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됩니다. 첫 모임은 2월에 

소집할 계획입니다. 이번 

이사회 안건은 2014년 추

진사업과 회칙 검토 및 수

정입니다. 

30년사는 2014년 주요사

업입니다. 출판은 12월 총

회/연말파티에 있을 예정

입니다. 

장학사업은 경제적으로 어

려운 재학생을 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봄소풍은 봄맞이 산행으로 

합니다. 

골프대회는 외대 동문회와

의 시합을 추진 중입니다. 

2월—이사회 모임 

3월—임원회 모임 

4월– 봄맞이 산행 

6월—골프 대회  

10월—가을 소풍 

12월— 총회/ 

30년사 출판기념/송년회 

서른 살. 봄, 여름, 가을, 겨

울, 이렇게 사계절이 서른 

번 지나갔습니다. 이제 동

문회는 청년기를 지나 장년

기에 들어섭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숙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 뉴욕지구 

서강대학교 동문회를 출산

하고 양육하여 오늘날의 모

습으로 이끄신 전 회장단 

동문들, 또 성장의 고통을 

같이 이겨내신 선배님과 후

배들, 그 노고에 새삼 감사

드립니다. 

서강 뉴욕 동문회의 장년기

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성

장 과정을 되돌아보며 30

년사를 써 보고자 합니다. 

함께 참여하고 싶은 동문들

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1994 년 에 창 간 되 어 서 

2002년이후에 중단되었

던 서강 뉴욕 동문회의 소

식지 ‘서강 뉴스’를 다시 

재간합니다.   

‘서강 뉴스 ’는 분기마다 

출간될 예정이며, 매년 첫 

번째 소식지만 우편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e-서강 

뉴스로 이메일로 배부됩

니다.  

이메일 업데이트가 필요

한 동문들은 동문회로 연

락 바랍니다.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이

사회는 전 회장단 동문들

과 회장단 추천으로, 60년

대와 70년대 동문들로 구

서강 뉴욕 동문회 30살 

동문회비는 연 $40이며 주

로 동문회 운영비와 동문의 

경조사 지원에 쓰입니다. 

동문회가 발전하기 위해 동

문들의 후원이 절실합니다. 

후원금은 2014년 행사보조

와 장학 지원 (재학생 

해외연수 지원)에 쓰입

니다.  회비와 후원금

(Payable  to  SAGNY)을 

동문 사무실로 보내 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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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 뉴스’ 재간  

추진사업 및 행사 

이사회 소집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에 사는 서강 동문을 찾

고 있습니다. 서강대학

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동문, 또 졸업하지는 않

았지만 ,  서강대학교에 

다녔던 분을 아시면 동

문회로 연락 주십시오. 

동문들의 동정과 연락

처를 업데이트하고 있

습니다. 직장, 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에 변경사항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동문은 

동문회로 연락바랍니

다. 

동문 가정의 기쁨과 슬

픔을 동문회가 같이 나

눌 때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에 대한 위로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 동문 

가정의 경조사를 동문

회에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동문소식 

동문회비와 후원금 



2013년 총회/ 송년회 

축하합니다—장학금 수여 

학번부터 1960학번 동문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대학

시절로 돌아간 듯 즐겁게 보냈습니다. 화기애애했던 송년

회는 2012년-2013년 동안 수고했던 이명수 회장이 2014

년-2015년 동안 수고할 원유봉(’73)신임 회장을 소개함으

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뉴욕 서강동문회는 올해도 장학금을 재학생에게 지급했습

니다. 장학금은 동문들의 후원금으로 마련되었고, 교환학

생으로 온 7명의 재학생을 장학금 수혜자로 뽑았습니다. 

장학금은 2013년 12월 14일 총회 때, 많은 동문들의 박

수를 받으며 수여되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재학생은 선

우현 (’11 영문), 이영은(’11 경영), 이보미(’10 정외), 한

혜조(’10 경영), 김용일(’08 경제/경영), 박미지(’12 신방), 

정용영(’10 불문)입니다.  

눈이 엄청나게 쏟아진 날. 2013년 12월 14일

(토). 뉴저지 티넥에 위치한 나비 박물관 (World 

of Wings)에서 대 뉴욕 서강 동문회가 2013년을 

마감하는 총회 및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저녁 6

시 반, 8인치 이상 쌓인 눈을 헤치고 하나 둘... 약 

50명이 넘는 반가운 얼굴들이 모였습니다. 식장

에 우아하게 마련된 리셉션 실에서 간단한 칵테

일 시간을 갖고 오랜만에 모인 동문들이 서로 인

사를 나누었습니다. 서강 교가로 시작한 총회는 

이명수(’79) 회장이 진행을 맡아 2013년 동문회

의 활동을 보고하고 전임 회장이었던 장홍수(’

73) 동문께 감사패를 증정하였으며, 교환 학생으

로 온 7명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1부

를 마쳤습니다. 한식과 일식 뷔페로 풍성하게 차

인 저녁 식사 후 문의준(’81) 동문의 사회로 시작

한 2부는 여흥을 돋구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

행되었습니다. B-Boy의 춤, 장상태(’73) 동문의 

노래, 동문들의 춤, 넌센스 게임, 래플 등은 2012

동문회 연락처 

대 뉴욕지구 서강 대학교 동문회, Sogang Alumni 

Greater New York (SAGNY)는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회장 : 원유봉(‘73 전자) 

회계 : 이명수(‘79 영문) 
 

동문회 연락처 

SAGNY 

216 Broad Ave Unit 1, Palisades Park, NJ 07650 

Tel: (908)461-1178 

Email: sogang.university.alumni@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