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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동문회 주최로 지난 10월 10일 약 40명의 워싱톤 디

시/필라/뉴욕/보스톤 지역 동문들이 뉴저지 잉글우드에 있

는 크라운 플라자호텔에 모였습니다. 1박2일의 프로그램으

로 골프도 치고, 상호협력도 논의하며, 저녁과 여흥을 즐겼

습니다.  뒤풀이로 맥주도 마시고 다음날 해장으로 벅찼던 

가슴을 풀었습니다. 

 

대학 때 선후배로 지내던 뉴욕의 박재정(78화공) 동문과 워

싱톤 D.C의 김흥철(81화공) 동문의 재회, 또 같은 과 동기인 

뉴욕의 김준성(85전산) 동문과 보스톤 이세형(85전산), 그리

고 뉴욕의 박찬미(83국문) 동문과 워싱톤 D.C의 배은영(83

국문) 동문의 대학 졸업 후 첫 만남은 보는 우리에게도 가

슴 벅찬 만남이었습니다.  

 

또 뉴욕 73학번 남자 중창단이 탄생했습니다. ‘영재규태’라

는 뉴욕중창단은 70, 80년대 노래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몸

은 서른(?)을 훨씬 넘겼지만 ‘영재규태’의 아름다운 노래는 

잠시 잠깐이었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그 시절, 서강 교정에

서의 20대, 그 설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네 지역 동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 뉴욕 사

업인 해외연수장학사업을 확대하자는 제안에 네 지역 동문

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랑스런 서강인—팔팍 한국어를 책임지다 

 

 

          

 

 

 

 

 

 

 

 

 

 

 

 

 

 

 

 

 

 

 

 

 

 

 

 

 

 

제 3 기 뉴욕 장학생  

모집 공지 

(재)서강동문장학회(이사장 김덕용

(76 전자)와 서강대뉴욕동문회(회장 

원유봉 73 전자)는 서강대학교 학부 

재학생 1명을 선발해, 2016년 여름

방학 기간 중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서강대뉴욕동문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해외여행 및 어학연

수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대학생들

에게 미국 뉴욕지역에서 어학연수를 

하며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는 취지로 이번 프로그램을 

(재)서강동문장학회에 일임했고, 어

학연수에 필요한 경비 일체(왕복항

공료, 어학연수 수업료, 숙소)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학부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

탁 드리며, 선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첨부된 신청서로 공지된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13

일입니다. 

자격 조건은 1)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생; 2) 해외여행 및 해외연수를 

다녀온 적이 없는 학부생; 3) CGPA가 

2.0 이상; 4) 건강하고 성실한 서강 학

부생 입니다. 



득남, 축하 합니다 

김종겸 (97경영 )동문 가정에 

둘째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지

난 10월 15일에 Hackensack 병

원에서 태어났으며 무게는 

7lb 0.5oz이고 키는 20inch입니

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합

니다. 

위로합니다 

인사 드립니다 

 뉴욕으로 최근에 오신 동문들, 정중화(80 정외)동문과 오

승제(81 신방)동문/김미희(84 수학)동문 부부를 환영합니

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80학번 정외과 정중화

입니다. 작년 말 삼성화재를 

퇴직하고 현재 뉴저지 리버

엣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푸

르덴셜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

탁드립니다.   -정중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84학번 김미희입니다. 

저는 남편 직장관계로 뉴욕에 왔습니다. 현재 뉴욕한

국문화원장으로 부임한 남편은 81학번 신방과를 졸

업한 오승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이선희(76 독문) 동문의 어머니와 정재경(76 독문) 동문의 어

머니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직접 찾아 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가을 이사회 

지난  9월 18일 12시에 뉴욕 서강 이사회가 모였습니다. 참

석한 10명의 이사들은 송진, 최도광, 윤재진, 장상태, 원유봉, 

김대식, 박재정, 조광용, 이명수, 곽정아 동문입니다.  

2016년-2017년 차기 이사장 선출과 차기 동문회장 추천의 

안건으로 토의한 결과, 최도광(72 무역) 동문이 차기 이사장

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임기는 2016년 1월부터 2년간입니다. 

또 차기 동문회장으로는 그동안 동문회 임원으로 오랫동안 

수고하셨던 조광용(78 경영) 동문이 추천되었습니다. 추천된 

조광용 동문은 12월 6일 총회 때 뉴욕동문들의 승인을 얻은  

후에 2016년 1월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수고하셨던 송진(64 경제) 이사장님과 원유봉(73 

전자) 동문회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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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ogangnewyork.com 

2015년 서강 뉴욕 총회 

2015년 12월 6일(일)은 동문회 총회 및 뉴욕 서강인의 날입

니다. 동문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소중한 동문회의 일원

입니다.  가족과 함께 참석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세한 일정이 나오면 뉴욕 웹사이트와 이메일로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12월 6일에 만납시다. 

동문회 참여 

 동문회 이사진이나 임원으로 섬겨 주십시오 

 회비 및 후원금을 보내 주십시오. 

 동문 사업들을 웹사이트에 광고해 주십시오. 

 웹사이트 광고모집 

서강 뉴욕 웹사이트(www.sogangnewyork.com) 에서 동

문사업들을 광고해 드립니다.  광고비는 연 $120입니

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관심 있는 동문들은 동문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동문회비와 후원금 

2015년이 두 달 남았습니다.  

아직 동문회비를 내지 못하신 동문들은 2015년 회비

를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가 발전하기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절실합니다. 

후원금은 연회비 ($60), 이사회비($200), 일반 후원, 장

학 후원으로 나누어집니다.  회비는 동문회 운영비와 

동문의 경조사 지원에 쓰이고 후원금은 행사 보조와 

장학 지원, (재학생 해외연수 지원)에 쓰입니다. 연회비

의 $60 중 $20은 장학금으로 쓰여집니다. 

$60의 회비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 (Payable to 

SAGNY)을 동문회 사무실로 보내 주십시오. 

동문회 활동에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동

문회를 도와 주실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

습니다.  

 동문들 자신이나, 주위 동문들의 소식을 알려주십

시오.  

10-10-2015 미 동북부 모임—회계보고 

회비와 후원금을 포함, 총 수입은 $6,920이었습니다.  골프

대회에 소요된 비용이 $2,261.82, 디너에 쓰인 금액이  

$2,589.40, 여흥비 지출이 $1,000, 그외 지출(트로피, 배너, 

타 지역 동문들을 위한 뒤풀이와 아침 식사)이 $891.53으

로 총지출 $6,742.75에 $177.25 이 남았습니다. 남은 수익은 

동문회 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