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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총동문회 지회장 회의 
시카고서 사흘간 다채로운 행사 개최 

29일 오전, 김원자 총동문회장, 워싱턴 DC에서 온 홍희경 이사장, 곽영희 후원회 부회장, 

김인덕 여성총동문회장의 인사말로 아침회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여성총동문회는 

유선희(생화학 85)동문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새로운 회장으로 뽑았다. 이후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 지회활동 보고, 비전 및 사업계획 발표, 지역별 공동협의안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연세대학교 미주총동문회(회장 김원자)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시카고의 Lincolnshire Marriott 

Resort에서 미주 각 지회장과 임원 및 이사 연석회의를 성황리에 끝마쳤다.  

이번 대회는 첫날 회원 등록과 상견례, 화기애애한 환영만찬, 참석한 동문들의 자기소개와 장기 

자랑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는 시카고를 비롯해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애틀, 캐롤라이나, 아틀란타, 등 8개 지회 회장단과 이사진 50여명이 참석했다. 

▲ 아침회의를 마치고 Lincolnshire Marriott Resort  앞에서 

열띤 토의로 시작된 아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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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자 회장은 오랜만에 열린 모임인 만큼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기탄 없는 발언을 
부탁했다. 회의에서는 운영회비 모금, 장학사업, 지역간 유대 강화, 민족시인 윤동주 동문의 
‘문학동산조성사업’등 의제가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날 두차례에 걸친 토론에서, 임기 중 너무 방만한 사업을 지양하고, 중점사업에 주력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김원자 회장 체제의 미주총동문회는 연세 문화 캠퍼스 조성에 힘을  
쓰기로 가결했다. 현재 연세대학교 당국은 기존의 윤동주 시비 詩碑를 중심으로 약 2백 50평 
공간을 ‘연세문학동산’으로 꾸미고 있는 중이다. 미주총동문회는 이를 위해 출연 약정서를 
작성하고, 북▪남미주 동문들 가운데 만명을 목표로 매년 100달러씩 풀뿌리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결의 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총장배 골프대회와 보타닉가든 관광이 있었다. 
이어진 저녁만찬에 앞서 이번 대회를 위해 조직된 ‘시카고싱어스’ (지휘 오정훈) 합창단의 
특별공연이 있었다. 오정훈의 ‘뱃놀이’독창, 시카고싱어스의 ‘My way’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3곡을  선보였다 . 연습기간도  짧고 , 총동문회  임원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합창단인데도 불구하고 큰 호응을 보여 단원들을 고무시켰다.  
 
한편 마지막 날에는 20여명이 시카고 다운타운을 구경했다. 이들은 시카고가 너무 
아름답다고 찬사를 보냈다. 대회 참가자들은 내년 8월 연세대 총장이 참석하는 시카고 
미주총동문회 총회에서 재회를 약속하며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 아침회의 

▲ 아침회의 

연세 미주총동문회, 풀뿌리 모금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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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의 비전 및 지회 사업계획 발표 
- 각 발표자 모습 - 

▲ 오현근 (LA 회장) 

▲ 김규희 (남부총괄부회장) 

▲ 김택영 (고문) ▲  홍승원 (수석부회장) 

▲ 김인덕 (여성 총동문회장) 

▲ 신중식 (법률고문) 

▲ 유선희 (신임 여성 총동문회장) ▲ 곽영희 (후원회 부회장) 

▲ 최의정 (편집위원) 

▲ 황기학 (시카고 회장) 

▲ 김종필 (후원이사) 

▲ 석현아 (시애틀 회장) 

▲ 이재상 (사무총장) ▲ 김원자 (총동문회장) ▲ 홍희경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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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총동문회의 나아갈 방향 제시 
- 섬김과 나눔, 기부와 헌신의 가치 실천 - 

▲  홍승원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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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를 향한 사랑으로  
미래인재양성에 힘을 보태자! 

- 일차 목표: 1인당 100달러 1,000 계좌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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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회장. 임원및 이사회  공동협의안  보고서  

1) 미주총동문회 펀드레이징의  비전과  목표 제시 
• 모교에서  제안한  윤동주문학동산 기금조성 의  후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미주내  동문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및  장학재단을  설립및  운영하고자 한다. 
• 총동문회 재정자립을 도모한다. 
  
2) 추진방안 
• 모교측의   윤동주 문학동산 조성사업의  현재 진척상황과  완공시기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한다.  
• 현재까지  미주총동문회에서  윤동주 문화공원  조성사업 으로  보내진  후원금이 있는지 유무와  
후원금의  액수를   홍승원 수석 부회장이  확인하도록 한다.  

