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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Thanksgiving!!
11월은 감사의 달이다. 조국수호의 용사를 기리는 재향군인의 날, 미국의

개척자청교도의정신을되새기는추수감사절이 11월에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 절기에 갖는 가족상봉의 여행, 인디언과 나눠먹던

칠면조의 전통을 지키기가 힘들어졌다. 미국인 2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때문이다.

한편 95%의 효능을 가진 백신이 속속 나오고 있어, 일말의 희망을 안겨줘

무척 다행이다. 그런데, 코로나 와중에, 미국은 대통령선거 불복으로 인한

대립과갈등의정치위기를맞고있다.

이중고의 국난극복을 위해 다같이 적이 아닌 이웃으로 감사와 나눔의

‘11월정신’으로돌아가자.

감사의 달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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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120년만에기록적

특별기고

평소 공화당을 지지하던 젊은이들이 부모와 같이 민주당 대통령을 찍은 것은
초유의 일이다 . 그도 그럴 것이 , 트럼프의 정책 결정은 신중하지 못하고
즉흥적이었다. 국익보다 자신의이익을위해 편을가르고국민위에 군림하는듯한
행태를 보였다. 경제를 살리라고 뽑아준 한국의 어떤 대통령은 부정부패 때문에
대법원에서 17년 선고에 수백억원의 벌금을 받고 구치소에 머물고 있는데,
국민들에게한마디사과도없다.미국의경우도 2016년힘든미국의경제를회복해
달라고 억만장자인 트럼프를 대통령에 뽑아주었더니, 4년동안 정치를 너무
망가뜨렸다.오죽하면하원이트럼프대통령을탄핵했겠는가?거짓을밥먹듯하고
섹스 스캔들 등 도덕적으로도 타락했다. 그는 지난 15년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것이다.최근 3년동안인컴택스 750달러를낸것이고작이라고 한다.

이민자를 증오하고 인종간 갈등을 부추겼다. 흑인 시위 배후에 실체가 없는
테러단체의 소행이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 경찰의 과잉진압(목 눌러 숨 못쉬고
사망함)으로 “흑인의 삶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의 메시지를 불러온 ‘조지
플로이드’사건에 대해, 트럼프는 “숨을 쉴 수 없었던 건 조지 플로이드 만이
아니다”라고 조롱했다. 트럼프 정부 4년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최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미국의 위상을 실추시킨 부끄러운 시대였다. 이웃에 ‘철의장벽’을 치고,
국익을 빙자로 중국과 격심한 무역마찰을 불러와 세계경제 질서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는 세계국제기구를 무력화시켰다. 결정적인 잘못은
코로나19 대응이다. 대통령으로서 신뢰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민심은
천심이다.이래서유권자들이들고일어났다고전문가들은분석하고있다.

미국 인구는 3억 2천만 명, 실제 투표자격 유권자는 2억4천만이다. 이번 선거에
모두약 1억 6천만명이투표했다 (투표율 66.8%).이중에 사전투표가약 1억만명을
차지해,이것이이번대선의승패를좌우했다.

조 바이든 천신만고 끝 46대 대통령 당선
- 1억명이우편등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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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만큼 박진감을 주는 리얼리티 쇼는 지상에 없다. 특히 한국 총선과 대선,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있는 지상 최대의 쇼다. 금년 미국 대통령선거는 11월
3일이었다. 코로나 19 때문에 양당의 전당대회도 화상회의로 치렀고, 선거운동도
변변히 하지 못했다.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이나 발생하고 하루 1천명씩 죽어갔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양성 환자로 입원하는 제2의 코로나 위기가 몰아치자, TV 토론
규모도 줄였다. 조용하던 선거운동은 9월말부터 열을 뿜기 시작했다.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2주일부터 11월 3일투표일까지,두후보는당선의관건을쥐고있는소위 ‘스윙
스테이트’ 즉 플로리다, 필라델피아, 미시간, 위스컨신, 오하이오등지를 여러차례
방문하면서 화력을 집중했다. 드디어 결전의 날, 11월 3일 선거가 끝나자 나는 밤샐
각오를하고 TV앞에자리를잡았다.

