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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 코리안 퍼레이드 참가 

지난 9월 15일, 44가에 위치한 Azusa 

of Japan이라는 식당에 반가운 얼굴들

이 모였습니다. 지난봄에 이어 두 번째

로 만나는 이번 모임의 주인공들은 대

부분 맨해튼에서 근무하는 동문들로 

바쁜 일정을 쪼개어 점심시간에 모였

습니다. 이 날 모인 맨해튼 동문들은 

대 서강 뉴욕 동문회의 소모임 활성화

를 위해 원유봉(전자 73) 회장이 제안

한 바 있는 소모임 육성 프로그램에 따

라 맨해튼 모임의 회장으로 이태식(경

영 81) 동문을, 총무로 임동혁(영문 94)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태식 회장의 제안으로 8명

의 동문들이 뉴욕 동문회 회비를 선뜻 

내주었습니다. 맨해튼모임에 관심있는 

동문들은 동문회로 연락바랍니다. 

뉴욕지구 한국대학동문총연합회(총연)은 지난 10월 4일, 맨해튼에서 

한국일보 주최로 매년 열리는 행사인 코리안 퍼레이드에 참가했습니

다. 새벽부터 쏟아지는 비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에서 마련한 비옷을 

입고 인하대 김준영 님을 기수로 한 18명의 총연팀은 계획대로 12시

에 6th Avenue 38th Street를 출발해서 27th Street까지 성공적으로 퍼레

이드를 마쳤습니다. 우천으로 참석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총연은 교

포사회의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한인 이민사회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모습은 보여주었습니다.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숙명여대, 

연세대, 인하대, 중앙대 등 8개의 대학 동문회가 참가했으며 서강 동

문회에서는 장홍수(정외 74) 동문이 참가했습니다.  

9월 15일 맨해튼 모임 



10월 18일 가을 야유회 

하이킹, 바비큐, 족구까지 모든 활동이 끝나고 헤어지

기 직전, 최도광(72 무역) 선배님께서 모두 둥글게 원

을 그리며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게임 하나… 

궁금했는데… 선배님께서 모두 돌아가며 서로를 한

번씩 안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한

번씩 안아주는데…. 따뜻한 체온과 함께 감동이 전해

져서 울컥했습니다. 우리 서강의 선배님들은 참 따뜻

한 사람들입니다. 다가오는 12월 13일에는 대 뉴욕 

동문회 30주년 기념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열 일을 

제쳐놓고 참석해야지…. 

글 : 성수선(92 독문) 

 

고운 단풍잎이 반짝이는 호수 수면으로 떨어지는 뉴

욕 Rockland Park에서 지난 10월 18일, 서강 뉴욕 동문

들의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회사 선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임원도 안되고, 돈도 없

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으니까 동문회에 나가기가 

싫어. 성공을 쇼잉하기 위한 거지. 동문회는.” 

감히 단언하건대… 그 선배가 우리 서강 뉴욕동문회

에 나와 본다면 동문회란 그런 “과시적인” 모임이 아

니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 하

늘 아래서 우리 서강의 동문회란… 사랑을 받고 사랑

을 주는 곳입니다. “서강”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보듬

어 주는 곳.  

이번 야유회도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다 

함께 공원을 한 바퀴 돌며 도란도란 예기를 나누고, 

바비큐를 하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7살 꼬마부터 

70살 대선배님까지 모두 모여 족구를 하고. 

일부 대학의 “대형 동문회”처럼 형식적인 식순도, 의

례적인 인사 말씀도, 전투적인 체육대회도 없이… 아

무런 부담 없이 서로의 애정을 느끼며, 나무가 광합성

을 하듯이 삶의 의미를 충전할 수 있는 모임.  

새벽부터 일어나 바리바리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싸

오신 곽인아(81 사학)선배님은 소녀 같은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난 우리 동문들이 너무 좋아.” 