• 미주동문자녀들의   장학재단건은  김원자  현회장이   LA  방문시, 교육재단 박준환 이사장과  
미팅후에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 총동문회 운영비는  전현직회장단과  이사회비 및  각지역 동문회의  분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3) 후원금 마련을 위한 방안- 각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 
• 현 정관에  있으나 잘 실행이 안되고 있는 이사회 시스템을   강화하고  현재의  당연직이사와  
후원이사를  명시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후원이사의  경우  현 정관의  임기인  2년보다   더 
기한을  늘리고  후원이사의  자격및  이사비등  기타  관련사항에  필요한  정관을  개정하여 다음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준비한다.  

현재  당연직이사비는 300불 , 후원이사비는 500불이며,  이에  따른 이사 명단과  조직표를 작성 
하도록 한다. 

• 모교 발전기금을  위한  모금방안으로  동문 1인 1계좌 열기 캠페인을  하며  한 구좌당  매년 
100불을 후원하도록 한다.  이를 각지회에  널리 홍보하고   함께  협조하여  실천하도록 격려한다.    

• 총동문회 이름으로  기금이  걷힌 경우에  각 후원자 명단을 개별적  혹은  지역별로   명시하도록  
요청한다.  

총동문회는  후원금 조성 운동의  비전과  목적을 분명히  하며 ,지역 동문회가  같은 
목적으로   후원금조성이  있을 경우,  기금 창구를  총동문회로  일원화 하여  후원금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 후원금의  목표를 설정할때  너무 많은 목표보다는  한두가지로  많은 동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집중하여야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윤동주 문학동산 
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여 실행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 영구적인  장학재단을  위한 장학금 트러스트 를  만드는 문제들을  논의 하고 차후 이에 대한  
준비작업을 할 때 동문회내의 변호사, 회계사직을 가진 동문들을  적극 활용하며 타대학 
동문회의 좋은 케이스를  벤치마킹 하도록 한다 

• 장학재단을 위한   별개의  정관을 만들 필요성과  별도의 501( C 3)등록이  필요한 지등 확인필요. 
4) 지역동문회 행사를  총동문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자.  
• 미주 내에서 가장 큰 LA 총동문회의 연말 행사시기에 타지역의 행사를 맞춰서 화상을 통해  
연결하여  몇 지역  동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너지를 모으는 방법을 이용. 

• 총동문회  매월 회보를  통한  홍보를  위해 update 된 동문 이메일을 각 지회별로 수집요청.  
5 )     LA 동문회에서  6년간 진행되고 있는 YGCEO 프로그램을  타 지역에서도  실시하여 지역 
동문회의 확대  및 후원금  모집에 도움이 되도록 제안한다.  그 동안  약 150 여명의 졸업생들로   
연세 YGCEO 동문회가 형성됨.  
6)  언더우드 Family 가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데  미주 총동문회 행사에  참가를  원할시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자.  

석현아 서부총괄부회장 정리 

윤동주 문학동산 조성 모금에 주력  

▲ 석현아 
(서부총괄부회장) 



7  제 7호 2019 년 7 월 20 일 

총장배 골프대회 

회의 후 행사는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한 팀은 총장배 골프대회에 참여하고, 또 한 
팀은 남아서 회의를 더 진행한 후 보타닉 가든 투어에 참여 했다. 최근 시카고 날씨가 
변덕이 심해 비가 많이 왔고, 이날도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어 주최측은 
걱정을 했다. 그러나 무덥긴 했어도 온종일 화창한 날씨에 바람도 잔잔해 골프치기에 
지장이 없었다. 이날 골프대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4인방’이 두각을 나타내 
‘노익장’을 과시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Gross Champion –  최의정 (철학79, 샌프란시스코) 
   Net Champion – 이성재 (물리82, 시카고) 
   장타상 – 박 철 (생명공 98, 시카고) 
   근접상 –  이명호 (기계 64, 샌프란시스코)  

각 조별 1번홀 출발 사진 

▲ 2019년 시카고 총장배 골프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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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햄버거 먹고 꽃밭을 거닐다 보타닉 가든 관광 

미주총동문회 행사 중 총장배 골프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카고의 유명한 
정원인 보타닉 가든을 구경했다. 보타닉 가든은 시카고 북쪽 94번 하이웨이와 Lake 
Cook이  만나는 글렌코 라는 부촌에 위치해 있다.  
 
