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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북남미주총동문회총회개최

연세대학교 북남미주 총동문회(회장 김원자)가 지난 15일(토) 오후 6시 글렌뷰에 소재한
르네상스 시카고 호텔(Renaissance Chicago Glenview Suites Hotel, 1400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에서 총회장 이 취임식을 겸한 ‘2020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 펜데믹 여파로 동문회 임원, 관계자 및 윤동주 문학상 수상자
등 30여 명의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동문회 측은 이날 시카고에서 진행된 총회를 온라
인 ‘줌’(Zoom)을 통해 생중계했으며, 참석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입장 전 발열 체크와 마
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지정석 제공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다.

김원자 총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펜데믹 여파로 이번 행사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동문들의 지혜를 모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
게 돼 기쁘다“며 온라인으로도 참석한 미주 각 30여 개 지부 동문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았다. 아울러 멀리 모교에서도 총회를 위해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서승환 총장과 환영
사를 보내준 유경선 총동문 회장, 미주 총동문회의 홍희경 이사장, 홍성달 초대 회장에게
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3대 김원자 회장은 이임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총회를 여는 것 자체가 기적
과도 같다”며 “소수인원과 화상으로나마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감사하다”
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한 “특별히 대한민국 광복 75주년을 기념한 날 총회를 열 수 있
게 돼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그는 13대 북남미주 총동문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기까지 지난 2년간 성심
껏 도와준 모든 임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신임 14대 이태섭 회장의 성공적인 임기를
기원하면서 미주 동문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태섭 신임 회장은 영상을 통한 취임사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보고 싶은
얼굴들을 볼 수 없어 아쉽지만 화상으로나마 인사를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어려운 시
기에도 수고해 주신 김원자 13대 회장단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
내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어진 임기 내 모든 계획된
일에 성실히 봉사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다짐했다.

김원자회장이임,이태섭동문취임

▲김원자미주총동문회장 ▲영상으로취임사하는이태섭신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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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에서도총회에참석하신동문들

이어진 윤동주 문학상 시상식에서는 시카고 동문인 배미순 시인이 ‘핀슨 홀 앞에서’로 대
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 특별상에는 변만식 선생의 작품이 선정됐다 .

배미순 시인은 “대학 4학년 때 연세 춘추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20대 젊은 시절부터 품어
왔던 윤동주 문학상 수상에 대한 소망을 늦게나마 50년이 지난 지금 이룰 수 있게 돼 너
무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외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물심양면으로 동문회를 위해 수고한 동문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가 전달됐다. 홍희경 이사장에게 공로패가, 홍성달•임병주 전 회장과 박철 사무차
장에게 감사패가 증정됐다.

한편 총회를 축하하는 순서도 행사 중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김영희, 곽남 동문이 각각
바이올린과 피아노 연주로 에드워드 엘가(Edward Elgar)의 사랑의 인사(Salutd’Amour)와
, 빅토리오 몬티(Vittorio Monti)의 차르다스(Czardas) 이중주를 선보였다.

오정훈 문화국장의 지휘와 제작으로 완성된 연세 시카고 싱어즈의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합창 또한 온라인으로 공개돼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마지막에는 연세 찬가와 아카라카
가 울려퍼진 가운데 폐회가 선언됐다. 이어진 만찬에서 참가자들은 안부를 전하며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동주미주문학상시상

▲시낭송하는배미순동문
(윤동주미주문학상대상수상자)

시카고동문배미순시인대상수상영예

▲간호대동문들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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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과함께 (테이블별)

▲초대회장축사대독하는
김택영고문

▲ 김영희(바이올린), 곽남(피아노)동문연주

▲미주총회의초반영상참석자들

▲사회을맡은이재상사무총장, 
김수현미디어차장

▲감사패전달박철사무차장 ▲미주총동문회기대리로이양
박준완총무국장 (시카고동문회장)

