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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옛집 1 ~ 2월 호 특집기사 “2019년 서강을 소개 합니다” 기사를 편집요약했습니다. 

첫 째, 6,000 서강에서 8,000 서강으로 커졌습니다. 한 학년 신입생 숫자가 정원외 모집 350명
을 포함하여 대략 1,920명 정도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한 학년 학생수가 2,000명 정도이고 미
국 아이비리그 대학 정원이 대략 2,000명 전후 입니다. 서강은 질적 수월성 교육을 위해 한국
의 타 경쟁대학(대략 4,000명 전후)보다 입학정원을 작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의미있게 작은 
대학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대학이라고 기죽지 마세요!!! 2018년 재학생 기준 남학
생이 55%, 여학생이 45%입니다. 2018년 기준 외국인 학생은 2,087명으로 학위과정에 752명, 
연수과정에 1,335명이 있습니다. 출신국가별로는 중국이 805명, 미국이 224명, 일본이 115명, 
대만이 109명, 홍콩 108명, 프랑스 91명, 베트남 61명, 태국 46명, 싱가포르 44명, 네덜란드 42
명, 독일 32명, 캐나다 32명, 이탈리아 25명 등입니다. 학위과정만 보면 중국 627명, 대만 31명, 
홍콩 15명 등입니다.  

둘 째, 신입생의 입학전형이 다양합니다. 일반전형 약 1,500명, 특별전형으로 특기자전형 약 40
명, 고른기회대상자 전형 약 40명, 대학별독자전형 약 20명, 농어촌전형 약 50명, 특성화고교
전형 약 10명, 장애인전형 약 5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전형 약 30명입니
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외 모집 전형은 350명입니다. 고등학교 유형별로
는 일반고가 약 50% , 자율고가 20%, 외국어고 및 국제고가 14%, 과학고 2%로 특목고와 자율
고 출신 입학생 비율이 타 경쟁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신입생 선발기준으로는 학
생부위주(수시), 실기위주(수시), 논술위주(수시), 수능위주(정시) 등 전형이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약 3:1 입니다. 

셋 째, 새로운 건물이 많이 생기고 전공이 다양합니다. 1988년부터 학생회관으로 쓰던 C관은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으로 새롭게 신축되었습니다. C관 아래쪽 등나무 벤치가 있던 자리에
는 베르크만스 우정원 건물이 신축되어 학생복지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민광장 자
리에는 곤자가 플라자로 신축되어 컨벤션홀과 식당, 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이 입주해 있습니
다. 전공에 있어 국제인문학부에는 중국문화전공이 새롭게 개설되었고 일본문화전공이 폐과
되었습니다. 지식융합미디어학부가 새롭게 만들어져 신문방송학, 미디어&엔터테인먼트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아트&테크놀로지전공이 속해있습니다. 또 학부 구분없이 학생들이 설계하
여 개설하는 연계전공과정이 있습니다. PET(정치학·경제학·철학)전공, 공공인재전공, 
교육문화전공, 동아시아학전공, 바이오융합기술전공, 스타트업전공, 스포츠경영전공, 스포츠
미디어전공, 융합소프트웨어전공, 한국발전과국제개발협력전공 등이 이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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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로 보는 서강 

서강옛집 3 ~ 4월 호 특집기사 “순위로 보는 서강”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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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행사계획
 
A. 동문회 공식사업

1) 봄 산행 및 바베큐파티
  - 일시: 5월 4일 토요일 AM 10:30 ~ PM 4:00

2) 봄 골프대회
  - 일시: 6월 1일 토요일 AM 12:00 ~ PM 5:00

3) 가을 단풍 산행
  - 일시: 9월 28일 토요일 AM 10:00 ~ PM 2:00

4) 정기 총회 및 송년회
  - 일시: 12월 8일 일요일 PM 5:00 ~ PM 10:00
  - 장소: Double Tree Hotel by Hilton,  Fort Lee  NJ

B. 기타 주요 행사 및 모임

1) 뉴욕 장학생 연수
  - 대상: 김지수(2015 Art & Technology)
  - 기간: 7월 초 ~ 8월 중순
  - 장소: Columbia University, NY

2) 문화기행
  - 동문들간 활동의 장을 만들고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뮤지컬, 발레, 재즈 등 공연 관람에서  
    여행까지 다양한 이벤트 진행  
  - 연 3회 ~ 4회 예정 (추후 공지)  

3) 바다낚시
  - 동문 단체 바다낚시
  - 7월 27일 토요일 PM 12:00 ~ PM 7:00
  - Long Island, NY

4) 1박 2일 골프 모임
  - 골프를 좋아하는 동문들을 위한 행사
  - 8월 예정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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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목회
  - 매월 세번째 목요일 시간 되시는 동문들의 편안한 점심식사 모임
  - 일시: 매월 세번째 목요일(5월 16일 등) PM 12:00 ~ PM 13:00
  - 장소: 뉴저지 포트리 한식당