박물관협회가 인정하는 17개 공원 중 하나다. 면적는 385에이커로, 그리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아담한 공원이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대신 주차료를 받는다. 거금을 
기부한 독지가들에 의해 1972년에 개관한 이 공원은 한 해 약 100만 명이 드나드는 
시카고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받는 식물원이기도 하다. 한국인 약 1,000명이 회원권을 
갖고 있어, 주차료를 따로 내지 않는다. 

▲ 보리수 나무길을 거닐며 

▲ 장미공원에서 

▲ LA동문들이 분수가 솟는 연못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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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그리트버그만과 마릴린 먼로 장미 구경 보타닉 가든 관광 

보타닉 가든은 ‘일본정원’ 등 9개의 섬이 81에이커의 물에 싸여있다. 230만 개의 다양한 
식물이 보전되어 있는데, 풀타임 직원 이외에도 1,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심는 일과 
가꾸는 일을 한다. 공원에 가자마자 우리 일행은 구내 프랑스식당(야외)에서 바베큐로 
구워준 햄버거를 먹었다. 1명만 샌드위치를 먹고 전원이 햄버거에다 드링크도 오리지널 
코카콜라를 선택했다. 이날은 ‘노 다이어트’다. 가든에 들어 가자마자 보이는 호수와 높이 
솟는 분수가 가슴을 확 트이게 한다.  
 
최초의 유럽 식물정원을 본떠 만든 Heritage Garden을 걸었다. 24개의 테마 정원과 
여러개의 정자, 과수원, 야채 텃밭, 산책로, 6개의 대초원, 자연 그대로의 숲, 강변계곡, 
그린하우스, 갤러리, 도서관, 과학센터를 다 보자면 반나절이나 걸린다. 그래서 우리는 몇 
군데 만을 선택했다. 30여 그루의 보리수가 열병하듯 반듯하게 서있는 산책로를 지나 
Japanese Garden으로 갔다. 소나무 사이로 일본 고택이 있는 한적한 시골마을을 걷는 
기분이었다. Evening Island에는 매 시간마다 종을 울리는 종탑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10분 이상을 기다려 종소리를 듣고 그 자리를 떠났다. 장미공원에서는 빨간색의 
잉그리드버그만과 피치색의 마릴린먼로 팻말이 붙은 장미 앞에서 앞다투어 셔터를 
눌렀다.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식물학자인 Carolus Linnaeus의 동상을 구경한 후 
우리들은 호텔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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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시카고싱어스’첫선 보인 만찬 
골프 경기와 가든 구경 일정을 소화한 후, 호텔 뱅큇에 모여 음악이 있는 만찬을 즐겼다. 

이브닝 행사는 ‘연세 시카고싱어스’(Yonsei Chicago Singers)의 합창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시애틀의 석현아 서부총괄부회장이 아침회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총장배골프 시상식에 

이어 교가와 함께 ‘아카라카’를 힘차게 외쳤다. 김흥수 목사(정외과 58)의 기도로 시작한 

만찬은 애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메뉴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준비한 덕분에 모두 

맛있었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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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열린 미주 총동문회 행사에서 첫 선을 보인 ‘연세 시카고싱어즈’(Yonsei Chicago 
Singers. 이하 YCS)가 조용히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YCS는 각 지회장·임원·이사를 
환영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로 ‘연세 합창단’의 출발을 알렸다. 
  
YCS는 내년 시카고에서 열리는 ‘연세대학교 미주 총동문회’ 행사를 위해 만들어진 시카고 
유일의 연세대 합창단이다. 시카고에 ‘연세’이름으로 활동하는 합창단이 없어 오정훈 
문화사업국장 (성악89)을  필두로  합창단  결성에  뜻이  모아진  것이다 . YCS 측에 
따르면, 회원은 임원 및 임원가족으로 구성됐고, 연습도 월 1회 임원회를 마친 뒤 이뤄져 
음악적 완성도 보다는 합창단 기초를 닦기 위한 임원들의 솔선수범 성격이 더 짙다. 
 
당시 행사에서 YCS는 모두 4곡을 불렀다. ‘뱃노래’는 '시카고에 오신 걸 환영 한다'는 
내용으로 원 가사를 개사해 오정훈 국장이 불렀고, ‘마이 웨이’(My Way)경우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학에서 불타올랐던 젊음과 도전정신, 패기가 여전히 있어, 비바람이 휘몰아쳐도 나는 
내  길 (My Way)을  가겠다는  연세인의  호연지기를  담았다 . 곡  중  솔로는  천병오 
감사(치의학68)가 맡았다. 
  