<환영합니다> 
 

 지난 8월 삼성정밀에서 파견되어 4개월간 뉴욕 

근무를 위해 온 성수선(독문 92)동문을 환영합니

다. 성 동문은 <밑줄 긋는 여자> 등, 여러 수필집

을 출판한 인기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대표 독립 영화감독인 김동원(신방 74) 

동문이 뉴욕 동문회를 지난 10월 12일 방문했습

니다. 김동원 감독은 2004년, 비전향 장기수를 

소재로 만든 다큐멘터리 <송환>으로 선댄스 영

화제에서 표현의 자유상을 수상한 자랑스러운 

서강인입니다.  

     이번 김 동문의 미국 방문은 지난 6월 선종하신,     

     한국 도시 빈민과 일생을 함께하셨던 가톨릭 예 

     수회의 정일우(John V Daly, 일명 꼬마 데일리) 신 

     부님의 생애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 위해 취 

     재차 이루어졌습니다.    

     정 신부님은 1973년, 복음을 입으로만 전할 수  

     없다면서 가난한 사람들 곁에 있기 위해 서강대 

     를 떠나 청계천 판자촌으로 들어간 후 ‘판자촌의  

     예수’라는 별명답게 평생 빈민 곁을 지키셨던 훌 

     륭하신 우리 서강인들의 스승님입니다. 

 

<환송합니다> 
 

 뉴욕 첫 해외연수 장학생인 박태일(사학 07) 동문이 

콜롬비아 연수 프로그램을 마치고 지난 8월 말, 귀

국했습니다. 

 이동국(국문 83)이 뉴욕 근무를 무사히 마치고 귀

국했습니다.  

 뉴욕을 조용히 떠나셨던 김영자(영문 63 )동문이 소

식을 보내셨습니다. 

SAGNY 동문 소식 

 2년 전 한국으로 이주한 김성훈(화공 83) 동문이 사

업차 한달 예정으로 뉴욕을 방문 중입니다.  

            왼쪽부터 성수선 동문, 김동원 동문, 장홍수 동문 

저는 4월말 뉴욕을 떠나 지금 유럽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함

부르크에 살면서 딸이 사는 런던을 자주 드나들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나이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아니면 인정하지 

못해) 악을 썼는데, 지금은 조금 수그러졌습니다. 정든 뉴욕 

동문 모두 건강하시고 남은 여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 63 김영자 드림 - 

    두 분과 가족들 모두 새로운 보금자리에서도 언제 

    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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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의 회비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 (Payable 

to SAGNY)을 동문회 사무

실로 보내 주십시오 

 <30 주년 기념집후원> 

장상태(영문 73) 

윤재진(신방 73) 

이규성(물리 73) 

원유봉(전자 73) 

이선희(독문 76) 

박영수(물리 78) 

조광용(경영 78) 

이명수(영문 79) 

이은재(수학 79) 

곽인아(사학 81) 

곽정아(영문 82) 

김미란(정외 84) 

조문경(대학원 90) 

이인경(영문 86) 

<2014년 동문회비/후원> 

이완실(생명 63) 

장홍수(정외 74) 

이태식(경영 81) 

장재진(경영 84) 

정일영(경제 83) 

윤임수(경영 84) 

이경섭(경영 84) 

김종석(경영 84) 

김준한(경영 88) 

임동혁(영문 94) 

동문회비와 후원금 

여러 동문들이 후원을 약정하셨습니다. 

2015년 목표는 $7,000.00 입니다. 
 

$1,000 : 안병설(65), 이규성(73),               

              이종훈(80) 

$500 : 장상태(73), 윤재진(73),  

         원유봉(73), 이선희(76),  

         이명수(79)   

$300 : 김미란(84), 이인경(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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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뉴욕 해외연수 후원 

동문 연락처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동

문은 동문회로 연락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에 사는 서강 동

문을 찾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와 대

학원을 졸업한 동문, 또 졸업하지는 않

았지만, 서강대학교에 다녔던 분을 아

시면 연락 주십시오.  

동문 연락처 

 

 

 

 

 

 

 

 

서강 뉴욕동문회 30주년 축하 및 2014년 송년모임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