저녁 7시 바이든은 버몬트 (14), 코네티컷 (7), 마사추세츠 (11), 델라웨어 (3) 등
뉴잉글랜드 지역과 뉴저지(14), 뉴욕(29), 메릴랜드(10), 콜로라도(9)에서 승리했고,
트럼프는 오클라호마(7), 사우스다코다(3), 노스다코다(3), 테네시(11), 아칸소(6),
인디에나(11), 켄터키(8), 웨스트버지니아(5)에서 이겨 선거인단 수는 바이든이 89대
72로 앞서나갔다. (괄호안은 선거인단 수) 밤 10시 경에는 바이든 93대 트럼프 86으로
계속 바이든이 선두를 유지했다. 그 후 바이든은 일리노이(20)와 미네소타(10)를 얻고,
같은중서부지역이며스윙스테이트인위스컨신(10)과미시간(16)에서박빙을보였다.
그런데, 트럼프는 선거인단을 많이 갖고 있는 플로리다(29)와 텍사스(38)를 얻은
데다가 펜실베이니아(20), 조지아(16), 애리조나(11) 노스캐롤라이나(15)에서 선두를
달려,이추세로 가면 2016년힐라리클린턴처럼낙선시킬수있겠다는생각이들었다.
트럼프는 때 맞춰 ‘승리선언’을 했고, 바이든은 ”아직은 승자가 없다” “더 기다려
보자”는반응을보였다.

그날 밤 바이든의 승리를 포기한 나는 실망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바이든은 선거
다음날 새벽까지도 선벨트와 쇠락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에서 트럼프에 밀려 퇴색이
짙었다. 그런데위스컨신과 미시간에서우편투표함이개봉된 4일아침부터 5일까지
바이든은 무섭게 따라 붙더니 역전에 성공했다. 선거인단 수는 224대 213으로 손에
땀을 쥐게한 백중세였다. 오후3시에는 253대 213으로 바이든이 앞서 나갔다.
폭스뉴스는 바이든이 애리조나(11)에서 이겼다고 계산, 264대 213으로 바이든의
우세를발표했다.역사는밤에이루어진다더니자고나니 세상은달라졌다. 바이든은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에게 한 때 10%까지 뒤진 상태에서 우편투표, 대도시인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의 몰표가 쏟아져 막판 역전에 성공했다. 6일 아침 TV 중계
방송은 일제히 “바이든 46대 대통령 당선”을 보도했다. 말 많던 트럼프시대의 퇴진과
바이든의새시대를여는감격적인순간이다.

초반 트럼프 약진

‘승리 선언’

위스컨신-미시간잃어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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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복-인종 갈등 등

바이든 난제안고 힘든 출발

미국은지금감염병,경기침체,대량실업,인종차별,기후변화에이르는심각한위기에
처해있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후유증, 더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전쟁중이다. 1천만이상의확진자,사망자는 25만명,매일 1천명이숨지고
있는사상최악의 역병에시달리고있다. 현직대통령이양성반응환자로입원치료를
받을정도로정부는방역에소홀했으며책임을지지도않았다.

세계최대강대국 미국의코로나 대책은후진국 수준이었다. 이와중에미국 제약회사
화이자(Pfizer)와 독일 바이온테크 (BioNTech)회사가 코로나 19 백신(Vaccine) 중간실험
결과 95%예방효과가나왔으며모더나(Moderna)제약회사백신도 94.5%의예방효과가
있다는 희망적인뉴스가보도됐다.

앨버트불라화이자CEO는 “이것은지난 100년간가장중대한의학적발전이될것이라
믿는다”고자평했다.그러지않아도바이든당선자는국정제일과제로코로나방역을
꼽았다. 화이저의 백신약 소식에 기쁨을 나타내면서도 마스크 사용, 거리두기 등
개인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신중론을 언급했다 . 정권인수위는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이렇게 코로나 다스리기도 힘겨운데, 트럼프의 선거 불복
‘몽니’는국민혈압을 높이고있다. 증거도없이 ‘선거도둑질’을했다며바이든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으로 해결하겠다는 억지를 펴고 있다. 이와같은 트럼프식의
민주주의후퇴는국민여론과전통이결코용서하지않을것이다.이제는미국이아픔을
치유하고단결해서다시세계의존경을받는나라로만들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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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을 끝내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쟁취한 4명의 아시안계 여성에게 축하와 함께
뜨거운박수를보낸다.