K드라마 '하나뿐인 내편' OST인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는 천 번이고 다시 태어나도 나의 
모교 같은 대학은 없다는 마음을, 나의 동문 같은 사람은 없다는 고백을, 조금 잘났든 조금 
못났든 동문이 늘 내 곁에 있기에 그래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는 감격을 YCS가 
합창곡으로 승화시켰다. 마지막 ‘연세찬가’는 혹시라도 앙코르가 나오면 다 함께 부르기 
위해 따로 특별히 정성을 기울여 편곡했다고 오 국장은 설명했다. 
 
이번 공연은 임원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해 각 파트를 CD로 만들어 각자 집에서 또는 출퇴근 
중 연습하면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YCS 측은 앞으로 시카고 지역 동문과 동문 가족 중 
노래를 좋아하거나 더 잘하고 싶거나 노래로 모교 발전에 동참하고 싶은 이들을 회원으로 
들인다는 방침이다. 규모가 갖춰지면 매주 정기모임을 통해 기초음악 함양, 그룹 교습 및 
연습, 정기연주회 등 전통적인 방법의 훈련도 시행할 계획이다. 
  
오 국장은 “YCS는 미서부의 '남가주 연세 콰이어’나 미동부의 세계적인 연세 음악인들과 
더불어 미중서부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척박한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동포에게 연세의 이름으로 힘과 용기와 위로를, 꿈과 행복을 
전하는 ‘연세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의 이름으로 “미 중서부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할 것” 

▲ 공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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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의 도시, 아름다운 마천루에 매료   시카고 다운타운 관광 

시카고는 겨울에 춥고 눈이 많이 온다. 하지만 4계절이 있어,  봄이 오면 삼라만상이 부활하고 
가을이면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다. 이곳에 살고 있는 연세인을 비롯한 10만 동포들은 
제2의 고향으로써 시카고가 ‘살기좋은 낙원’이라고 예찬 하면서 살고 있다. 
 
지난 6월 28~30일 개최된 연세대학교 미주 총동문회의 각 지역 동문회장들은 마지막날 30일, 
유서 깊은 시카고 다운타운을 관광했다. 25인승 버스에 16명이 탑승하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꼭 봐야할 명소인 ‘밀레니엄팍’이었다. 이 공원은 전설적인 데일리 시장이 새로운 
2000년을 기념하기 위한 공원으로 2004년에 개장했다. 이곳에는 다양한 건축물과 조각품 
그리고  조경  디자인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다 . 우리가  제일  먼저  구경한  것은 
야외음악당이었다. 특이한 점은 구조물이 좌우상하로 쇠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음향 스피커가 달려있다는 점이다.  여름 내내 공연이 있으며, 한인들도 가끔 공연을 한다.  
 
 
두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둥근 원형의 ‘구름문’(Cloud Gate), 콩처럼 생겨 일명 ‘더 빈’(The 
Bean)이라는 조형미술품이다. 인도계 영국인 거장인 ‘아니시가푸어’의 작품이다. ‘더 빈’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으면 자신들의 얼굴이 반사되어 비친다. 신기해서 사진을 많이 찍었다.  
 

밀레니엄 팍에서 ‘구름문’ 조형미술품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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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우리는 버스를 타고 ‘시카고 유흥지 1호’인 ‘네이비 피어’ (Navy Pier)로 이동했다. 
이곳 미시간 호수에서 본 시카고의 고층 건축물들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곳에서 우리들은 
세익스피어 극장, 어린이 박물관, 야외음악당, 회전목마, 보트관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눈요기만 했다.  
 
네이비 피어에서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시내 한복판의 미시간 거리로 나왔다. 도보로 껌 
회사 건물인 리글리 빌딩, 맞은편의 시카고트리뷴 빌딩, 트럼프타워, 마리나시티타워를 지나 
시카고 강 다리를 건너 강가길(River Walk)로 내려갔다.   
 
오른편 강으로 크고 작은 배들이 지나가고, 왼쪽으로 강을 향해 늘어선 음식점과 까페에는 
선남선녀들로 붐볐다. 누군가가 시카고는 ‘낭만과 로맨스의 거리’라며, “나도 이곳에 다시와, 
저 까페에서 ‘애인’과 함께 맥주 한 잔 하겠다”고 실토해 함께 웃었다. 