6) 노래방 번개팅
  - 웬지 울적하거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소리치고 싶을때 노래방 번개팅을 요청 하세요!
    누군가 같이 울적한 마음을 달래주거나 좋은 기분을 더욱 상승시켜 줄것입니다.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동문회 임원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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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이   름

이사장 이 규 성 (73 물리)

회   장 조 광 용 (78 경영)

골프 회장 문 이 준 (82 경제)

골프 부회장 조 문 경 (19기 경영원)

산행대장 김 영 식 (75 영문)

서강프라이드 편집장 송 국 법 (97 사학/경영/법학)

문화기획단장 윤 재 진 (73 신방)

장학위원장 박 기 영 (86 경영)

행사위원장 이 흥 경 (81 정외)

회   계 정 중 화 (80 정외)

감   사 조 문 경 (19기 경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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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동정 
단고재를  창립한 고 이현손(61 사학) 도예가와 남궁훈(91 경영) 카카오게임즈 대표이사가 제22
회 자랑스런 서강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06년 별세한 이현손 동문은 고려청자, 조
선순백자, 분청사기 등 전통 도자기 재현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국내 도자기 업체 '단고재'를 설
립해 생활자기와 도예작품을 선보이며 후학 양성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남궁훈 동문은 한게
임 창립 멤버로 게임계에 입문한 이래 NHN USA 대표이사, CJ인터넷 대표이사, 위메이드 엔터
테인먼트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게임 산업을 이끈 경영인으로 평가됩니다. 게임인
재단을 설립해 미래 게임 인력 양성을 돕고 중소규모 게임 업체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
습니다. 

동문 동정 
서강뉴욕동문회에서 많은 활동을 해오신 이선희(76 독문)동문의 부친 이필선 장로님께서 1월11
일 서울에서 별세하셨습니다. 뉴욕동문회에서는 근조화환을 보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작년 Palisades Park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아깝게 분패한 원
유봉 동문(73 전자)이 다시 한 번 재도전의 의지를 다지며, 지난 4월1
일 Palisades Park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등록을 하고, 다가오
는 6월 4일 민주당 예비선거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슬로건은 
Team Up for the people로, 한인들이 60%가 넘는 Palisades Park에
서 한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초석이 되겠다"는 출마의 변을 밝
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운동과 캠페인에 자금과 인력, 자원봉사
자가 많이 필요하여, 원유봉 동문께서 서강뉴욕동문회에 도움을 요
청하였습니다. 자원봉사를 하시거나 후원금을 전달하실 분은 원유
봉 동문께(핸드폰번호 908-461-1178)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봄 산행 및 바베큐파티 
1.  일시: 5월 4일 토요일 AM 10:30 ~ PM 4:00

2. 장 소: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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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결산 보고 (2018.12.31 기준) 

- 모금에 협조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서강대학교 뉴욕지구동문회 !8

자금 보유 현황

전년 이월 금액 $22,111

당기 수지 차이 $2,727

12월말 기준 잔액 $24,838

수  입

동문회비 $1,640

이사회비 $2,700

장학기금 $7,520

특별후원 $1,100

골프회비 $2,750

송년회비(2018년) $3,450

수입 합계 $19,160

지  출

운영비 총 $2,324

경조비 및 찬조금 $1,670

인쇄 및 우편비 $480

웹사이트 사용료 $149

동문회 등록비 $26

장학금  $6,312

수업료 $3,973

왕복 항공료 $1,241

숙박비 $600

식비 $498

골프대회 $2,875

송년회 $4,922

지출 합계 $1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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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비 및 후원금 납부명단 (2018년도)

서강대학교 뉴욕지구동문회 !9

2018년 동문회비 2018년 이사회비 2018년 장학후원금

2018년 특별후원금

김광운(64 물리) $140 
임필재(67 생명) $100 골프후원 
이규성(73 전자) $150 및 상품 골프후원 
이    영(73 경영) 골프공후원 
장홍수(74 외교) $200 골프후원등 
황인신(75 무역) $140 
이선희(76 독문) $50 및 상품 골프후원 
정영태(76 독문) 상품 골프후원 
조광용(78 경영) $200 송년회후원 
이명수(79 영문) $20 및 상품 골프후원 
조문경(90 경영원) 점심등골프후원 
김상균(86 경영) $100 골프후원 
——————————— 
합  계:                   $1,100

이병필(61 경제) $200 
송    진(64 경제) $200 
안병설(65 물리) $200 
임필재(67 생명) $200 
이규성(73 물리) $200 
장상태(73 영문) $200 
윤재진(73 신방) $300 
장홍수(74 외교) $200 
전태원(75 외교) $200 
이선희(76 독문) $200 
정재경(76 사학) $200 
이명수(79 영문) $200 
조문경(90 경영원) $200 
——————————— 
합  계:                   $2,700