▲ 배미순수상자와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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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 #3, 4 & 5를 통해 우리는 , 1848년 한 해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
시카고가진정한 ‘교역의중심지’로도약하게된것을알았다.어떻게한해에이모든
일들이 일어 났는지는 어느 누구도 달리 설명할 수 없어 ‘신의 한 수’ 라고들 한다.
엄청난 대박을 맞은 1848년부터 시카고는 빠르게 그때까지 미 중서부의 최대
도시였던 센트루이스를 제치고 중서부의 최대 도시로 급부상하였고, 1890년 미국의
제2대 도시(The Second City)로 성장한다. 오늘은, 1848년 이후 남북전쟁(1861-65)전,
그러니까주로 1850년대중서부의최대도시가되어가는시카고를살펴보겠다.

우리가반드시기억해야할점은미국의 1850년대는유럽에서시작된산업화가본격
적으로 도입되고, 유럽이민이 급증한 시기이라는 사실. 세계역사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인 시카고의 급성장은 이러한 역사적 시기에 이뤄졌기에, 시카고는
규제되지 않은 시장 자본주의 (unregulated market-oriented capitalism)가 주도하는
산업화의 실험장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미국 어느 도시보다 더 오랫동안 지독한
몸살을 앓았다 . 도시가 커지면 가장 먼저 생기는 현상은 급증하는 상주
인구(population)이고,늘어난인구의원활한생활을위한 infrastructure마련이급선무
일 것이다. 가파르게 급증한 인구로 인해 시카고는 이런면에서 시행착오가
아주많았다.오늘은인구증가에대해서만살핀다.

통계로본인구증가:시카고는 1837년 3월 4일에 3,820명의인구로시(city)가되었다.
그 해 말 조사는 4,170명. 1840년 US센서스에는 4,470명, 1850년에는 29,963명,
1860년에는 112,172명이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시카고로 유입되었는가? 크게
나누어보면두부류다.

(a)미국내의타주 (주로동부)에서이주한미국인들.이중에는물론새로운곳에서 A
merican dream을 성취하기 위해 이주한 사람들도 있고, 범죄/사회적 문제가 있는
과거를감추고들어온사람도있었다.또,어느정도자본을가지고온사람들도있지
만,맨손으로이주한백인들도있다.한마디로,천차만별.그러나,이들은조금후에유
입되기시작한이민자들과구별하여 native라는 banner아래뭉치게된다.

(b) 유럽 이민자들- 특히 독일인, 아이리시, 그리고 작은 수의 노르웨이/스웨덴 이민.
(일리노이-미시간) 운하공사의 잡 창출로 인해 1836년도에 작게 시작된 유럽이민이
1843년에는 시카고인구 30%가 외국태생이다. 이때의 이민자 (foreign born)는
동부에서 얼마간 살다가 시카고에 온 자들과 이민을 곧 바로 시카고로 온
이들을 모두 포함한다. 여하간, 1857년에는 하루에 3,400명의 새 이민자가 기차로
시카고에 도착했다는기록도 있고, 1860년에는시카고인구의 54%가외국태생이다.
[사족으로; 1960년대까지 이민국은 미국태생 이민자의 자녀들을 이민 1세 (first
generation immigration)로 분류하며 이민자와 한 그룹으로 간주하였다. 인구 54%가
외국태생이면이민자그룹퍼센트는훨씬높았다.]

시카고 ‘중서부최대도시가되다’

▲김신교수 (영문 63)

시카고 역사 – 여섯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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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년이후이렇게급속도로인구가팽창하자,시카고사회구도는 (미국태생 vs.이민
자) 그리고 (미국태생=자본가 vs 이민자=노동자)로 형성되어 어떤 이슈라도 nativism
(미국태생-백인과이민자를구별/차별하는태도)의프리즘을통해보게되었고,이것이
다시 도덕적 이슈 (moralistic issue)로 재포장되었다 . 이에 더하여 ; 어느
이민그룹이나 시카고에서는 자기들만의 주거지역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살았기에
(예: 독일인은 Old Town, 아이리시는 Bridgeport (Canalport), 스칸디나비안-Near North)
각 선거구역 (ward)마다 인종구성(ethnic composition)에 따라 이슈가 달리 포장되어
제시되었다. 한마디로, 시카고는 미국태생 vs 이민자라는 큰 틀 안에서 제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진 커뮤니티들 (distinct communities)이 모인 곳 이었다. 한데 어우러져 사는
melting pot도시? NO!이민자들의영향한두가지만짚어본다.