시카고 다운타운 관광 시카고 유흥지 1호 네이비피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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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화가와 조각가 작품 도보관광 

다운타운 요소요소에 전시된 유명 화가와 조각가 작품을 걸으면서 감상 했다. 우선 디어본 
거리의 데일리센터에 새워진 피카소 조각품. 이 동상은  피카소가 1967년에 완성, 
시카고시에 기증한 것이다.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가 힘들다.  
 
다음은 ‘미로스 시카고’(Miros Chicago)를 감상했다. 현대 여성의 상징을 표현한 작품으로  
퍼스트  내셔널  뱅크  플라자에  전시되어  있다 . 또  같은  장소에  ‘사계절’(The Four 
Seasons)이란 이름이 붙은 거장 마크 샤갈의 작품을 보았다.  
 
그 외에 ‘플라밍고’와  헨리무어 작품을 감상했다. 그리고 우리는 천문대가 위치한 미시간 
‘스카이라인’으로 갔다. 두 여성 동문은 미시간 호수에 발을 담그고 어깨동무를하고 
팡팡춤을 추었다. 늦은 점심으로 시카고의 유명한 피자집 지오다노에서 ‘딥 디쉬 
피자(Deep-dish Pizza)’를  맛있게 들면서 연세인의 우애를 다졌다.   

시카고 다운타운 관광 

▲ 피카소 작품 ‘무제’ 앞에서 ▲ ‘미로스 시카고’ 작품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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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위한 동문기여 감사"  

▲ 김용학 총장 

김용학 (사진 ) 연세대  총장이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UCLA에서  열린 
환태평양대학협회(APRU)의 연례 총장 회의에 참석해 '국제 유동인구와 고등교육의 
역할(Global Migration and Prospects of Higher Education)' 주제의 패널로 연세대학교의 
교육 방향과 국제화 전략을 홍보했다. 
김 총장은 "국제 캠퍼스에서 기숙사 생활로 1학년을 마치고 신촌캠퍼스로 오는 
시스템이 성과가 좋다"며 "미국식 레지덴셜 칼리지 시스템이지만 도입시 반신반의 
하던 다른 대학에서 부러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 연세인의 정신이 모교 
발전에 큰 견인차가 될 것같다"고 말했다.  
김용학 총장은 "남가주의 연세대 동문들의 활동이 무척 활발하다"며 "남가주 
연세콰이어를 비롯한 동문 모임들의 활약상이 유명하다. 특히 자주 모이고 단합해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어 해외 다른 동문사회에도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에 따르면, 연세대 남가주 총동문회(회장 오현근)는 현재 회원수가 1500여 
명에 이르는 등 전세계 연세대 동문회 중 어디에도 그 규모를 따를 수 없을 정도이고 
또한 매년 모교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숫자의 동문들이 크고 작은 발전기금을 보내오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홈커밍데이를 통해서 수많은 동문들이 모교를 찾아와 모교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주 동문들의 다이나믹한 활약과 한국내 동문들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 총장은 이번 남가주 방문은 두번째이고 25일 폐막한 APRU 참석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LA 중앙일보 발췌) 

"미주 동문들을 만나면 항상 모교에 대한 애정 때문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단합하여 훌륭한 커뮤니티를 이루는 모습은 
한국은 물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보기 힘든 모범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김용학 총장 남가주 방문 

▲  김용학 총장님과 남가주 동문들 

모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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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혜원으로부터 연세에 이르기까지 모교를 이끈 역대 총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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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혜원으로부터 연세에 이르기까지 모교를 이끈 역대 총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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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혜원으로부터 연세에 이르기까지 모교를 이끈 역대 총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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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연세 동문 4인방 ‘중부 종단 골프 여행’  

. 

▲ 로렌 로버트(Loren Robert) 와 함께 

▲ 줄리 잉스터(Julie Ingster) 와 함께 

나(최의정. 79. 철학)를 포함 송순호(64, 정외)·이명호(64, 기계)·남명현(67, 수학) 선배 네 사람은 
시카고 총동문회를 마치고 미국 종단 골프 여행을 했다. 8박9일의 긴 여행이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날씨와 골프장을 놔두고 왜 멀고, 더운 곳으로 골프여행을 
떠나느냐?”는 말을 들었다. 그래도 가보지 않은 곳을 찾아 간다는 것과 친한 동문들과 함께 
쳐보지 않은 골프장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만으로도 이 질문은 우리의 발을 묶어 놓을 수 
없었다. 게다가 모두 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니 말이다. 
숙소는 시카고를 제외하고 airbnb로 했다. 골프장은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정했다. 
숙소에서 아침, 골프장이나 가는 길에 점심, 저녁은 좋은 식당에서 하기로 했다. 저녁식사비는 
핸디캡에 대비한 네트 스코어로 나누어 내기로 했다. 즉 1 등은 식사비의 10%만 내고, 2등 20%, 
3등 30%, 4등 40%로 내는 식이다.  

