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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 가족 봄 야유회 
 

2016년 5월 21일 토요일, 서강 가족들이 George Washington Bridge 아래에 있는 Ross Dock 
Picnic Area에서 야유회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서강 가족들은 무척 화기애애하고 즐거
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뉴욕 방문 중에 참여하신 동문도 계셨고 그 동안 바빠서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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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가 오랜만에 참여한 동문들도 있었습니다. 동문 가족들과 친구들
까지 해서 대략 32명 정도가 참석하였습니다. 

이흥경 셰프의 포스있는 요리 실력으로 만들어진 맛있는 조개구이, 새우구이를 애피타이저로 
시작하여 삼겹살과 LA갈비, 풍성한 야채와 맛있는 쌈장 그리고 잡곡밥과 흰밥 등 여러 동문들
이 찬조하여 준비한 먹거리로 맛있고 즐겁게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강 로고가 새겨
진 단체 T-Shirt를 입고 색상별로 Team을 나눈 후 발야구 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매회마다 긴
장감 넘치게 역전과 역전을 거듭한 결과 마침내 Grey Team이 우승을 하였습니다. 잠시나마 스
포츠 정신에 입각한 승부욕에 빠져 박진감 넘치는 발야구 게임에 다들 열광하였습니다. 야유회
에 찬조를 해주신 여러 동문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날 동문들이 내신 참가비는 
서강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봄 골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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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선희 골프회장

Sky View Golf Club, Sparta Township, 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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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1일 토요일, 서강 가족들이 Sky View Golf Club에서 봄 골프대회를 가졌습니다. 당초 
Scattered thunderstorm이 예상되어 걱정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창한 날씨속에서 
동문 및 가족들과 함께 단합하고 일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송진, 박민서, Mrs 박민서 등 60학번대부터 문이준, 조문경 등 80학번대까지 총 21명이 참석하
였고 저녁식사 모임에는 안별설 동문도 참여해 주셔서 우의를 다져주셨습니다. 메달리스트는 
정영태 동문, 남자부 1등은 장홍수 동문,  2등은  박민서 동문,  3등은 최도광 동문이 수상하였고 
여자부 1등은 조문경 동문, 2등은 Mrs 정영태 가족, 3등은 이선희 동문이 수상하였습니다. 축하
드리며 운동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봄 골프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동문들께서는 다가오는 9월 가을 골프대회에 참석하셔서 
청명한 가을 날씨속에 서강 가족들의 나눔의 정과 우의를 느껴보시기바랍니다. 

동문 전시회 소식 

Suejin Jo(조수진 60 영문) 동문의 전
시회가 2016년 5월 24일부터 ~ 2016
년 6월 18일까지 맨하탄 The Painting 
Center에서 있었습니다. 이에 서강 뉴
욕동문회는 축하 꽃바구니를 전하며 
Jo 동문의 성취를 축하하였습니다.  

Jo 동문은 컬럼비아대학교로 유학을 
왔다가 진로를 서양화가로 변경하여 
the Art Students League에서 미술 공
부를 한 후 서양화가로서 특히 단색화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의회도서관, 체이스맨하탄은행, 서강
대학교, 9/11 Memorial Museum, 한
국외환은행, 현대건설, 풀무원 등이 
Jo 동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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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inting Center, Manhattan, NY 오른쪽 끝 조수진(60 영문)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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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태 동문 배우자 부고    
 
서강 가족여러분, 2016년 6월 2일 목요일, AK Macagna Funeral Home에서 장상태(73 영문) 
동문의 배우자 장영희님의 환송예배가 있었습니다. 많은 서강 가족들이 장상태 동문에게 위로
의 말씀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에 서강 뉴욕동문회는 장상태 동문 및 가
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근조 화환을 보내 애도를 표했습니다. 

2016년 뉴욕 해외연수 장학생  

2016년 뉴욕 해외연수 장학생인 한지은(15 사회과학부) 동문이 뉴욕
에 도착하여 7월 18일부터 Columbia University Summer ESL 
Course에서 더위도 잊은 채 어학연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동문 선배들과의 저녁식사 모임도 마련하여 교류의 시간도 가졌습
니다. 연수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동문 가족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
탁드립니다. 

동문회비 및 기타 후원금  

동문회비와 이사회비는 동문회 운영비와 장학금 적립, 동문의 경조사 지원에 쓰이고 기타 후원
금은 장학금후원(재학생 해외연수 지원), 남양주발전기금, 일반 동문회 후원 비용으로 쓰입니
다. 동문회비는 연간 $60입니다.  $60 중 $40는 동문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 $20는 장학금
으로 적립합니다. 이사회비는 연간 $200입니다.  

동문회가 발전하기 위해 여러분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2016년에도 더 많은 동문이 회비납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의 회비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을 동문회 사무실(Payable to 
SAGNY, Mail to 42 Broad Avenue, Suite #5, Palisades Park, NJ 07650)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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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15 사회과학부) 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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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비 및 기타 후원금 납부명단(2016년 누적 기준)

알림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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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도 광 (72 무역) 
회   장 : 조 광 용 (78 경영)

       서강대학교 뉴욕지구동문회 (SAGNY) 연락처 

Mail: 42 Broad Avenue, Suite #5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655-1781, 917-400-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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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필(61 경제) $60 
윤규방(62 철학) $60 
박영학(64 영문) $60 
송    진(64 경제) $60 
배화순(71 영문) $60 
최승유(72 독문) $60 
전미경(78 화학) $60 
조광용(78 경영) $60 
정중화(80 정외) $60 
곽정아(82 영문) $60 
조수진(60 영문) $60 
이완실(63 생명) $60 
강신애(63 사학) $60 
박민서(65 물리) $60 
정재경(76 사학) $60

2016년 동문회비

이병필(61 경제) $200 
송    진(64 경제) $200 
최도광(72 무역) $200 
전태원(75 외교) $200 
조수진(60 영문) $200 
원유봉(73 전자) $200 
윤재진(73 신방) $200

2016년 이사회비

이종구(69 화학) $500 
원유봉(73 전자) $500 
이명수(79 영문) $400 
강신애(63 사학) $100 
이규성(73 물리) $1,000
윤재진(73 신방) $500 
이종훈(80 경영) $1,000 
이인경(86 영문) $500 

2016년 장학금후원

이병필(61 경제) $240 
송    진(64 경제) $40 
배화순(71 영문) $200 
최도광(72 무역) $300 
정중화(80 정외) $100 
곽정아(82 영문) $40 
이완실(63 생명) $100 
이    영(73 경영) $200 
정재경(76 사학) $200

2016년 남양주발전기금

배화순(71 영문) $40 
이규성(73 물리) $200

2016년 일반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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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이름  

입학연도  

전      공  

납부금액 동문회비: $                        , 이사회비: $                         , 장학금후원: $                                                                               

남양주발전기금: $                               , 일반후원: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집 주소  

회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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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의 동문회비 또는 $200의 이사회비와 여러분의 소정의 소중한 후원금을 동문회 사무실
(Payable to SAGNY, Mail to 42 Broad Avenue, Suite #5, Palisades Park, NJ 
07650)로 보내 주시기바랍니다. 납부서에 내용을 기재하시어 동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문회비 및 기타 후원금 납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