(1)대부분의이민자들은도시노동자였기에거의모든생필품을마켓에서구입하였다.
따라서시카고의상인들에게이민자들은 ideal consumer였다.한예외가맥주다.이때의
이민자들에게 (아이리시/독일) 맥주는 필수 식품인데 미국인들은 이를 부도덕한
음주로 여겨 가게에서 팔지 않았다. 1839년에 2명의 이민자가 미시간과 시카고
에비뉴에오픈한맥주양조장이시카고최초의산업체가된사연이다.

(2) 이시기의 이민자들은 거의대부분이카톨릭이어서, 시카고의카톨릭인구가급증
한다. 1836년까지 시카고 카톨릭교구는 French-American 사제들이, 1840년 경부터는
독일계 사제들, 이어서 아이리시 사제들이 시카고 카톨릭 교구를 관장한다. 이때의
이민자들은무디(D.L. Moody)같은 evangelists들이기존백인즉자본가들을지지한다고
여겨 그들의 부흥운동에는 아주 냉담하였다. 종교적으로도 시카고는 완전 양분,
(이민자=카톨릭) vs (미국인=개신교)로나뉘게된것.

1858 photo of Clark & Randolph.
The riot took place right outside
the Sherman House

시카고시장 Levi Boone

시카고 역사 – 여섯번째 이야기

카톨릭 이민자들이 많아지니까 자연히 반 카톨릭 ⇒ 반이민
의 사회풍조가 시카고사회에 뿌리내리고, 정책을 좌지우지
하게된다.한예외가 1855년 Larger Beer(독일맥주) Riot이다.
1854년 Know-nothing Party (American Party)가 금주운동
(temperance)과 반 카톨릭 (=반이민 ) 감정을 교묘하게
접합시키며시카고시장과시의회를장악한다.

그렇게당선된 Levi D Boone이시장이되면서첫번째한일이
liquor license fee를 600배 인상하고 , 일요일 술판매를
금지시킨 것. 이민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날은 유일하게
일요일,또 saloon에모여술한두잔하면서커뮤니티빌딩도
하고 정보와 서류들을 서로 살펴주었기에, 이민자들에게
일요일 술 판매 금지는 큰 타격을 주었다 . 아이리시
지역에서는 많은 saloon이 두꺼운 커튼을 달고 비밀리에
영업하는 불법 선술집(speakeasies)으로 장사를 하기도
하였지만 일요일 술판매 금지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다.
불만은조금여유가있던독일인특히 protestants (개신교도)
들도 마찬가지. 그러다가 1855년 4월 21일, 일요일 영업
금지조례를 지키지 않은 술집주인 200명이 체포 구금되자,
독일인들과 아이리시들이 법원에 몰려가서 이들의
방면을 요구한다. 그 와중에 출혈사태가 작은 규모로
벌어졌다.

시카고에서의 첫 번째 시민 소요(civil disturbance)는 이런
연유로 시작되어 Boone시장의 재선을 좌절시켜 시카고
역사에서 그리 흔치 않은 이민자들의 정치적 쾌거(?)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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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동안 90도가넘는폭음속에어제오후갑자기먹구름이몰려오고바람이세차게불
더니폭우가거칠게내렸다.마치세상종말이온것처럼두렵기도하고해서사무실에서
창문밖을보니고랑에물이넘치고핸드폰에서는물이범람했다는경고문자가떴다.