우선 Kamala Harris, 흑인 아버지와 인도 어머니 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바이든 러닝메이트로 지명된 후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 어디에서 왔든, 누구를
사랑하든 상관없이 모두를 환영한다는 미국의 가치, 조 바이든이 공유하고 내
어머니가 가르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 왔다”라고 자신의 비전을
밝혔다.해리스는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 최초의 아시안 아메리칸 여성으로 남고
싶지, ‘마지막’으로 남고 싶지 않다고, 선구자로서 교훈의 말을 후배들에게 남겼다.
한편 2020 선거는 한국 이민사에 기념비적 해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연세대
출신(김정한, 화학68졸)인 뉴저지주 앤디 김은 재선에 성공했다. 김창준과 앤디 김
이후, 올해 한국계 여성 3명이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는 쾌거를 이룩했기 때문이다.
워싱턴주에서한국계어머니를둔민주당스트릭랜드,캘리포니아주공화당 미셀박,
영 김이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국계 여성 3인방을
포함해 역대 최대 인원인 4명이 미연방의회에 입성한 것에 대해 “무척 고무적이다.
앞으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영옥,
은주,순자같은정겨운우리이름들이더욱근사하게느껴진다”고말했다.

객원편집위원육길원

트럼프 선거불복 정당성 없다, 미국 가치와 전통이 용납 못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아시안 여성들

투표가 끝난지 3주가 지난 현재, 트럼프는 패배 인정(Concede)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끝까지 경합을 벌이고 있던 아리조나 주, 조지아 주, 네바다 주도 표차가
점점 벌어져 바이든의 승리로 끝났다. 일반 투표에서도 바이든은 7,947만 표(51%),
트럼프는 7,356만 표(47.2%)를 획득, 바이든이 약 600만 표를 더 얻었다. 선거인단
득표는 바이든 306, 트럼프 232를 기록했다. 트럼프는 생각보다 선전한 편이다.
그렇다고 아무리 트럼프가 재검표를 시도하면서 소송을 해봤자 대세를 거역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신도 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시대정신은 두 동강난 미국을 통합하고 화합하는 일이다. 이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 퍼스트 레이디와 사위가 그만하자고 권고했다고 한다.
공화당 내에서도 패배를 인정하자는 양식있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름지기 트럼프
대통령은 엘 고어나 존 메케인 같이 개인보다 나라의 장래를 더 걱정하고 양보했던
신사적인정치선배들의모범을따르기바란다.공화당중진들의압력도아쉽다.

▲ Kamala Harris ▲마릴린순자
스트릭랜드

▲미셀박 ▲영김 ▲앤디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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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동문은 KAIST에서 신소재공학과를 전공한 공학도였다. 공군 장교로
복무한 후 전공분야와 연계하여 IT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 모교 법학전문
대학원에입학했다.
2학년이던 2012년간단한시술을받기위해병원을찾았는데의료사고로시
력이심각하게손상되어시각장애 1급판정을받았다.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주셔서 공부를 계속할수있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는책을구하는것을비롯해수업도제가들을수있는형태로강의해주셨습
니다. 학교에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
록해주었습니다.”
같이 입학한 동기들은 1년 먼저 들었던 수업 자료들을 전해주고, 도서관 자
리도양보하면서김동문을도왔다.
좌절하지않는김동문의모습을보면서주변의도움이이어졌다.그렇게김
동현동문은 2015년우등생으로로스쿨을졸업했다.

국내두번째시각장애인판사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각장애극복하고판사의꿈이뤄

지난 10월 20일 시각장애 판사 임용 소식에 곳곳에서
환영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내에서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두 번째로 판사가 된
그 주인공은 2015년 로스쿨을 졸업한 김동현 동문(법
전원 11입)이다.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김
동현 동문을 전화로 인터뷰 했다.