조수진(60 영문) $200 
이병필(61 경제) $300 
이완실(63 생명) $100 
송    진(64 경제) $40 
윤수학(66 독문) $200 
이종구(69 화학) $500 
이규성(73 물리) $1,000 
원유봉(73 전자) $500 
이    영(73 경영) $240 
장상태(73 영문) $500 
윤재진(73 신방) $500 
이선희(76 독문) $500 
당옥순(77 국문) $100 
조광용(78 경영) $300 
이현호(78 영문) $300 
이명수(79 영문) $500 
조문경(82 경영원) $100 
곽정아(82 영문) $1,500 
박기영(86 경영) $ 140 
——————————— 
합  계:                   $7,520

조수진(60 영문) $60 
백용기(61 경제) $60 
윤규방(62 철학) $60 
이완실(63 생명) $60 
송기철(64 경제) $60 
송    진(64 경제) $60 
김광운(64 물리) $60 
박영학(64 영문) $60 
안병설(65 물리) $60 
윤수학(66 독문) $60 
임필재(67 생명) $60 
이종구(69 화학) $60 
이    영(73 경영) $60 
장홍수(74 외교) $60 
황인신(75 무역) $60 
정재경(76 사학) $60 
당옥순(77 국문) $60 
조광용(78 경영) $60 
남애영(79 영문) $80 
이명수(79 영문) $60 
이종훈(80 경영) $60 
정중화(80 정외) $60 
박기영(86 경영) $60 
유동일(86 화학) $60 
김영록(87 전자) $60 
박철홍(98 사학/스경) $60 
—————————— 
합  계: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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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비 및 후원금 납부명단 (2019년도)

서강대학교 뉴욕지구동문회 !10

2019년 동문회비 2019년 이사회비 2019년 장학후원금

이병필(61 경제) $200 
안병설(65 물리) $200 
——————————— 
합  계:                  $400

이병필(61 경제) $240 
——————————— 
합  계:                  $240

이병필(61 경제) $60 
안병설(65 물리) $60 
최성숙(66 영문) $60 
—————————— 
합  계: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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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비 및 후원금 
동문회비와 이사회비는 동문회 운영비와 동문의 경조사 지원 등에 쓰이고 장학 후원금은 재학
생의 뉴욕 연수 지원에 쓰이며 특별 후원금은 기타 동문 행사에 쓰입니다. 동문회비는 연간 $60
입니다. 이사회비는 연간 $200입니다. 동문회가 발전하기 위해 여러분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더 많은 동문이 회비납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의 회비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을 
동문회 사무실(Payable to SAGNY, Mail to 824 Broad Avenue, Suite C, Ridgefield, NJ 07657)
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사항 
서강대 대 뉴욕동문회 소식지인 Sogang Pride는 분기마다 출간되며, 매년 첫 번째 소식지만 우
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는 이메일로 배부합니다. 이메일 등 연락처 업데이트가 필요한 동문들
은 동문회로 연락 바랍니다. Sogang Pride의 격조를 높여줄 동문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뉴
욕, 뉴저지, 코네티컷에 사는 서강 동문을 찾고 있습니다. 동문 사업을 웹사이트에 광고해 주시
기바랍니다. 서강 뉴욕 웹사이트(http://www.sogangnewyork.com)에서 동문사업을 광고해 
드립니다. 광고비는 연간 $120입니다. 동문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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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ang Alumni Greater New York (SAGNY) 

서강대학교 뉴욕지구동문회, Sogang Alumni 
Greater New York (SAGNY)은 1984년부
터 뉴욕지구 서강인과 함께하는 비영리 단체입
니다.                                                           

이사장 : 이 규 성 (73 물리) 
회   장 : 조 광 용 (78 경영)

       서강대학교 뉴욕지구동문회 (SAGNY) 연락처 

Mail: 824 Broad Avenue, Suite C  
         Ridgefield, NJ 07657            
Tel: 201-655-1781, 917-400-9915  

Email: sogang.university.alumni@gmail.com 
Website: http://www.sogangnewyork.com

http://www.sogangnewyork.com
http://www.sogangnewy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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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이름  

영어이름  

입학연도  

전      공  

납부금액 동문회비:    $                                                이사회비: $             _       ___                                      

장학후원금: $                                                특별후원금: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집 주소  

회사 주소  

서강대학교 뉴욕지구동문회 !12

$60의 동문회비 또는 $200의 이사회비와 여러분의 소정의 소중한 후원금을 동문회 사무실
(Payable to SAGNY, Mail to 824 Broad Avenue, Suite C, Ridgefield, NJ 07657)
로 보내 주시기바랍니다. 납부서에 내용을 기재하시어 동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문회비 및 기타 후원금 납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