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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 골프대회 참가 

1991년 창립된 대뉴욕지구 한국대학

동문 총연합회(이하 총연)는 2008년 

이래로 계속된 침체기를 벗어나고자 

최근 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진하

고 있다. 4월 취임한 김영길 신임회장

이 이끌고 있는 연합회에서 뉴욕 서강 

동문회의 원유봉 회장은 지난 6월 20

일 총연 이사회에 참석하여 서강이 바

라는 총연의 모습에 대해 제안하였

다. 1) 각 대학 동문회의 활동을 지원하

는 총연, 2) 각 대학 동문회 사이와 이

민 사회, 나아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는 총연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 원회장은 각 대학의 여러 

동문회장들과 그 내용에 대해 많은 의

견과 공감을 나누었다.   

대뉴욕지구 한국대학동문 총연합회 

3월 18일 상견례   

본교의 이규성(물리 73), 장홍수(정외 74), 곽인아(사학 81) 동문이 

감사, 부회장 및 홍보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뉴욕지구 한국대학동문 

총연합회가 5월 28일 골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장학기금 

마련 독수리기 쟁탈대회로 총 24개 대학에서 113명이 참가하였습니

다. 이 대회의 수익금은 각 대학 동문회가 낸 장학금에 Matching Fund 

형식으로 조성되어 귀하여 쓰여질 것입니다. 올해는 경희대 동문회

가 우승했습니다.이 대회에서 장홍수(정외 74)동문은 사회자로  프

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곽인아(사학 81)동문은 홍보분과 위원장으로 

곽정아(영문 82)동문과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최도광(경

제 72), 윤재진(신방 73), 이영(경영 73), 이규성(물리 73), 장상태(영

문 73), 이선희(독문 76), 문이준( 경제 82), 장홍수(정외 74)동문들

이 참가하였습니다. 



6월 28일 춘계 골프대회 

이게 얼마만인가? 98년 이후 비즈니스와 여러 이유

로 동문 골프대회에 두 번째로 참가하는 것 같다. US 

OPEN에서 우승한 미셀 위와 리더로 올랐다가 아깝게 

2위를 한 최경주 선수의 시합을 본 감흥과 오랜만에 

반가운 동문들을 만나리란 기대 속에 에머슨 골프코

스에 조금 일찍 나갔다. 

골프 회장인 윤재진 동문이 상품들을 차에서 내리고 

접수대를 마련하고 있었다.  

뉴욕 지구 서강 동문 골프대회가 지난 6월 28일 뉴저

지 EMERSON GOLF CLUB 에서 열렸습니다. 

모두 33명이 참가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동문간

의 만남을 즐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영예의 우

승을 차지한 모교 전자공학과 교수이신 김영록 (전자 

87) 동문이 미국 방문 중 참가하셨고 북가주 동문회장

이신 김근범(경영 83) 동문과 보스톤에서 오신 이재

규(화학 79) 동문, 이세형(전산 85)동문, 그리고 필라

델피아 동문회장이신 황선동(독문 73) 동문께서 참가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한편 여자부 우승은 

노혜영(영문 73) 동문에게 돌아갔습니다.  

골프대회에 참가해주신 동문 여러분과 대회를 잘 치

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

니다. 오는 가을에도 더욱 알차게 준비하여 동문 여러

분을 필드로 초대하겠습니다. 이번에 참가해주신 모

든 동문들, 또 이번엔 참가하지 못하셨지만 가을을 기

약하고 계신 동문들… 모두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가을대회에 대한 안내는 장소와 시간이 정하여 추후

에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 윤재진 (신방 73)  

   골프대회를 마치고 

춘계 동문 골프 아우팅. EMERSON GOLF CLUB  



80년대 말부터 1년에 세 번, 골프대회를 할 때면 64학

번 동기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었는데 당시 꾸준히 참가

하셨던 김광운(물리 64) 선배님이 오셔서 저간의 소식

을 나누는 중에 모르는 후배들의 면면에서 세월의 간극

을 보는 듯 하다. 