김동현 동문은 판사가 된 소감에 대해 어깨가 무겁다
고 말했다.
“가족들 모두 좋아했고, 주변에서도 소식을 듣고 전화
를 많이 주셨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앞으로 할 일
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2학년때의료사고로시력잃어

김동문은변호사시험에합격한후에는서울고법에서재판연구원으로 2년
간근무했다.재판연구원제도가시행된뒤장애인으로서는김동현동문이
최초이다.
법원관계자는 “페이스메이커와팔을묶고안내를받으며달리는마라톤이
취미인김씨는 10㎞를완주에성공했고,현재하프코스에도전하고있다”며
, “장애에전혀구애받지않은몸과마음이모두건강한젊은이”라고평가했
다.
김동현 동문은 재판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장애인법연구회에서 발간한 <장
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를 공동 집필하기도 했는데, 이 책을 통해 일상생
활속에서일어날수있는차별행위에대해손쉽게규정했다.

김동현(법전원 11입)

재판연구원제도시행첫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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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으로 경력을 쌓은 김동현 동문은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변호사
로활동을이어갔다.지적장애인을유인해휴대전화를개통시킨다음보이스
피싱대포폰으로악용한사건을맡았고, 음식점등에서노동착취를당한장
애인들을구제하는활동도펼쳤다.

스스로시각장애인이면서장애인들의피해구제와권리회복을위해뛰어다
녔고, 2019년서울시는김동현동문을 ‘서울시복지상장애인인권분야대상’
수상자로선정했다.

“장애인인권센터 소속 변호사로 수행하고 있던 업무를 나눠서 했는데, 앞으
로더열심히하라는뜻으로상을주셨던것같습니다.”

서울시는 김동현 동문에 대해 “장애인이 된 이후에도 긍정적인 자세와 불굴
의의지로어려운현실을극복하고우리사회의정의구현과인권옹호에공
헌한점을높이평가해대상수상자로선정하게됐다”고설명했다.

국민들이납득할수있는공정한판결위해노력

박원엽기자

김동현 동문은 내년 2월 말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3월에 법원에
배속을받아본격적인판사의길을걷게된다.판사로서의각오에대해김동
현동문은공정한판결을손꼽았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실하게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동안쉽지않은길을걸어왔고,앞으로도쉽지않은길을걸어가겠지만김
동현동문이후배들에게또다른길을제시하는이정표가되길기대한다.

IT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 연세 교정에 들어선 김동현 동문은 사고로 시각
장애인이되면서다른꿈을꾸게되었다.

“IT분야는시각이많이필요합니다.시각장애를가지게되면서내가할수있
는것이무엇인지고민했습니다.현직에서활동하시는시각장애최영판사님
을보면서새로운도전을결심했습니다.”

서울시복지상장애인인권분야대상수상

시각장애로 IT 전문변호사포기

만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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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이론정립한선구자이자

⑤ 최이순가정대학초대학장

1930년대 후반 미국 오리건주립대엔 한복을 입은
여자 유학생이 있었다. 그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
자 동아일보는 이렇게 썼다.

“조선인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바꾸려 3년 간 하루
도 조선 의복을 벗어놓은 일이 없고, 조선 음식을
장만해 현지 외국인들에게 대접했다.”

선생은 한일합병이 된 1910년 황해도 안악에서 독립운동을 한 조선어문학
자 최광옥의 넷째 딸, 유복녀로 태어났다. YWCA의 대모 격이었던 언니 최
이권 여사(고 백낙준 초대 총장의 부인)와 함께 백범 김구 선생을 아버지처
럼 따랐다.
우국지사의 딸로 민족적 자부심이 강했던 선생은 1965년 박정희 정부의
한일국교 수립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다. 그는 이 반대 서명 건으로 그해 모
교인 오리곤주립대 창립 97년 기념일에 외국인 최초로 공로표창을 받게 돼
있었지만 여권이 발급 안 돼 참석하지 못했다.

최이순은 이화여자전문학교 가사과 출신으로 아동학을 전공한 가정학자이
다. 가정학의 불모지였던 이 나라에서 선구적으로 가정학 이론을 정립했고,
여러 여성단체에 참여해 여성의 인권 확립과 여권 신장에 앞장섰다. 또 19
54년 이래 눈을 감을 때까지 사회복지법인 거제도애광원 이사·이사장을 지
내는 등 평생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다.
우리 학교에서는 가정대에 국내 첫 아동학과를 만들었고, 국내 최초의 유
아 대상 연구 기관인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을 설립했다. 최초의 학부생 학
술연구논문집을 창간했고 국내 첫 남녀공학인 우리 학교의 초대 여학생처
장을 8년 간 지냈다.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뛰어났던 선생은 아동학과를 처
음 만들 때 교육부 인가가 나지 않아 10년 간 신설학과 설립 신청을 했다고
한다.
아동학은 당시 사범대학 쪽에서 아동교육, 유아교육 등의 이름으로 가르치
던 학문이었다. 선생은 아동·유아 교육의 범주를 넘어서 포괄적인 인간 교
육을 하려면 아동학과를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연구하는 가정대학에 둬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선생은 뛰어난 교육자이기도 했지만
탁월한 행정가였다.