매일 아침 내 애견 허스키를 데리고 집에서 약 5분거리에 있는 Great Falls Seneca
Park로산책나간다.비가오나눈이오나바람이부나아침 6시에일어나세수하고허스
키를데리고나가는데에는허스키 본성이하루에 1시간이상뛰어야건강을유지하기
때문이다. 원래 에스키모인들이 썰매 끄는 종자로 힘도 세고 뛰어야 사는 동물이다.
2004년이곳에이사온지어언 16년되어가는데,여행간때만말고거의매일이곳팍에
와서산책하고체조하고요가하고집에간다.내허스키도어언 13살이니사람나이로는
약90세인데도거침없이달리는것이 70세를바라보는나와같다.

이곳에오는또다른이유는매일나무가지 4개이상가져다가팍입구부터쌓아놓는것
이다.다른나무가지보다이곳은백양목(영어명: Cedar)이군거를이룬신비의장소이다.
백양목은구약성경에서솔로몬이하나님성전을지을떄레바논에서이나무를가져다
성전을지었다고할만큼아주강하고귀한나무이다.무슨일인지모르겠는데백양목떄
문인지모기도별로없다.연세대에서도정문입구부터본관까지백양로가있다고하여
그길의이름이현재까지백양로라고부른다.아쉬운것은시멘트공사하느라백양목을
다없앴다니아쉬운마음이다.약 10가지산책코스가있는데오늘아침은포토맥리버와
근접한 소규모의 금강산같은 코스를 택하게되었다. 백양목 나무가지를 산책로에서 택
하여약 3ft정도잘다듬어 공원입구에쌓아놓는데때로는산책로를벗어나 숲속에들
어가기도하고다듬다가손과발에상처가나기도하다.

그런데오늘아침산책로에어제돌풍으로많은백양목나무가지들이떨어져있다.약 15
일분(60가지)을잘다듬어서산책로에옆에놓았다.산책할때마다하루분 4개씩을입구
에 가져올 계획이다. 마치 횡재한 기분이 든다. 하루 4개이상 일년이면 약 1,400개,
16년이면 22,400가지가 입구부터 약 150야드 벽을 이루니 , 가지 하나하나
쌓일떄마다꼭저축하는마음이고산책하는미국친구들이경탄해마지않는다.

산책후집에와서손수(?)아침준비하고식탁에앉으니아침기도에시편의귀절처럼시
가절로나온다.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속에 아름다운 백양목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즐겁게 지저귀
는새소리를들을수있는귀를주시고주님을송축할수있는입술을주신주님께감사
드립니다.그런데저희생들이이자연의섭리를무시하고구약성경에박쥐를먹지말라
는계명을어기고코로나바이러스로전세계가고통받고있는저희인생들의죄를사하
여주시옵소서.대학에서불문학을한것을후회하여미국와서경영학석사와법학박사
를하였지만이렇게아름다운싯귀를읊을수있는인문학을공부한것에대해감사드립
니다”.

폭풍우의산물

▲홍희경
(연세대 미주 총동문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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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동문인윤동주시인은우리가소중히여기는민족시인이자
애국자입니다. 그는 항일운동을 한 죄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순국했습니다.

서시,십자가,별헤는밤등주옥같은시는잠자던우리의민족혼을
일깨웠습니다. 그러나 아깝게도 28세의 젊은 나이에 망국의
서러움을안고세상을떠났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고결한 행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모교
연세대는 동문들의 추억이 깃든 캠퍼스에 ‘윤동주문학동산’
조성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여기에발맞추어,미주총동문회에서도적극동참하기로결정하고,
1인당 100달러씩 ‘1천계좌운동’을펼치고있습니다.

미주동문여러분!
사랑하는 연세와 후배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기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기금모금 운동에 참여하시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윤동주문학동산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는
연세정신을살립시다.

미주총동문회 회장김원자

모교와 후배들에 위대한 유산 남기도록

윤동주 문학동산에서
연세 정신을

연세문화캠퍼스조성
기금모금에동참하자

제 20호 2020 년 8 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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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9829f18d-6d14-4f75-ab31-d6e4ff4fae92.filesusr.com/ugd/56e4e2_64633d8b0d7f423aa164524e1c9b6619.pdf

윤동주기념관 기금 모금에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 드립니다

미주동문들이여, 

Legacy 를 남깁시다 !!!