점심 식사 후 경기규칙에 대한 설명을 듣고 33명 9개조

로 나눠 각각 지정된 홀에 가서 Tee Off를 하게 되었다. 

이병필, 송진 선배님과 함께 3번 홀에서 시작하자마자 

그 넓은 Fair Way를 놔두고 러프로 휘어가는 야속한 볼

이여!  러프에선 볼을 톡 쳐서 벗어나야 된다는데... 칠 

수 있다는 최면에 걸려 Rough To Rough로 타수 늘이기에 

몰두한다. 

마음을 비우고 무아지경에서 치면 그나마 낫다고 하지

만 기본도 까마득히 잊었으며 연습도 하지 않았으니 무

어에 불만이 있을 것인가! 참가에 의의를 두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선배님들과의 짤막짤막한 대화는 총리지

명자 사퇴와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맥주를 결들인 뷔페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자기

소개시간. LA와 보스톤에서 세 명, 휴가 중인 전자공학

과 김영록(전자공학 87) 교수, 이규성(물리 73) 동문 가

족이 네 명이나 참여했고, 원유봉(전자 73) 동문회장이 

남편과 함께 골프대회의 이모저모를 카메라에 담았다. 

장상태(영문 73) 동문의 위트 넘치는 사회로 엔돌핀 마

구 솟는 멋진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부상으로 받은 금일봉은 동창회 기금으로, 상품은  

뉴욕동문회 장학생 박태일군 도착 

필요한 사람에게 넘겨 주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준 

수상자들로 인해 더욱 훌륭한 대회의 말미를 장식하

였다.  

전화, 이메일 등 가능한 모든 연락을 취해 많은 동문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애쓰시고  나아가 상품 준비

를 위해 수고해주신 윤재진(신방 73) 골프회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글 : 최도광(무역 72)  

뉴욕 동문회에서 마련하는 ‘후배사랑’ 장학금의 첫 

번째 수혜자인 박태일(사학 07) 군이 지난 7월 7일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왕복 항공기 요금과 어학 연

수비를 제공하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박군은 맨하튼 

컬럼비아 대학에서 3주간 어학 연수를 하고 돌아

갈 예정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것을 보

고 느끼고, 배우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글 : 이명수(영문 79) 



박태일 장학생 환영회 

7월 17일 오후 6시 30분 포트리의 풍림 한식당에서 뉴

욕동문회의 해외 연수 장학생인 박태일군을 위한 환영

회가 열렸습니다. 환영회가 있기 전에 이미 이규성, 장

상태, 이선희 동문과 이종훈(경영 80) 동문은 박태일군

을 개인적으로 초대하여 환영과 격려의 뜻을 전하였습

니다. 17일 열린 환영회에서 원유봉 동문회장은 박군에

게 장학증서를 전달하였고 함께 자리한 동문들은 어려

운 과정을 통해 선발된 박군을 축하해주었습니다.  박

군은 이에 비록 3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영어공부와 

함께 세상을 더 넓게 보는 시야를 키우는 기회로 삼고 

싶다고 화답하였습니다.    

뉴욕 동문회의 장학증서를 받고 있는 박태일(사학 07)군   

박태일군 환영 모임에서...  

이 환영모임에는 10명의 뉴욕 동문들이 참석하셔서 

박태일 동문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술 이야기, 동문 

이야기, 학교 이야기, 뉴욕 이야기 등 다양한 화제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대차이? 전혀 없었습니

다. 서강은 비록 겉 모습은 변했지만,  속에 흐르는 

그 무엇인가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박태일 동문은 뉴욕 동문회의 명

예 회원으로 동문 소식을 공유합니다.  

