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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정기모임  

지난 3월 10일 Fort Lee에 있는 한식집 풍림에서 이사

회의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송진 이사장, 최도광, 조문경, 곽인아, 조광

용, 윤재진, 박재정, 원유봉 동문회장이 모였습니다. 

오찬과 함께 2015년 행사 계획 검토, 동문회의 새 사

업 제안, 회칙 변경 제안 등의 안건으로 만난 자리에

서 회장은 우선 1월 임원회 보고와 2015년 행사 계획

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문회의 발전을 위한 이

사회의 역할을 논의하며 동문회의 여러 활동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권을 결정하였습니다. 회장이 동문회의 

새 활동으로 제안하여 이사회를 통해 추인된 사항은 

1) 웹사이트 제작과 2) 웹사이트를 통해 동문들의 사

업을 광고하고 또 동문들이 원하는 사업을 광고한다

는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 박재정(78 화공)동문이 장학회장을 맡

아 주시기로 쾌히 승낙하셨습니다. 박 동문께 감사드

립니다.  

뉴욕 동문회는 2015년 설날을 맞이하여 특별한 잔치

를 하였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박찬응(69 영문) 동문께서 2월 20일 NYU에 판소

리 강연 차 오신 덕분에 뉴욕 동문회는 21일, 박 동문

을 모시고 색다른 설날을 보냈습니다. Tuxedo의 안병

설(65 물리) 동문께서 흔쾌히 잔치 마당을 펼쳐주시어 

행사는 한층 더 운치를 더했습니다.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발에도 불구하고 삼삼오오 모인 동문들은 

오랜만에 만난 박 동문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득한 학

창시절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최성숙(66 영문) 동문

께서 직접 끓여주신 설 떡국을 나누며 오랜만에 고향

에서 느끼는 설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식사 후 장상태

(73 영문) 동문이 이끈  60, 70년대 스타일 Sing along 

시간으로 잔치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그 후에 펼쳐진 

판소리 마당에서는 자리에 모인 동문들이 박 동문의 

깊이 있는 가락에 심취되어 눈 내리는 Tuxedo의 설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편지  

곧 설인데 몸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뉴욕 동문회 파이팅!!        박태일 (07사학)올림 

 

 

          

 

 

 

 

 

 

 

 

 

 

 

 

 

 

 

 

 

 

 

 

 

 

 

 

 

 

지난해 7월, 2014년 뉴욕 

장학생이 되어 한 달간 콜

롬비아 대학에서 언어 연

수과정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 2월 졸업식으로 서

강 동문이 된 박태일 군에

게서 온 반가운 소식과 사

진입니다.  박태일 군의 졸

업을 축하합니다.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소식 전해드립니다 

2/12 (목)은 졸업식이었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사진 찍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서강에서의 순간순간들이 제

게 너무 값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생 함께하고 싶은 선후배들을 만나고  

교수님들께 배우며 꿈을 키우고. . . 

오늘 졸업식이 끝난 학교를 동기들과 둘러보며 

비록 졸업해서 학교를 떠나지만, 마음만은 항상 모교

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다음으로 뉴욕 동문회의 초청을 받은 

경영학과 정서광 군과 저녁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 

동문 장학회 정영미 선배님과 함께 맛있는 커리와 난

을 먹으며 뉴욕 생활에 대한 팁과 선배님들과 즐겁게 

지냈던 얘기들, 추억들을 공유했습니다 :-) 미력하나

마 서광 군이 무사히 뉴욕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문

제나 여행준비에 있어서 전력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

니다!! 

정신 없이 일하다 보니 뉴욕에서의 생활이 그리워지

고 또 선배님들 만나서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기회가 

닿을 그날을 기다리며, 한국에서 소식 전합니다.  

동문 여러분, 

봄비인줄 알았더니 아직도 올 눈이 남았다고 하네요.  