인물로보는연세 150년

국내 최초의 4년제 가정대학인 우리 학교 생활과학대학을 만들고 초대 학
장을 지낸 단형 최이순 선생이 그다. 현지인들에게 일본인·중국인으로 오인
되는 게 싫어 유학생활 내내 한복을 직접 지어 입고 다닌 것이다. 일찍이
일제 강점기에 해외에서 민간대사의 역할을 한 셈이다. 바느질 솜씨도 뛰
어나 당시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소잉 머신’(재봉틀)이었다고 한다.

학문실용화앞장선실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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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은 무엇보다 학문의 실용화를 중시한 실천가였다. 그는 가정학에 대해
‘실용화하지 못하는 아카데미즘은 무용지물’이라는 교육관을 지니고 있었
다. 이런 교육관에 따라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화를 꾀하기 위해
어린이교육협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았다. 또 실천가로서 대한YWCA
연합회 이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사,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한국어머니
회 이사, 어머니학교 교장 등을 지냈다. 우리 학교 가정대 건물을 지을 땐
학교의 도움 없이 주도적으로 모금 운동을 벌였다.

여권 운동가로서 1960년 여성단체연합회가 축첩에 반대하는 가두행진을
벌였을 땐 선두에 섰다. 현실 문제에 어두운 여성, 억압 받는 여성들을 일깨
우기 위해 선생은 글을 쓰고 강연을 했다.

학창 시절 정구선수였던 선생은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깊었다. 연고
전에 대한 긍지도 대단했다고 한다. 연고전 때면 여학생 응원단을 뽑아 응
원 연습을 시키고 후원하기도 했다. 여학생을 괴롭히는 남학생을 혼내는 ‘
호랑이 선생님’이었는가 하면 남학생들에게 점심을 사며 대화하기를 즐겼
다고 한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등록금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선생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문필가로 여러 편의 시와 수필을 남겼다. 이
들 작품은 <살아온 조각보>란 작품집에 수록됐고, 나인용 모교 음악대학장
은 졸업생의 앞날을 축복하는 선생의 시 한 편에 곡을 붙였다.

“(전략) 뜨거운 사랑 봉사의 종 되어
그대 가는 곳마다
창의의 새 탑이 세워 지리
(중략) 의욕의 불길 들과 산에 퍼져
그대 가는 곳마다
꽃 피고 열매 맺는 옥토 되리 (후략)”

생활의 과학화를 추구한 운동가인 선생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 생활과학의 기본이라고 주창했다. 풀과 벌레까지 사랑했고, “관심은 사
랑이 생기게 하고 사랑은 관심을 갖게 만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수시로
말했다.
생전의 선생은 이렇게 적은 글을 주민등록증과 함께 휴대했다고 전해진다.

“내가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절대 상대방의 책임을 추궁하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선생은 임종을 앞두고 장례예배 대신 환송예배를
드려 달라고 부탁했고 시신을 우리 학교 의과대학에 의학실험용으로 기증
했다. 우리 학교 생활과학대 건물엔 선생을 기리는 최이순 기념홀이 있다.

인물로보는연세 150년

이필재 (신방 77입) 한국잡지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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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총동문회(회장이형숙)가지난 26일사우스베일로한의대에서 ‘2020
연세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총 11명의 동문 자녀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연세대 남가주 동문회는 코로나19로 올해 모든 행사들이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지난 9월 1일부터 장학금 신청을 받아 5명의 장학의원들의
선정작업을거쳐장학프로그램을예년대로시행했다고밝혔다.