직접 참석해 주신 동문들께 감사 드립니다. 참석하

시지는 못하셨지만 마음으로 환영해 주신 모든 동문

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알립니다> 

  

Chelsea에 있는 Denise Bibro Gallery를 비롯한 뉴

욕 일대의 전시관에서 조수진( 영문 60 )선배님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이번 여름, 예술의 세계로 초대해

주신 선배님께 감사 드립니다.  전시장에 내방하시는 

많은 동문들께는 화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공감하는 

 

 <환영합니다> 

 

지난 5월 이명근(전자 75)동문이 사업차 뉴욕을 방문

중에 뉴욕동문회 사무실에 들렸습니다. 학창시절을 함

께 보낸 원회장은 35년 세월을 통신사업으로 굳굳이 

버티고 있는 이명근 후배가  반갑고 자랑스럽다고 합

니다.   

 

SAGNY 동문 소식 

Dear friends and colleagues, 

 

Going far to Belgium to Knokke_Heist.   This 

show is all summer long on the North Sea. 

 

Denise Bibro Gallery in Chelsea, I have two 

works in “Art from the Boros II”, a large group 

show, June 19 - Aug 9. 

 

Shades of Time an exhibition from the archive 

of Korean-American Artists, part 2, which was 

shown in Korean Cultural Service in April /

May will travel to Queens Museum of Art, 

opening  June 29. 

 

Exhibition dates, June 28 - July 20, 2014. 

 

Have a great summer! 



동문회가 발전하기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절실합

니다.  

회비는 동문회 운영비와 

동문의 경조사 지원에 쓰

이고, 후원금은 행사 보조

와 장학 지원(재학생 해

외연수 지원)에 쓰입니다.  

6월 골프대회떄의 잔액

금, $1,465 이 동문회후원

금으로 전달되었습니다. 

 $40의 회비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 (Payable 

to SAGNY)을 동문회 사무

실로 보내 주십시오.                    

<2014년 후원금 납부>  

$100-$300 :   

임필재(67) 

김옥희(신방 72) 

원유봉(전자 73) 

이영(경영 73) 

장상태(영문 73) 

최승유(독문 72) 

한경희(사학 73) 

장홍수(정외 74) 

전태원(정외 75) 

이선희(독문 76)  

정영태(독문 76) 

이명수(영문 79) 

  <2014년 회비 납부>  

정성윤(화공 82) 

박찬미(국문 83) 

    

동문회비와 후원금 

9월: 가을 골프, 이사회모임 

10월 :  가을 소풍                                    

12월 :  총회/송년회                               

 

Sogang Alumni Greater New York (SAGNY)  

대 뉴욕지구 서강대학교 동문회, 

Sogang Alumni Greater New York 

(SAGNY)는 1984년부터 뉴욕 서강인과 

함께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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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해로 30년을 맞이합니다. 동문회는 뉴

욕 동문회 출범 30주년을 기념하기 위

해 뉴욕 동문들의 30년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동문들의 이야기와 사

진들을 담고 싶습니다. 30년전과 지금

의 모습들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많은 

동문들의 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문회로 연락 바랍니다. 

동문회 행사  

동문 연락처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동

문은 동문회로 연락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에 사는 서강 동

문을 찾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와 대

학원을 졸업한 동문, 또 졸업하지는 않

았지만, 서강대학교에 다녔던 분을 아

시면 알려주십시오.  

동문 연락처 

<환송합니다> 

그동안  현대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우

리와 함께 했던 박기영(경영 86)동문이 

뉴욕 생활을 정리하고 7월 25일에 한국

으로 귀국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한국은 바로 이웃집처럼 느껴

지기도 하지만, 얼굴 보기가 조금 더 힘

들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어쩐지 섭섭합

니다. 그래도 Sogang Pride로 묶여진 우

린 세계 어디에 살아도 뉴욕의 서강인입

니다. 박기영 동문이 떠나면서 해외 연

수생을 위해 써 달라고 $200 gift card를 

동문회에 전달하셨습니다. 박기영 동문

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평탄하길 기원합니다. 서강 뉴

욕동문회는 동문님을 계속 응원합니다. 

SAGNY 동문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