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강뉴욕동문회  춘계 골프 대회  

 Sogang Pride 
    그대 서강의 자랑이듯 서강 그대의 자랑이어라. 

2015 - August 

Sogang Alumni Greater New 

York (SAGNY) 

216 Broad Ave Unit 1 

Palisades Park, NJ 07650 

 

창간 : 1994년 3월 

발행인 : 원유봉 

편집인 : 박찬미 

SAGNY 

Tel: 908.461.1178 

email : 

sogang.university.alumni 

@gmail.com 

서강뉴욕 웹사이트 

지난 1월 임원회에 건의한 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서강 

뉴욕동문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주소는 서강 뉴욕 웹사

이트입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면 '동문 사업 소개' 페이지가 

있습니다.  사업 소개를 위해 간단한 광고 페이지를 제작하

려고 합니다. 광고비 후원을 받아 동문회 기금을 마련하고

자 합니다. 동문들의 연락 기다립니다. 또 웹 매스터로 봉

사하시고 싶은 동문들을 기다립니다 .  연락 주십시오 .                  

회장 원유봉(73 전자) 드림 

서강뉴욕동문 여러분, 

 

지난 5 월 16일 춘계 골프대회를 잘 마칠 수 있어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날씨 걱정을 하였으나 우리가 골프를 

치는 동안에는 아주 좋은 최상의 날씨였습니다. 아마 비도 

우리의 모임을 위해 피해 간 것 같습니다.  

모두 28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난번 대회보다는 약간 적은 

인원이었으나 그래도 모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을 대회는 9월 19일(토)입니다. 가을 대회에 대한 안내는 

7 월 말 경에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을 대회에도 많은 

동문들의 참석을 기대합니다.  

이번 대회를 위하여 상품을 협찬하여 주신 이규성, 장상태, 

이선희 동문, 예쁜 모자를 만들어 주신 이 영 동문, 그리고 

현금으로 지원하여 주신 송진 동문, 장홍수 동문께 감사드

립니다.  

가을 대회에 다시 뵙겠습니다.  

5월 18일 골프회장 윤 재진 (73 신방) 드림 

http://www.sogangnewyork.com/
http://www.sogangnewy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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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오전 10시. 서강 뉴욕동문들이 봄 소풍으로 모인 

장소는 뉴욕 주 턱시도 팍에 있는 안병설/최성숙 선배님 댁.  

두 선배님께서 기꺼이 동문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막내 서강인인 1년 11개월, 김재경군을 포함한 29명 중 21명

이 선배님 댁에서 가까운 산으로 하이킹을 떠났습니다. 

중간에서 포기했던 2014년 봄 산행을 기억하면서 하이킹은 

그만두고 점심 준비만 해야지 라고 결심했는데..... 이번엔 전

혀 험하지 않다는 안 선배님 말씀에 속아(?) 산행하는 1시간 

내내 불평하면서 후회했던 나. 그 불평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고 같이 걸어주었던 박찬미 동문,  또 내 등을 밀어 

주고 싶다면서 격려해 준 정성윤 동문 덕분에 정상에 올랐

습니다.  . 

앞장서서 리드해주신 송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60년대 학번

선배님들의 체력(아니 저분들은 산삼을 잡수셨나? 기운이 

좋으시네....), 김종겸 동문(97경영) 품에 안긴 채 하이킹 내내 

신기해하면서 자연을 바라보는 재경군(아마 재경이는 자연

이 처음인지도 모르겠네...)의 지구력을 실감하면서, 올해도 

역시 체력을 길러야겠다고 결심하지만..... 

더 많은 서강 뉴욕인들이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간

직하면서 2015년 봄 하이킹의 막을 내립니다. 

사진은 http://www.sogangnewyork.com/#!our-

community/c5uq 에 올렸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즐거운 점심시간. 올해도 역시 그릴 매스터는 조광용 동문

과 정성윤 동문.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어울리는 것이 예사

롭지 않네요. 

불고기, 갈비, 고등어, 새우, 신선한 야채, 오이 소박이 등등. 

역시 땀을 흘린 후, 점심은 그야말로 꿀맛 그 자체! 이명수 

동문 부부가 준비해온 과일. 김미란 동문이 만들어온 쌈장  

과 옥수수. 조문경 동문이 가

져온 고구마. 