지회 소식

2020 연세장학생수여식거행

남가주동문회

3년의 임기를 마치고 11월 4일 가족이 있는 LA 로 돌아왔다. LA로 돌아온
한우성전이사장은 “한인사회가공동체와한국의발전에기여하는자세를
잊지말자”고 미주 한언론 인터뷰에서 당부했다. 또한 한인 개인이나
단체가 *한인사회 발전 *미국사회 발전 *한국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두루
기여할때재미동포위상도커진다고인터뷰에서강조했다.

한우성전재외동포재단이사장

동문동정

한우성 (불문과 75 ) 재외동포재단 전 이사장은 재단
최최의재외동포출신이사장이다.한전이사장은 2017년
10월임명됐다. 3년동안한국정부와국민에게재외동포
존재와상호소통의중요성을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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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연세대학남가주총동문회동문님들께

우리 동문회에서는 지난 9월 1일 이멜로 동문회 장학생 신청자를 광고하였고
지난 10월15일부로동문장학생신청을마감하였습니다.

장학생 선발위원으로 위원장에 소승현 사무총장을 위시하여 최계희, 고동호,

신서영, 박민희 이렇게 5명의 위원님들이 10월 18일 화상 통화로 장학생 선발
작업을모두끝냈습니다.

선발자격으로지난 3년내에장학금을받은적이있는학생과 동문들의손자들은
제외하였고 학교 성적과 과외활동 및 학생 본인의 에세이에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작고하신 동문의 자녀 그리고 병환 중에 계셔 활동이 힘든 동문의 자녀들,

COVID 19으로인해갑자기생활이어려워진동문자녀들을배려하였습니다.

아직도 동문회주소록에명단이없으신분이나주소록에명단은있으나년회비를
내시지 않아 동문회 회원으로의 의무를 하시지 않은 동문일 경우 선처를 해 드릴
수없었음을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동문회 회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많은 금액을 할당할 수 없어 신청한
모든학생에게혜택을줄수없음도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환 상임 이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희 동문회에 도네이숀 해주셔서
장학금을줄수있게됨을여러동문님들께알려드리고또감사드립니다.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동문회에서 개인적으로 연락 드리고 장학 증서와 장학금을
우송해드리겠습니다.

동문회에관심을가지고많은동문들이참여를해주시어감사드립니다.

혹시 올해 장학금을 수령치 못한 학생들에게는 다음 기회에 꼭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문여러분이함께웃고 함께우는,서로가서로에게도움이되는,똘똘뭉쳐
함께하는동문회가되도록적극참여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부디건강조심하시고곧웃는얼굴로만나뵙게되길바랍니다
하나님의은총이동문님들의가정과사업에늘함께하시길바랍니다.

남가주총동문회이사장 오현근
남가주총동문회회장 이형숙

지회소식

남가주동문회
2020 연세장학생선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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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세번째 동문 골프 대회는 연고전이었는데, 고대측이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와서 그만 무산되고 말았다. 나와 동기인 고대측 신프로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대회를 개최하는 연대 동문회의 주도면밀한 행사능력에 부러움을
금하지 못했다. 전처럼 대회후 같은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시상식을 하는 것을 지양하고, 골프후 헤어졌다가 저녁 9시쯤 줌(zoom)으로 다시
모여서 시상식을 진행하는 식으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시상품 전달도 다음 행사때 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새로운 집행부 [회장: 이호철 (전자 84), 부회장: 박종화 (전산 85), 총무: 박준식
(사체 94)]가 새롭게 차용한 월드 핸디캡 시스템에 의해서 핸디캡 35까지 자신의
핸디캡을 가지고 대회에 참석한다.

보통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핸디 대비해서 제일 점수가 낮은 챔피언은 총장배를
3개월 동안 보관하다가 다음 대회에 반납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하는 챔피언이 총장배를 영구 보존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회원들의 꿈은
총장배를 집에 가져다가 모셔놓는 것이다.

지회 소식

총장배골프대회및연말파티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해는
동문회 골프대회도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

보통 동문 골프대회가 일 년에 4번, 산하 단체인
IT동문 골프 대회가 4번이어서 샌프란 시스코
동문회 회원들은 공식적으로 일 년에 8번 대회에
참석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올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때문에 모든 대회가 두 번씩으로 줄었다.