1인 $100 이상 1천계좌캠페인

지역별 계좌수 계좌참여자
캐롤라이나 1 홍승원(1)

YGCEO 46 김영욱(5), 안병돈(5), 김주연(5), 소피박(3), 고상미(5), 고동호(6), 
김주화(2), 조민래(5), 윤창기(5), 우주희(5)

시카고 71

박철(1), 박준완(1), 김원자(10), 천병오(2), 김미자(1), 명계웅(1), 
이영희(1), 국중석(1), 서영순(1), 배미순(1), 장일웅(10), 정치홍(2), 
오정훈(1), 곽 남(1), 유근실(1), 최준(4), 최창규(2), 문제성(2), 
이영(1),  장승미(1), 김정실(2), 김신(1), 강민숙 (2), 옥태환 (1), 
김성민(2), 유선희(1), 김진수(1), 이창복(3), 이방자(2), 고봉선(2), 
송정호(1), 황기학(1), 조희연(1), 김택영(1), 김계리(1), 이태용(1), 

시카고간호대동창회(2), 이인영(1)
북가주 2 박재효(1), 이정숙(1)
온타리오 3 서영례(2), 강영숙(1)
워싱턴 DC 4 최연홍(1), 이행훈(3)
아틀란타 1 신순천(1)

뉴욕 12 노충혜(1), 배인순(1), 이군자(3), 신중식(3)
김정한(2), 김길녀(1), 김영백(1)

남가주 87
권기상(5), 김석원(10), 장정자(1), 백경숙(1), 공영해(2), 심혜영(1) 
남가주여동문회(2), 정영숙 (10), 홍성달(20), 최상봉(5), 박은희(1), 
이하성(5), 이형숙(5), 황선철(5), 김영애(2), 백명숙(2), 이태섭(10)

새크라멘토 5 허일무 (5)
세인트루이스 4 백도충(2), 황봉희(2)
콜로라도 1 황인원 (1)
미시시피 1 오을상(1)

시애틀 12 박상범(1), 정금식(1), 김은진(1), 조정현(1), 김주희(1), 김종욱(1), 
이정혜(1), 석현아(5)

플로리다 3 송영달 (1), 이경희(1), 백은기(1)
밴쿠버 3 손종복(3)

라스베가스 2 이병성(2)

현재까지총 258계좌

Link: 윤동주기념관 기획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제목을 클릭하세요)

제 20호 2020 년 8 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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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림 ⊙

미주 총동문회는 각 지역 회비
분담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Payable to: 
Yonsei Alumni Association of U.S.A

Mailing Address:
1741 Mansie Ct. 
Libertyville, IL 60048

2019년지역동문회비납부현황

시애틀지회 $500.00 

시카고 지회 $500.00 

북가주 지회 $1,000.00

하와이 지회 $300.00

뉴욕 지회 $500.00

아틀란타 지회 $300.00

⊙ 총동문회 기금명단 ⊙

2019년총동문회후원금기부자명단
김원자 (시카고) $10,000.00 명계웅 (시카고) $300.00 
홍성달 (LA)   $5,000.00 고동호 (LA) $500.00
김미자 (시카고) $1,000.00 김종필 (뉴욕) $1,000.00
김석원 (LA)   $500.00 이행훈 (워싱턴DC) $3,000.00
장윤철 (시카고) $300.00 전영숙 (시카고) $200.00
곽영희 (시카고) $1,000.00 임병주 (휴스턴) $8,000.00
홍희경 (워싱턴DC) $5,000.00 원재령 (시카고) $500.00
김택영 (시카고) $1,000.00 이원규 (뉴저지) $1,000.00
국중석 (시카고) $300.00 최준 (시카고) $500.00
이숙자 (시카고) $200.00 홍승원 (캐롤라이나) $1,000.00
정치홍 (인디애나) $1,000.00 진병호 (캐롤라이나) $1,000.00
최지숙 (시카고) $200.00 신중식 (뉴욕) $500.00
이화자 (시카고) $200.00 장기관 (뉴욕) $500.00
권기상 (LA) $500.00 이명호 (샌프란시스코) $500.00
석현아 (시애틀) $1,200.00 남명현 (샌프란시스코) $500.00
천병오 (시카고) $2,000.00 홍일 (시카고) $2,000.00
장일웅 (시카고) $1,000.00 최연홍 (워싱턴 DC) 1,000.00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 드립니다