미시시피 강따라 뉴올리언스까지 

7월 7일 인디애나폴리스를 방문해 태권도 후배를 
방문했을 때 채희철(58, 전기, 대학시절 총동문회장) 
선배를 극적으로 만났다. 저녁은 시카고에서 김원자 
총동문회장과 황기학 시카고 회장의 따뜻한 환대로 
쌍용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7월 8일 코그 힐(Cog 
Hill)에서 마지막 라운딩을 했다. 비행기 안에서 Julie 
Ingster를 만나 기념촬영을 했다. 모두 7번의 라운딩 중 
남 선배가 처음 4번을 1등을 해서 형수님에게 결과를 
알렸는데 “별일이네”하는 메시지가 왔다. 그러다 
4등을 하니 “인간적이네”하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드라이버만 잘 쳐서 ‘버만’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 
송 선배는 “우리가 지금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여행을 한거야!”하면서 신기해 한다. 2,000마일이 넘는 
긴 여행을 고집 세고 자기 의견 분명한 사람들끼리 
하루종일  얼굴  맞대고  지냈으니  어찌  충돌이 
없었겠는가 ? 그래도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아끼는 끈끈한 연세의 형제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6월 30일 시카고에서 5시간을 달려 세인트루이스에 도착했다. 다음날 Forest Park 코스에서 첫 
게임을 했다. 본고장 Budweiser로 뒷풀이를 했다. 오후 시내관광을 하고 Bailey’s Range라는 
곳에서 K-Pop(김치버거)를 맛보았다. 이후 5시간 정도 운전을 해 멤피스에 도착해 이탈리안 
식당에서  럭셔리한  디너를  즐겼다 . 7월  2일  Fedex St. Jude Invitational이  열릴  TPC 
Southwind에서  라운딩을  했다 . 오후에는  Tupelo에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생가를 
방문했다. 7월 3일에 다시 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겼다. 식당에서 미국 골퍼 Loren Roberts를 
우연히 만나 사인도 받고 사진도 같이 찍었다. 오후에 멤피스를 떠나 뉴올리언스에 도착했다. 
남 선배의 후원으로 프렌치 쿼터에서 굴과 해물을 불란서 샤블리 와인과 곁들여 실컷 먹었다.  

7월 4일, 2005년 발생한 카트리나 피해를 복구한 골프장인 Bayou Oak South Course에서 골프를 
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스파게티로 점심, 저녁에는 버본 스트리트와 프렌치 쿼터를 방문했다. 이 
선배의 배려로 ‘Desire’라는 식당에서 30분 줄 서서 기다려서 식사를 했다. 재즈 라이브 공연을 
몇 군데 즐기고 돌아왔다. 7월 5일 잭 니클라우스가 디자인 한 English Turn 골프코스에서 
라운딩을 했다. 오후에는 내쉬빌로 이동했다. 이동 중 알라바마의 버밍햄에서 칼조네 등 이태리 
음식으로 저녁을 먹었다.  
7월 6일 래리 넬슨이 디자인 한 Gaylord Springs에서 
골프를 쳤다. 오후에는 파에야(Paella, 해물과 쌀로 
만든 스페인 음식) 전문점에서 저녁을 했다. 걸어서 
브로드웨이로 가 컨츄리 라이브 음악을 감상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 블로그 참고 www.inspiredgolf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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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회:  
연 2회 정기 이사회 /  월 1회 비정기 이사회 운영 중 , 
자문회의:  
연 2회 정기 회의 , 연 6회 비정기 회의 운영 중,  산하단체 모임 지원  
  