북가주동문회

▲챔피언수상하는남명현동문(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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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문들은 각자 열심히 노력을 한다. 미리 골프장을
답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실력향상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각별히 많은 노력을
한다.

김용민 동문(전기 82)은 거리가 줄었다고 클럽 피팅을 하기도 했고, 남명현 동문
(수학 67)은 나에게 전화를 해서 코스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나도 개인적으로 대회가 열릴 코스인
씨나바힐스 코스를 두 번 정도 방문을 했다.

올해의 마지막 그리고 두번째인 이 대회에는 10월 31일, 산호제의 씨나바 힐
골프코스에서 24명이 참석해서 6썸이 조별로 시합을 하였다. 57학번 노영의
동문부터 05학번 서준교 동문까지 다양한 학번의 동문들이 모여서 그동안의
소식을 주고 받으며 참으로 즐거운 대회를 하였다. 개회식에서 한병일 동문(57,
경영)이 당신의 아드님이신 프로골퍼 제임스 한 (James Hahn)의 골프백을
기부하셔서 뽑기로 추첨을 하였다. 신성원 (전기 82)동문이 뽑혔다. 한 선배님은
$500도 기부해 주셨다. 골프회는 이런 기부금으로 다른 모임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골프장에서 시합을 한다.

이날의 모든 경기의 진행은 카톡이나 이메일로 진행되었고, 점수 기입도 구글
쉬트 (google sheet)으로 실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골프를 치면서 누가 어떻게
치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다크 호스인 남선배가 어떻게 치고 있는가 보았다. 7번홀에서 쿼드루플을 해서
무너지나 했더니 바로 파, 보기로 살아나고 있었다. 핸디가 워낙 높은 김형민 동문
(핸디 33)은 14번홀까지 언더 11을 치고 있다가 마지막 네 홀에서 14개를 쳐서 3
오버가 되는 것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다.

이 날 대회는 남명현 (수학 67) 동문이 6 언더로 챔피언, 김용민 동문 (전기 82)이
7 오버 파를 쳐서 메달리스트, 장타상은 마이클 안 (8, 국제학), 시니어 장타상은
김택규 (생화학 77), 슈퍼 시니어는 김은혁 (의예 65) 동문이 차지했다. 근접상은
김형민 (재료 08), 최의정 (철학 79), 안일용 (전기 88), 임재현 (경영 78) 동문이
차지했다. 골프 회동후 조별로 쏘셜 디스턴싱을 유지하면서 간단하게 맥주와
안주를 하고 있었는데, 남명현 선배가 챔피언으로 확정되자, 6 테이블 모든
음식값을 지불했다.

저녁 9시에는 줌으로 시상식을 하면서 뒷풀이를 했다. 어떻게 해서 챔피언을
하셨냐고 남선배에게 물었더니, 퍼팅이 잘 됐고 (사실 이 날 그린이 스팀프미터
13정도되는 유리알 그린이어서 망한 사람이 많았는데), 조금 바꾼 스윙덕에
드라이브가 멀리 나가주었다고 한다. 챔피언은 역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주에는 IT 동문회의 매치 플레이 결승전이 San Juan Oak 골프장에서 있다.
그리고 연말 파티는 금요일, 12월 4일 7시에 줌(zoom)으로 치뤄진다.

지회 소식

최의정 (철학 79)

북가주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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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지금이나 엄청난 재해를 겪으면, “하늘은 왜?”라고 묻는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도 마찬가지이다. 공식적으로는 시카고가 겪은 참상은 우리
모두 겪을 수 있는 것이니 시카고를 돕자는 것이 대다수였지만, 시카고 대화재는
시카고가 범한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한 보응이라는 견해도 많은 공감을 끌어냈다.
다음 세가지가 그 예이다.
(1) 어바나(일리노이)의 Sons of Temperance-대화재는 시카고시가 일요일에
saloons을 문닫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2) 인디아나의 한 신문 – 시카고 대화재는(남북전쟁 중에) 셔먼 장군의 아틀란타
전소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다.
(3) 세인트루이스 지도자들 그룹 – 시카고 대화재는 죄악이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시카고)에 내린 하늘의 불이었다.