그래도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서강 로고가 그려진 케

이크! 우리 모두를 서강인이라

는 사랑의 띠로 묶어주었

던 곽인아 동문의 작품입니

다. 로고를 자르기가 안타까웠

지만 케이크의 소명을 다 해

야 하니까.... 

http://www.sogangnewyork.com/#!our-community/c5uq
http://www.sogangnewyork.com/#!our-community/c5uq


제 2 기 뉴욕 장학생— 정서광 

동문 여러분 

7월 7일 새벽에 2015년 뉴욕해외연수장학생 정서광(11경영)

군이 뉴욕에 입성했습니다. 

사진으로 봐서 핸섬한 건 알았는데 키가 엄청 큽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일 압도당했던 점이 키가 큰 미

국사람들이라는 것이었는데.... 정군은 미국 청년들 가운데 

있어도 키로는 절대 꿀리지 않겠네요. 

대한민국의 국력과 키 성장도는 어쩜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뉴욕동문 장학회장으로 봉사해 주시는 박재정 동문이 새벽 

1시에 도착한 정군을 공항에서 픽업했습니다. 

박 장학회장님,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회장 원유봉(73 전자) 드림 

정서광, 워싱톤DC 방문 

박재정(78 화공) 뉴욕장학회장은 지난 7월 25-26일 정서광

군과 함께 워싱톤 DC 동문들을 방문했다. 

김흥철 DC 동문회장님, 

이번 DC방문 기간중 김경아총무님과 함께 베풀어 주신 환

대와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재정드림 

안녕하세요? 뉴욕장학금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정서광

(11 경영)입니다. 현재 제가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콜

롬비아대학의 Summer ALP (American Language Program)입니

다. 방학동안 영어를 공부하며 글로벌한 커큐니케이션을 

배우기 위해 전세계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함

께 공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14명의 학생들과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의견을 공유하고 개

진한다는 점,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새로

운 시각을 접한다는 점, 모든 것이 참 자유롭고 긍정적이라

는 점 등 정말 많은 것이 흥미롭습니다. 

지난 주에는 메트박물관에서 작품들을 감상하며 영어로 의

견을 나누고, 감상한 감정들을 토대로 토론을 하기도 했습

니다. 세계 최고의 문화, 예술의 도시인 뉴욕에서 공부를 한

다는 것은 이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몸으로 느

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을 선물해 주신 뉴욕선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떠나는 날까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The Korea Society 연례 만찬 초대 

        서강 뉴욕 동문 여러분께 

저희 2015년 연례만찬이 오는 6월 22일 (월) 개최합

니다. 올해 만찬에는 World Bank Group Jim Yong 

Kim 총재님을 주 연사로 모시고 한미 연대를 축하하

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며, 전 서강대 총동문회장이

셨던 김호연 회장님께서 The Van Fleet Award를 수상

하실 뜻 깊은 행사입니다. 이를 기념해  Ambassador 

Lippert 그리고 General Scaparrotti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많은 정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뜻 깊은 상

호 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찬 프로그램

의 주요행사로 오준 유엔대사님의 리더십으로 일곱 

분의 UN 대사님들과 유엔주요위원님으로 구성 멤버

가 되어있는  UNRocks의 공연이 있을 예정이고 김구 

재단의 후원으로 판소리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코리아소사이어티 부회장, 소피아 강 드림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만찬은 뉴욕동문 18명이 참석했습

니다. 밴 플리트상을 수상하는 김호연 전 총동문회장의 호

의로 김용 세계은행총재의 한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에의 기대를 갖게 한 연설을 듣고 어깨가 으쓱헸던 자리였

습니다. 사정상 김호연전총동문회장은 직접 참석하진 못했

지만, 밴플리트상을 대리 수상할 때는 다시 한번 서강인의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딸과 참석하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졸업

한 이종구(69화학)동문을 몇 년 만에 만나 반가웠습니다. 

                                                          최도광(73 무역)           

 뉴욕동문회 2015년 행사  

 7월 1일-8월 15일: 뉴욕 장학생 해외연수 기간 

 9월 19일 가을 골프대회 

 10월 24일 단풍놀이 산행 

 12월 11일 2015년 서강인의 밤,  총회/송년모임 

<날짜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동부 컨퍼런스 추진 

미동부  컨퍼런스는 4지역 동문회가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문

회장들이 지역 동문들의 의견을  물어 어느 정도 호응이 있

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7월 23일,  4 지역 동문회장들이 SNS 로 만나 의논했습니

다. 날짜는 10월중 주말에 1박2일으로 정하고 장소는 뉴저

지/필라델피아의 중간 정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주관은 매년 각 동문회가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제 1 

회는 뉴욕동문회가 합니다. 