오늘 서울에서 서강 뉴욕동문회 오피스로 큰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2014년 뉴욕 장학생 박태일 동문으로부터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박태일 동문 어머니로부터입니다. 

직접 농사지은 콩, 팥, 도토리 가루, 그리고 정성스럽

게 짠 들기름입니다. 감사하다는 편지와 함께. . . 

편지를 받고 서강 뉴욕동문들이 '‘참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3월 4일 원유봉 (뉴욕동문회장) 



뉴욕 동문 여러분,  이번 사내 정기 인사에서 본점 발

령을 받아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농협 본점은 서대문 

역에 위치하고 있으니 서울 출장 오셨다가 근처 들르

시는 분들은 기회 되면 그때 또 뵙겠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년간 지내면서 동문 여러분들을 뵙

게 되어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임동혁 드림 

조수진(60 영문) 전시회 

정용영(10 불문) 결혼식  

뉴욕 동문 막내인 정

용영 동문 (불문 10)이 

서선영 군과 지난 4월 

25일 오후 7시,  

Wayne의 베다니 교회

에서 결혼식을 올렸습

니다.  축하 드립니다. 

두 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

랍니다. 

2015년 뉴욕 동문회 해외연수 장학생 

안녕하세요 뉴욕 선배님들. 

저는 이번 서강 대뉴욕동문회 해외연수 장학생으로 선

발된 경영학과 11학번 정서광입니다. 

저는 92년생, 올해 만 23세이며 남학생이고 이제 군에

서 전역한 후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선배님들께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메

일을 보냅니다.  

이번 여름의 뉴욕 연수는 제게 너무나 소중하고 값지

며 행복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나와

는 다른 것들에 대해 더욱 더 열린 마음을 가지며 다른 

국적의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려고 합

니다. 또한 제가 현재 꿈꾸는 것에 한 발자국 더 다가

서는 과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게 주신 모든 뉴욕동문

회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제 삶에서 결코 잊지 못할 

날들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기회를 받은 것에 걸맞게 더욱 열심히, 열정적이고 멋

지게 살겠습니다. 

한국은 요새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2015 뉴욕연수장학생 

정서광 드림 

뉴욕의 Chashama Open Studios D2에서 지난 3월 20일

과 21일, 조수진 선배님의 작품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왕성하게 작품활동을 하시는 선배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Blue House Year 2014  Suejin Jo 

          임동혁(94 영문) 귀국 인사 



환영합니다. 

 최정봉 (87 정외) 동문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뉴욕에서 살았는데 서로 알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최정봉 동문은 현재 NYU Tisch college 

       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최정봉 동문! 

 박철웅(98 사학/경영) 동문은 현재 맨해튼에 거주

하며 식당 반주 (Ban Joo)에서 General Manager 로 

일합니다. 맨해튼에 가실 경우 반주에 들러 인사도 

나누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세요. 

 정용영(10 불문) 동문은 피앙세를 따라 뉴욕으로 

최근에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5일에 피

앙세와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정 동문은 지난 2012년 해외 교환학생으로 뉴욕에 

와 있을 때 2012년 뉴욕 서강의 밤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금윤지 (11 신방)는 현재 교환학생으로 St. Perter's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에 

위치하는 St. Peter's는 예수회 대학입니다. 지난 설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서강에서는 학생기자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대뉴욕지구 한국 대학동문총연합회는 지난 3월31일

(화) 에 열린 총회에서 약 5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

데 제16대 김영길 회장의 뒤를 이을 17대 회장에 김만

길(인하대)을 선출하였습니다. 이, ·취임식은 5월1일 

오후 7시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립니다. 이날 제16대 

김영길(경희대) 직전 회장의 뒤를 이어 제17대 김만길

신임회장이 대학 총연 협회기를 전달받습니다.  총연

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학 총연 새 회장 선출  

현재  Rutgers에서 회계학 박사 논문을 준비 중인 김종

겸 (97 경영) 동문이 SUNY at New Patz에서 회계학과 

조교수로  취업 되었습니다.  2015학년도 9월 학기부

터 가르치게 됩니다.  