*GOLF 동호회: 4월 20일 총장배 골프 대회 성황리 개최 
         10월 정기 연고전 골프 대회 공동개최  
         5월  고려대배/  4월 중알일보배 골프 대회 참가 
         정기 동문 골프 대회 년 2회 개최 
*연세 축구회: 월 1회 정기 모임 / LA 그린 엔젤스 선교축구대회 참가  
                8월 정기연고전 공동 개최 
*연세콰이어: 주 1회  정기 합창모임 ,  
  10월 5일 정기 연주회및  10월 24 모교방문 합동 연주회 
  동문회 주요행사 합창연주  
* 연목회 (연세 목회자 사회봉사모임)  봉사활동 지원  
* 산악회 정기 산행 , 년 5회 지원  
* 와사연(와인 사랑 연세 나눔회) 주최 정기모임 지원   
* 여동문회 :  10월  야유회 지원  
* 윤동주 시사랑 문학회 (9월 28일)  시낭송 대회  
  
* YG CEO 6기 강습.  7월 18일 개강 : 홍보, 기념행사 지원 및 연세응원가 강습      
  지역 사회 행사 동문회 참가 및 지원  
* LA 건강박람회 :지역사회 병원들과 합동 봉사 참가 지원 
*한국일보 건강 박람회 : 참가 
* Hollywood Bawl  동문회 단체 관람  
    
 정기총회 (송년회, Intercontinental Hotel 12월 7일) : 동문 300여명 참가예상  
  
 7월 2019년 정기 연고전 축제   
 8월 10일 축구 및 응원 축제  
 9월 28일 GOLF 연고전 
   
2019년 신규 추진 사업  
  
* 동문회 전용 사무실 개관 : 박준환 동문 영구 기부한  South Baylo University내 
109호실로 개관 ( 7월 18일 개관식 예정 ) 
* 남가주 연세 한국어학당 사업 : 동문회가 주체가 되어 모교 어학당과 합작으로 미주 
내 현지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보급과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한국어 교육의 사설 
학원 운영 목표로 추진 중 . 2019년 10월 개원 목표 
* 연세자문센터 8월 개관: 동문들의 남가주 사회정착과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인 동문 자문위원들이 자원봉사로 서비스 제공 운영  
* 연세  비즈니스 포럼 : 년 5회 개최 , 동문들의  각 사업분야별 성공/실패 사례 발표 및  
비즈니스 개발 연구모임, 동문 및 일반 기업인들이 자유로이 참가하여 현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경험과 노하우를 전파함을 목적으로 운영    

2019년 남가주 동문회 사업 
연례사업  

▲ 오현근 (LA 회장) 

미주 지회 소식 



21  제 7호 2019 년 7 월 20 일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과 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회가 손잡고 시작한 최첨단 최고 
경영자  프로그램인  ‘제6기  연세글로벌  CEO(YGCEO) 과정’이  7월  18일부터 
8월17일까지 LA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Oxford Palace Hotel. 745 S. Oxford Ave. LA, CA 
90005)에서 열린다. 
   
연세대 상남경영원은 아시아 최고의 경영자 교육 전문기관으로 최첨단 경영학 지식을 
전 세계 경영자들과 공유하고 이론과 현장 경험을 결합, 경영자 스스로 살아있는 
지식을 창출하도록 돕고 있다.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회(OKTA-LA)는 전 세계 최고 
무역인 단체이다. 
 
YGCEO 과정은 LA 현지에서 총 5주간 60시간의 수업으로 진행된다. 마케팅, 인문학, 
국제경제, 리더십, 경영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의 진수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개인의 질적인 가치와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고 이를 실제 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세계 최고의 연세대학교 교수진이 LA를 찾아 생생한 강의를 
펼치게 된다. 이번 강의에는 연대 경영대의 이호욱·정동일 교수, 문과대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 상남경영원의 이호근 원장 등이 참여한다. 
특전으로 ▲연세대 총장 명의 수료증 ▲연세대 총동문회 준동문 자격 ▲연세대 
경영대학/경영 전문 대학원/상남경영원 수료생들에게만 애프터 스쿨 특강 무료 
제공(연 6회, 국내 저명 교수진 및 전문가 강의) ▲LA PGEMP(Post Graduate Executive 
Management Program) 수강 자격 ▲세브란스 병원 건강검진 20%할인(동문회비 납부 
필요) 혜택이 주어진다. 
   