모임활동은 골프대회, 하이킹, 만찬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위원회는 활동에 따라서 윤재진, 곽인아, 조광용 동문

으로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해지는 추후 알려드리

겠습니다.                             - 회장 원유봉(73 전자) 드

필라델피아 동문회의 신덕희(74영문)회장이 미동부 컨퍼런

스(보스톤/뉴욕/필라/워싱톤)를 제안했습니다.  



2015년 회비 후원금 감사합니다 

 뉴욕장학금 후원 

$1,000 이상: 이종훈(80경영)  

$500~$1000:  이병필(61경제) 

  이종구(69화학) 

  이영(73경영) 

  장상태(73영문) 

  이선희(76동문) 

$100~$500:  송진(64경제) 

  김완동(69경영) 

  이명수(79영문) 

  이인경(86영문) 

  김미란(84정외) 

  박재정(78화공) 

  김종겸(97경영) 

   

 일반 후원 

$30~$300: 강신애(63사학) 

  김광운(64물리) 

    박민서(64물리) 

  반태영(69화학) 

  배화순(71영문) 

  김완동(69경영) 

  당옥순(77국문) 

  문이준(82경제) 

 2015년도 이사회비와 회비 

회비:  조수진(60영문)            이사회비: 조수진(60영문) 

 이병필(61경제)   이병필(61경제) 

 윤규방(62철학)   최광남(63영문) 

 이완실(63생명)   송진(64경제) 

 강신애(63사학)   임필재(67생명) 

 박영학(64영문)   원유봉(73전자) 

 송진(64경제)   당옥순(77국문) 

 김광운(64물리)   박재정(78화공) 

 안병설(65물리) 

 최성숙(66영문) 

 임필재(67생명) 

 김완동(69경영) 

 이종구(69화학) 

 백형완(70전자) 

 배화순(71영문) 

 최도광(72무역) 

 최승유(72독문) 

 정재경(76독문) 

 당옥순(77국문) 

 전미경(78화학) 

 이명수(79영문) 

 문이준(82경제) 

 김미란(84정외) 

 김종겸(97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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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소식 

  뉴욕동문이셨던 지금은 유럽에 사시는 김영자(63) 선

배님이 3번째 책 ’그대에게 만찬을’을 출판하셨습니다. 

 강신애(63사학)동문이 ’빛속에 바람속에’ 수필집을 출

판하셨습니다.   

 새뉴욕동문, 양선호(82사학)동문을 소개합니다. 현재 팔

팍에 살고있습니다. 식당컨설팅서비스업에 종사합니다. 

  뉴욕대학총연이 댄스반을 개설했습니다. 

         - 뉴저지반: 매주 일요일 오후 4-6시   (수시가입가능) 

                            장소: ’우리가락 한국문화예술원’ 

  460 Sylvan Ave #103 Englewood Cliffs, NJ  

                      문의: Mrs. 문성택 c)201-747-1754     

        - 뉴욕반:   매주 월요일 저녁 8-10시 

                       장소: ’Five Star Dance Studio’,  1층 

                                     136-19 37th Ave. Flushing, NY 

                             문의:  오은수님  c) 518-649-0327 

나누는 기쁨, 쌓이는 양식   

그림이나 음악에 대한 소개, 영화에 대한 소개와 추천

도 환영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전문적 지식과 교양을 

나누어 주십시오. 보내주신 원고는 잘 갈무리하여 서

강 프라이드에 싣겠습니다.  

 웹사이트 광고모집 

서강 뉴욕웹사이트(www.sogangnewyork.com) 에 동문사

업들을 광고합니다. 연 광고비 $120로 광고해 드리니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관심있는 동문들은 동문회사무

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동문회비와 후원금 

동문회가 발전하기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절실합니다. 

회비는 동문회 운영비와 동문의 경조사 지원에 쓰이고 

후원금은 행사 보조와 장학 지원, (재학생 해외연수 지

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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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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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