 춘계 골프 대회  

푸르른 잔디와 향기로운 꽃 내음을 그리며 춘계 골프

대회를 준비합니다. 되도록 많은 동문들께서 참석하

셔서 즐기기를 바랍니다. 작년 가을 대회가 갑작스런 

폭우로 취소가 되어 근 일년 만에 열리는 골프 대회

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

셔서 즐거운 만남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소 : EMERSON GOLF CLUB 

           99 PALISADE AVE 

           EMERSON, NJ 07630 

           TEL: 201-261-1100 

  일시 : 5 월 16 일 (토) 12:00 PM 

  회비 : $120 (부부 참가 $200) 

12시에 모여 간단한 점심을 하고 1 시에 TEE OFF 예정

입니다. 골프 후에 CLUB HOSE DINING ROOM 에서 

푸짐한 저녁 식사와 여흥 시간을 갖습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푸짐한 상품도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동

문들께서 참석하셔야 즐거움이 더 커집니다. 

항상 후원해 주시는 보스톤 동문들 그리고 필라델피

아 동문들께서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

랍니다.  

참가 신청은 저에게 이 메일이나 전화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19일  

골프회장 윤재진(73 신방) 드림 

tel:201-261-1100


"IT와 창업으로 대학의 미래 바꿀 것" 유기풍 총장 LA 방문 

왼쪽부터 서강대 미주 동문회 허수정 부회장, 박성수 남가

주 동문회장, 유기풍 서강대 총장, 권영일 총장 비서실장    

유기풍 총장이 실리콘 밸리 혁신센터 개소를 맞아 미

국을 찾았다.  

북가주 실리콘밸리 소재 코트라 무역관내에 마련된 

'서강 실리콘 밸리 혁신센터( Sogang Silicon Valley In-

novation Center· SSVIC)'는 7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카네기멜론 대학 출신 이상수 박사를 센터장 및 겸임

교수로 영입한 SSIC는 서강대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

업 중 하나다.  

개교 이래 최초의 이공계 출신 총장인 유 총장은 전

공 학문을 살려 IT와 창업을 대학 체질 개선과 발전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보고 있다. 

유 총장은 "한국 대학의 예산 구조가 지나치게 등록

금 편중적"이라며 "한국은 대학생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금과 장학금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고 특허

와 라이센싱 건수 그리고 동문지원마저 적어 등록금 

없이는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IT와 창업 등이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식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정의 약 30~40%를 교수 연구 결과와 산학협력 라

이센싱으로 충당하는 스탠포드 대학 등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라는 유 총장은 "SSVIC를 통한 통한 연구개

발과 리서치는 물론 미주 동문간 네트워크 강화, 서강 

동문의 실리콘밸리 밸트 진출 지원, 재학생과 졸업생

들을 위한 창업, 취업, 그리고 연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유 총장은 방미 기간 중 서강대의 고질적인 교육 및 연

구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착수한 '남양주 캠퍼스' 

건립을 위해 동문들의 지원을 구할 작정이다.  

6일 저녁 LA한인타운 소재 마당몰에서 열린 동문 모임

을 통해 오는 2020년에 개교할 예정인 '남양주 캠퍼

스'를 '유비쿼터스 레지덴셜 칼리지(Ubiquitous Residen-

tial College·이하 URC)'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펼쳐 보

이며 미주지역 동문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교육·연구·

비즈니스가 한 곳에서 융합된 선진국형 대학 모델인 

URC를 육성해 서강대의 성장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한승 기자  헤럴드경제(LA)제공  