장 수산나 YGCEO 총연우회 회장은 "전문화된 교육과정과 한인 경영인들에게 특화된 
커리큘럼을 마련한 것이 YGCEO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연세 최고 경영자 프로그램 개강 
7월 18일부터 8월17일까지 LA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미주 지회 소식 

▲ 2019 YGCEO 총 연우회 총회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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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윤동주 기념사업회’에서는 윤동주 시인과 세상 사이에 교량을 놓으려 
합니다. 그 어떤 다리든 건너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영혼의 고양과 마음의 개방과 
귀한 언어의 숨결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 기본적인 사업으로 
저희는 우선 연세대학교의 핀슨 홀에 ‘윤동주 기념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남겨 놓은 많은 자취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또한 ‘윤동주 시문학상’을 통해 
매년 한국시의 장래를 짊어질 젊은 학생 시인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을 
시민들의 이웃이 되게 하고 그의 시를 나날의 한 마디로 만들어 줄, ‘윤동주 시암송대회’ 
역시 해마다 열고 있습니다. 덧붙여 ‘윤동주 기념강좌’를 같은 때에 열어 윤동주의 
시세계에 항상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윤동주 시인의 고향과 그곳의 젊은 동량들과도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연변의 
‘윤동주 문학상’을 지원하고, 해마다 문학상을 수상한 학생들을 초청하여 서로의 
문화와  문학  교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연변의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방문하신 ‘윤동주 기념사업회’의 홈페이지 역시 윤동주 
시인의 정신을 계승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의 하나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뜻을 계승하고 
확장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이 이곳에 소개될 것이며, 또한 윤동주 시인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세계의 네티즌들과 이곳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순결한 영혼을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 언어의 섬세한 결을 느끼고자 하는 분들, 시인의 삶의 뜻이 널리 퍼지기를 
원하는 분들을 비롯해 윤동주 시인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 기쁨과 정열을 
취하시고 또한 소중한 조언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동주 시인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교류를 통해 진정 세계의 평화와 우리의 자유를 한 뼘씩 확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주기념사업회장 
연세대학교  총장  김용학 

https://yoondongju.yonsei.ac.kr/index.htm 

안녕하십니까? ‘윤동주 기념사업회’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민족 시인이자 우리 
연세대학교가 소중히 기리는 동문인 윤동주 시인을 기념하는 모임이자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잘 느껴 아시다시피, 윤동주 시인은 가장 아름다운 한국사람으로 우리 마음 
속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이는 「서시」, 「십자가」,「별 헤는 밤」등 주옥같은 시편을 
통해 맑고 순수한 영혼이 지상에 진정 살아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간도의 명동촌에서부터 일본의 후쿠오카 형무소에 이르기까지 그가 남긴 행적을 통해, 
험한 세상을 온몸으로 견디었던 한 고결한 정신을 보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  김용학회장 인사말💥 

 윤동주 시인 사랑으로 자유와 평화 확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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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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동문회비 
납부현황 (7/20 현재) 

 
시애틀 지회 $500.00  

시카고 지회 $500.00  

⊙ 총동문회 기금명단 ⊙ 

총동문회 후원금 기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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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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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 드립니다.  

모교 발전기금 
1인 $100 이상 1만계좌 캠페인 

1 홍승원 (캐롤라이나) $100.00  
2 정치홍 (시카고) $200.00  
3 박 철 (시카고) $100.00  
4 황기학 (시카고) $100.00  
5 김원자 (시카고) $100.00  
6 오정훈 (시카고) $100.00  

동창회 후원금 
 

시카고 간호대 동창회 $1,000.00  



연세대학교 발전기금 출연 약정서

‘실천하는 리더’등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연세대미주총동문회의 일원으로서
연세대학교발전기금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1계좌를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출연신청인 :  _________________________(인 또는 서명) 20       년        월        일 

연세대학교 총장 김용학  미주총동문회장 김원자 귀하

문의처  연세대학교 미주 총동문회 기부금모금본부        Tel : 847-494-9942

전 화

주 소

출연 
약정

용도 
지정

 □ 윤동주 문학동산 조성기금       □ 기타 (                                 )

 ♣ 수혜대상 : □ 학교에 위임

 출연약정금액:  1계좌 $100/매년           □ (        ) 계좌 x $100 

                   □ 기타 ($                             ) 

♣  Mailing Address  : 1741 Mansie Ct., Libertyville, IL 60048

    Make payable to : Yonsei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Bank Acct Number : 122041235   (RT No)    Bank of Hope

                             6400486067 (Acct No)                         

*메모란: 10,000 계좌 갖기 프로젝트

 주소 :

# 보내시는 기부금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mail :

단체

상호, 기관명 : 

대표자명 :

 휴대폰:

 자 택 :                                           사무실 :

기관

# 기부금은 전액 학교로 전달되며, 동문회 운영비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 인

 성 명 : (한글)                                       (영문)

전공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구 분 : □동문  □학부모  □독지가  □교직원  □학생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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