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왕복 비행기표 

- 약간의 용돈 

장학생이 3주간 체류할 수 

있도록 뉴욕 동문 댁에서 

홈스테이를 자원하셨습니

다. 

2014년 프로제트 비용은 

2013년에 모금된 후원금

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동문회는 재학생의 해외 

연수 프로젝트를 계속 지

원하기 위해 매년 기금 모

금을 하고 있습니다. 2014

년 모금 목표는 $6,200입

니다. 동문 여러분의 끊임

없는 후원을 기다립니다. 

지난 2월 17일, 뉴욕 동문회 

30년을 기념하여 오늘날 동

문회가 있기까지 수고하신 

60, 70년대 선배님을 중심

으로 역대 회장단이 오찬을 

나누며 좌담회를 가졌습니

다. 특별히 이날 좌담회에는 

서 강  대 외  교 류 처 (SFC) 

Weekly 기자인 석창남 동문

(07 정외)이 참석하여 좌담

회를 이끌었습니다. 석 동문

은 뉴욕 동문회 취재를 위

해 워싱턴에서 참석하였습

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

인 동문들은 30년 전 동문

회가  출발한 배경과 그동안 

동문회를 이끌어 오면서 소

중하게 남아있는 아름다운 

추억을 나누며 지난 30년 

간 쌓아온 정을 확인하였습

니다. 또한 동문회가 지나온 

30년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

하게 될 앞으로의 30년을 

바라보며 세대를 넘어서는 

동문들 간의 결속과 우정을 

다지기 위해 동문회가 나아

가야 할 방향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

하였습니다. 이날 좌담회는 

‘세계 속 그대, 서강의 자랑

이어라.’라는 제목으로 SFC 

Weekly 328호(2014. 3. 14)

에 특집으로 실렸습니다. 

http://hompi.sogang.ac.kr/
fund/newsletters/nl328/

form.htm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0년 기념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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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학생 확정 

개교 54주년 

해 “서강은 선진적 학

사 시스템과 우수한 교

수진으로 탁월한 인재

를 꾸준히 배출해왔으

나 , 최근 물질 중심의 

가치관으로 대학 환경 

역시 자유롭지 못한 채 

변화의 소용돌이에 묻

히고 있는 실정이다”라

며 “통합적 인간을 길

러내는 것이 예수회 대

학의 목적인 만큼 서강

이 본연의 정체성을 잃

지 않고 참된 지혜와 봉

사 정신을 갖추도록 힘

을 모아야 한다”고 강

조했습니다.  

지난 1월 임원회와 이사회

에서 결정한 재학생 해외 

연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2014년 뉴욕 동문회 

해외연수 수혜자로 박태일

(07 사학)이 선정되었습니

다. 박태일군은 콜롬비아 

대학 어학연수 프로그램 

(7.14. 2014~8. 8. 2014) 에 

이미 입학 허가를 받았으

며 현재 비자 신청 중입니

다. 

이 프로젝트는 서강 총동

문회와 함께, 자격 갖춘 재

학생 1명을 선발하여 3주

간의 연수 프로그램을 전

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

격은 1) 집안 형편이 어렵

고, 2) 해외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없는, 3) 품행 단정

하고 성실한 학생이어야 

합니다. 총 비용 $5,000로 

다음을 지원합니다: 

- 콜롬비아 대학 어학연수

3주 프로그램 학비전액  

매년 4월 18일 생일을 맞

이하는 본교는 이보다 앞

선 지난 16일에 개교 54주

년 기념 축하미사를 올렸

습니다. 예수회 대학으로

서 서강이 지나 온 발자취

와 나아갈 길을 살피는 시

간이었습니다. 미사 중 김

정택 이사장은 강론을 통 

홈커밍데이 

‘홈커밍데이’는  입학한

지 50년과 30년이 된 

학번 동문들이 모여 입

학 50주년과 30주년을 

축하하는 동문 행사입

니다. 올 6월에는 64학

번이, 10월에는 84학번

이 각각 그 주인공이 

됩니다. 서강 동문 간의 

따뜻한 우정을 되새기

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홈커밍데이 행사에 많

이 참여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http://hompi.sogang.ac.kr/fund/newsletters/nl328/form.html
http://hompi.sogang.ac.kr/fund/newsletters/nl328/form.html
http://hompi.sogang.ac.kr/fund/newsletters/nl328/form.html


4월 12일 서강 뉴욕동문회 산행 

증대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름다운 장소 제공은 물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

시고 훌륭한 강의까지 하신 최성숙 동문, 날짜를 잘 

잡고 참여를 독려한 원유봉 회장, 가녀린 몸에도 물품

을 구입하고 자리를 멋지게 셋팅한 곽인아 동문, 그리

고 사진도 찍고 알맞게 고기와 고등어를 구워 성공적

으로 바베큐한 정성윤 동문,  워싱톤, 필라등 멀리서 

참가한 동문들에게 깊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고참이 되신 최광남, 송진 선배님과 열 일 마다하고 

동문회에 가치를 부여하고 참가한 여러 동문들….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길 기원합니다.  