 뉴욕동문회 2015년 행사  

 5월 16일 봄 골프대회 

 6월 20일 피크닉  

 7월 1일-8월 15일: 뉴욕 장학생 해외연수 기간 

 9월 19일 가을 골프대회 

 10월 24일 단풍놀이 산행 

 12월 11일 2015년 서강인의 밤,  총회/송년모임 

동문회비와 후원금 

동문회비는 동문회 운영비와 동문의 경조사 지원에 쓰

이고 후원금은 행사 보조와 장학 지원, (재학생 해외연

수 지원)에 쓰입니다. 동문회비는 $60입니다. 동문회

는 언제나 동문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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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73)                            

회계 : 이명수(영문 79) 

 

 

 

 

 

 

 

 

 

 

동문회 연락처 

SAGNY 

216 Broad Ave Unit 1                                  

Palisades Park, NJ 07650 

Tel: (908)461-1178 

Email: sogang.university.alumni@gmail.com 

동문회비와 후원금 

동문회가 발전하기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절실합니

다. 회비는 동문회 운영비와 동문의 경조사 지원에 

쓰이고 후원금은 행사 보조와 장학 지원, (재학생 해

외연수 지원)에 쓰입니다.  

2015년 회비는 $60 입니다. 

$60 중 $20은 장학금으로 적립하고 $40은 동문회 운

영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2015년에도 더 많은 동문이 회비납부에 참여해 주시

길 바랍니다. 동문회는 언제나 동문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0의 회비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 (Payable to 

SAGNY)을 동문회 사무실로 보내 주십시오 

나누는 기쁨, 쌓이는 양식   

서강 프라이드의 격조를 높여줄 동문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생활에서 발견하는 작은 기쁨을 전해주

십시오. 어떠한 형식의 글이라도 좋습니다. 좋은 책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동문님들의 안목으로 추천

해 주시는 책이 뉴욕에서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

림이나 음악에 대한 소개, 영화에 대한 소개와 추천도 

환영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전문적 지식과 교양을 나

누어 주십시오. 보내주신 원고는 잘 갈무리하여 서강 

프라이드에 싣겠습니다.  

독후감을 기억하십니까? 

“서강대학교가 들어가면 공부 엄청 시킨다던데, 어느 

정도인지?” “일단 서강대에는 독후감이 있습니다. 1학

년 때 전 학부생이 쓰는 것이죠. 한 학기에 8번, 총 16 

번을 써야 합니다. 독후감은 악명이 매우 높죠.” 학교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 이다. 학생들 입장

에서는 ‘악명도 매우 높다’지만 독후감은 서강만의 독

특한 제도로 유명세를 탄지 오래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이대학보(2000년 10월)는 이렇게 전했다. “서강 고등

학교라 불릴 만큼 독특한 학풍을 지닌 서강대에는 40

년 전통의 독후감 쓰기가 있다. 어느 대학이나 교양국

어과목에서 글쓰기를 하고 있지만 서강대 독후감 쓰기

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도방식으로 유명하다.” 2000

년 무렵 모교의 독후감 제도는 1학년 학부생 전체를 

대상으로 전담 조교 20명이 운영했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8매 이상으로 7매는 불량이고 6매는 미제출 처

리되며,  마지막 페이지는 반 이상 채워야 했다. 직접 

손으로 써야 했으며 컴퓨터로 작성한 것은 미제출 처

리됐다. 내용 이해력, 문장 구성력, 형식적 측면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뒤 불량,  미제출, 면담 대상자를 공고

한다. 첨삭지도가 이루어졌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교

와 면담을 해야 했다. 독후감 원고지는 마감일 오전 10

시까지 X관 2층 독후감 제출함에 넣어야 했다. 마감 시

각이 가까워지면 제출함 주변에 진을 치고 앉아 정신 

없이 원고지 칸을 채우는 학생들이 많았다.  

전력 질주로 숨이 턱까지 

차오른 학생들이, 마감 시

각이 되어 제출함을 열고 

독후감 원고지를 수거하는 

조교에게 원고지를 제출하

는 모습도 다반사였다.  

서강 엣집 404 에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