경바이오융합학과 18 박가은 010-4912-1201 15 무역학과 유병욱 국내아동교육봉사

37 C.S.I 경영학과 16 박향희 010-3917-9655 19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 조준범 교내봉사

38 S.T.T 아동학과 16 김유라 010-9281-0048 15 아동학과 김경희 모래치료봉사

39 E.V.S 환경공학과 15 설경호 010-6632-8062 10 환경공학과 김도용 환경봉사

40 U&I Talent 융합소프트웨어 15 김성현 010-7705-3389 11 독일언어문화학과 안미현 재능기부 봉사

41

종
교
분
과

예수전도단 정치언론홍보학과 13 송현진 010-6376-7553 10 조선공학과 박종환 기독교

42 인터콥 전기및제어학과 16 임수화 010-2435-6521 13 중어중문학과 정 일 기독교

43 C.C.C 영어영문학과 14 김영현 010-8623-5628 30 교육학과 김희봉 기독교

44 JLP 정보전자공학 13 김범준 010-5706-0521 10 생명과학과 김종욱 기독교음악(CCM)

45 가톨릭학생회 미술학과 18 윤재천 010-3494-1519 17 사회복지학과 진혜경 가톨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