                                

                                                     글 : 최도광(73 무역)  

http://youtu.be/WWUs_MrXRKs 에서  

산행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야외 행사는 그날의 날씨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려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3월 정한 날인 오늘, 

70°F가 넘고 바람 한점 없는 청명한 하늘에 모두들 입

을 모아 감탄을 했습니다. 안병설 최성숙 동문 댁에 도

착한 동문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서 Appalachian Trail(전 

구간 430m이하의 고도)의 88마일 뉴욕 구간 중 일부

를 한 시간 남짓 오르니 사위가 탁 트인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메인 주의 Katahdin Mountain에서 시작

해 동부 14개 주를 관통하는 2,200마일을 남으로 내달

아 조지아 주의 Springer Mountain에서 끝난다는 그 유

명한 Trail의 일부를 25명의 동문들이 3개월이나 내주

기 싫어하던 겨울을 마침내 포기하고 지표를 연 대자

연과 호흡을 함께 하며 걸었다는 것이 의미가 깊고 가

슴도 뿌듯했습니다.  

남아있던 조광용 동문은 하산 시간에 맞춰 차콜에 불

을 붙여 바비큐를 준비했고 풍성하고 싱싱한 야채 샐

러드, 먹음직스러운 과일 등 건강식 메뉴가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산행길이 길고 험하지 않아 허기지진 

않았지만 맛있는 음식에 자연의 맛을 더하니 모두들 

원더풀! ! !  곽인아 동문은 우리가 즐겨 먹는 게 자신의 

기쁨이라며 와인, 커피, 잘 구워진 고구마, 케익 등을 

어미 새가 사랑스런 새끼에게 먹이듯 쉴 새 없이 가져

다 주었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안병설 동문이 지난 2년 

동안 심혈을 기우려 개발한 셀폰이나 타블릿을 승용

차나 집에 장착하기에 가장 간편한 제품을 시연해 보

인 것이었습니다. 서강 동문이 구입하여 발생한 수입

금을 동문기금으로 희사하겠다는 안동문. 부디 매출이 

http://youtu.be/WWUs_MrXRKs


          <축하합니다> 

- 필라델피아의 반태영(69  

화학)동문이 어여쁜 손녀를 

보셨습니다.  

- 김소연(07 대학원)동문이 5

월 4일 오후 5시 뉴저지 티

넥의 나비 박물관에서 결혼

식을 올립니다.  

- 이선희(76 독문) 동문이 가

장 높은 부동산 매매로 NAR 

(National Association of Real-

tors)의 우수에이전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 이영(73 경제)동문이 사업 확장으로 맨하탄 중심부에 

'Spa bene'를 개업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 이태식(81 경영)동문이 2월 1일 KOTRA 북미주 본부장

으로 부임하여 서강 뉴욕 동문회의 새 가족이 되셨습니

다.  환영의 뜻으로 지난 4월 28일 맨하튼에서 근무하시

는 동문들과 ‘번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태식 동문을 

비롯해서 이동국(83 국문), 이경섭(84 경영), 김종석(84 

경영), 김준한(88 경영), 임동혁(94 영문), 원유봉(73 전

자), 박찬미(83 국문)동문이 참석했습니다.  봄기운이 무

르익어 화창한 날씨에 Lexington Avenue에 있는 S. Dynas-

ty에 모여 점심을 나누며 동문 골프대회, 해외연수 장학

생 프로젝트, 뉴욕 동문회 30년사 기념집 발간 등 동문

회 행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재진(73 신방)동문이 2014~2015년 골프회장직을 수

락하셨습니다. 동문회 행사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행사

를 이끌어가실 윤회장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 드립니다. 

<알립니다> 
 

지난 4월 17일 뉴욕주립대학 Stony Brook 한국학 연

구소가 주관한 심포지움에서 미저리 주에 사시는 이

매자 동문(61 영문)의 ‘The Voices of Heaven’ 에 대한 

소개와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The Voices of Heaven’ 

은 한국 전쟁 동안 겪었던 한 가족의 사랑과 절망에 

관한 자전적 소설입니다. 강연에서 만난 이 동문은 

작은 체구임에도 강연을 듣고 있는 관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연 후 이 동문은 

서강 뉴욕 동문회의 방문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

다. 또 윤규방(62 철학)동문, 이혜식(61 사학)동문과

의  뜻하지 않은 만남도 반가웠습니다. 세월이 지나

도, 어디에서 만나도, 세대가 달라도 역시 서강인을 

만나면 환하게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링크에서 이 동문의 강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youtu.be/GFD-6JFLF5A    

SAGNY 동문 소식 

소식지 제호 변경 

서강 뉴욕 동문회의 소식지 ‘서강 뉴스’의 제호가 

‘Sogang Pride’로  변경됩니다.  ‘서강 뉴스’는 총동문

회 소식지의 제호이기에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아울러 소식지는 동문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Sogang Pride에 실어 나누고자 하는 소식이나 이야

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동문회로 보내주십시오.  