2019년동창회후원금
시카고 간호대 동창회 $1,000.00 

미주 세브란스 총동창회 $1,000.00

2020년총동문회후원금기부자명단

정치홍 (시카고) $1,000.00 권기상 ( L A ) $300.00 

홍희경 (워싱턴DC) $2,000.00 홍성달 ( L A ) $2,000.00 

남가주 동문회 $1,100.00 오정훈 (시카고)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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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이름 전공 전화 이메일

미주
총동문회

김원자 회장 간호 66입 847-494-9942 kimwonjung@hotmail.com

이재상 사무총장 토목 91입 312-375-8328 yojanny72@hotmail.com

남가주 이형숙 회장 간호 64 213-324-8177 joobootravel@yahoo.com

북가주 김택규 회장 생화학77 858-229-1590 hellotaek@gmail.com

뉴욕 김승환 회장 요업 82 516-554-4800 stevehwankim@gmail.com

시카고 박준완 회장 천문기상 85 773-255-5182 junall4u@hotmail.com

미시간 장재훈 회장 물리 84 248-408-6178 jaehoonjang@hotmail.com

필라델피아 허상훈 회장 경영 90입 267-939-1133 hooncpa@gmail.com

세인트루이스 백도충 회장 정외 64입 314-662-3004 thomaspaik@hotmail.com

워싱턴 DC 송대호 회장 생화학 76 703-424-1026 ddansong@gmail.com

애틀랜타 위자현 회장 사회 85 678-200-8689 jhw121@gmail.com

북텍사스 이재범 회장 치대86 706-495-1934 askjblee@gmail.com

콜로라도 하청수 회장 행정 89입 303-489-6275 cha@farmersagent.com

시애틀 석현아 회장 간호 80입 425-802-7122 jc9640@gmail.com 

오레곤 김경영 회장 기계 81 503-830-7940 kyung-kim@comcast.net

하와이 옥선남 회장 치과 73 808-741-0345 sunnamoak@hanmail.net

미주지역 각 지회장 명단 (2020년도)



24 제 20호 2020 년 8 월 20일동문회연락처

미주지역 각 지회장 명단 (2020년도)

지회 이름 전공 전화 이메일

샌디에고 이건의 회장 생물 89 858-254-6274 guntelo@gmail.com

미네소타 오윤제 회장 기계 91입 952-649-9277 ohyunje@hotmail.com

새크라멘토 이수일 회장 경영 63입 916-216-3105 lee.suill@yahoo.com

휴스턴 임병주 회장 건축 59입 713-398-5989 ben@benbeauty.com

인디애나 박광용 회장 경제 04입 812-361-4214 kwapark@indiana.edu

노스
캐롤라이나 김정현 회장 전기 66 336-218-8664 kim@ncat.edu

뉴잉글랜드 김준구 회장 경영 86입 617-448-7156 stevekimeagle@gmail.com 

라스베가스
/네바다 이병성 회장 심리 82 213-505-4395 chinyunn@gmail.com

오클라호마 박찬원 회장 법학 83 918-408-5701 pcw0296@naver.com

온타리오 윤남식 회장 경영 81 647-501-2698 dahora@naver.com

브라질 지석열 회장 요업 70 5511995141595 syji1952@gmail.com

밴쿠버 손종복 회장 금속공학 72 604-505-8754 jaybeesohn@hotmail.com

아르헨티나 김인서 회장 신학83 5491161807717 inseokim@hotmail.com

몬트리올 박엽 회장 체교 82 514-892-2810 parcscom@gmail.com

멕시코 이지수 회장 요업 82 52-818-088-1655 mexico-love@liv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