   (왼쪽부터 윤규방, 이혜식, 이매자 동문)                   <하늘의 목소리> 

http://youtu.be/GFD-6JFLF5A


이사회는 역대 회장단의 추천으로, 60년대

와 70, 80년대 동문으로 구성됩니다. 지난 2

월 17일에 2014년 첫 이사회를 열고 새 이사

장과 이사진을 선임했습니다. 안건으로 

2014년 추진사업 보고와 동문회 회칙을 검

토하고 회원 자격 항목과 회장 선출 방법 등 

일부 회칙을 수정했습니다. 이사장으로 송진

(64 경제)동문이, 부이사장으로 안병설(65 물

리)동문과 윤재진(73 신방)동문이 선출되었

고 신임 이사로 조문경(90 경영대학원)동문

이 합류했습니다. 서강 뉴욕 동문회의 비약

적 발전을 위한 이사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

대합니다. 이사회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

든지 동문회로 연락 주십시오. 

동문회가 발전하기 위

해 여러분의 후원이 절

실합니다. 회비는 동문

회 운영비와 동문의 경

조사 지원에 쓰이고, 후

원금은 행사 보조와 장

학 지원(재학생 해외연

수 지원)에 쓰입니다. 

$40의 회비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 (Payable 

to SAGNY)을 동문회 사

무실로 보내 주십시오.                   

<2014년 회비 납부>  

조수진(60), 이병필(61), 

박영서(61), 윤규방(62), 

최광남(63), 이완실(63), 

송   진(64), 김광운(64), 

박영학(64), 안병설(65), 

박민서(65), 이종구(69), 

반태영(69), 배화순(71), 

최도광(72), 윤재진(73), 

이규성(73), 원유봉(73), 

박재정(78), 곽인아(81), 

곽정아(82), 문이준(82), 

정성윤(82), 박찬미(83), 

이동국(83), 김미란(84),

이수영(84), 이인경(86), 

김소영(07 대학원)                            

<2014년 후원금 납부>    
$500-$1,000 :             

최광남(63), 원유봉(73) 

$300-$500 :               

이병필(61), 송  진(64)                     

$100-$300 :               

조수진(60), 안병설(65), 

윤재진(73), 이규성(73), 

박재정(78) , 김미란(84)            

$10-$100 :                 

박영서(61),  이완실(63), 

김광운(64),  박민서(65), 

최도광(65),  문이준(82)                              

동문회비와 후원금 

5월 :  임원회                                   

6월 :  춘계 골프 대회                                

7월 :  해외 연수 장학생 환영식                

10월 :  가을 소풍                                    

12월 :  총회/송년회                               

30년사 출판회는 12월 총회/송년회 

때 있을 예정입니다. 

요 추진 사업으로 기념집을  발간합

니다. 기념집 발간은 서강의 품은 떠

났지만 여기 뉴욕에서 변치 않는 우

정을 나누며 살아온 지난 시간을 되

돌아보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게 될 

동문회에 바람직한 이정표를 마련하

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에 4월28일 

회장 원유봉(73 전자), 편집장 최도광

(73 무역), 편집위원 박찬미(83 국문)

는 제1차 편집회의 했습니다. 이곳에

서 열심히 살아가는 서강인의 이야기

가 오롯이 담긴 기념집을 만들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가 필요함을 회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첫 작업으로 학

창시절, 서강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

과 이야기, 지난 30년 간 뉴욕 동문회

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 그리고 현재 

동문회의 모습이 담긴 사진 자료와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자 하는 자료를 동문회로 보내주십시

오. 동문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 부

탁 드립니다. 

이사회 소식 

Sogang Alumni Greater New York (SAGNY)  

대 뉴욕지구 서강대학교 동문회, Sogang 

Alumni Greater New York (SAGNY)는 1984

년부터 뉴욕 서강인과 함께하는 비영리 단

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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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 뉴욕 동문회 30년사 

1984년 출발한 서강 뉴욕 동문회가 올해로 

30년을 맞이합니다. 동문회는 뉴욕 동문회 

출범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4년의 주 

동문회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