시카고에게 재건설은 ‘하늘은 왜?’ 묻기 전에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명제 그
자체이다. 화재진압 다음 날인 1871년 10월 11일 시카고트리뷴 사설에 CHEER UP
세계 역사에 유래 없는 큰 참사로, 지난 30년간의 성장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을
보며, 아름답던 도시 시카고 주민들은 결단한다 ‘시카고는 반드시 복구될 것이다”
(Chicago Shall Rise Again). 전소된 다운타운에 첫 번째로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변호사 Kerfoot가 ‘all gone but wife, children and energy’라고 한 것이나, William
Bross가 화재 직후부터 뉴욕 시에서, ‘Go to Chicago now! Young men, hurry there!
Old men send your sons! Women send your husbands! You will never again have
such a chance to make money! Chicago will be rebuilt in 5 years, and will have
one million by 1900’ 라며 시카고 재건설을 도운 일은 널리 알려져 있는 일이다.

대화재 후의 재건설에는 2단계가 있다: 첫 단계는 1871-1873년이고, 그리고 7년의
공백기를 거친 후에 1880-1893년에 걸친 두 번째 단계가 그것이다.
재건설 첫번째 단계의 목표는 ‘잃어버린 것의 빠른 회복’이다. 슬로건은 ‘시카고를

더욱 높게, 더욱 아름답게, 더욱 웅장하게, 더욱 안전하게!’ 이었다. 그리하여, 화재
진압 일주일 안에 200개의 영구 건물 건축허가와 함께 한층 강화된 건물 fire code가
시의회를 통과한다. 새로운 건축기술과 자재로(소금과 morta를 24시간 계속 섞어
벽돌 만드는 일)건축 붐이 일어난 것은 당연지사였다. 1872년 초 다운타운을 묘사한
글,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들려오는 소리는 망치 소리 등
공사 소음뿐”이 떠오른다. 1871년 12월에 출판된 대화재 복구의 공식 청사진, Elias
Colbert & Everett Chamberlin, Chicago and the Great Conflagration 에 는
시카고대화재의 주요 이유는 다운타운에 너무 많은 판자집/촌이 있었기 때문이니
다운타운에서 판자집은 No More!하게 법적 규제를 제안한다. 드디어, 시카고
건설의 역군이며 대화재에 가장 피해를 크게 입은 이들이 다운타운 밖으로
밀려났다.

1871년시카고대화재후의재건설

▲김신교수 (영문 63)

시카고 역사 – 아홉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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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화재 진화 바로 그 다음날부터 시작된 첫 번째 단계 재건설로
시카고 경제와 인구는 1872년부터 초특급성장을 시작했다. ‘잃어버린 것의
빠른 회복’을 넘어 ‘더욱 아름답고 웅장한, 더욱(화재에서) 안전한 시카고’
건설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불타버린 State St. 상가 재건에 올인한
Potter Palmer, Marshall Field, George Pullman등 ‘New money’라 불렸던
시카고의 2세대 기름종이들의 활약이 크다.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초대시장
옥덴(William Ogden)같은 1세대 리더들은 주로 일리노이와 연방정부 그리고
동부 재력가들의 후원을 끌어드리는 막후 역할을 담당했다. 동시에, 시카고
강서쪽에위치하였기에대화재에서피해가크지않았던시카고산업의기반-
유니언 스탁야드(Union Stockyard) 철도 회사들(불탄 시내의 passenger
depot는 곧 재건, 화물용 철도는 피해가 없었다), 곡물 엘레베이터(grain
elevator), 목재 선창(lumber wharf)-이 풀 재가동하며 시카고는 필라델피아
서쪽의제1의산업도시로의부상을시작했다.

시카고 역사 – 아홉 번째 이야기

더불어, 1872년 몽고메리 워드(Montgomery Ward)의 mail-order catalogue
사업이시작되며시카고는미국의카탈로그유통사업의메카가된다.
워드는 1871년 말에 mail-order catalogue 사업 창업을 계획했으나,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사전에 포기는 없다”며 다시 $2,400를
끌어 모아 물품을 다시 사들이고 1872년 가을163개의 상품을 선전하는
8x12인치한장의카탈로그를 40명의농부들에게뿌리며승부를 거는도박을
하는데, 도시언론의 비방선전도 잠깐, 이 비지니스는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어느 정도냐면, 1872년에 한 장으로 시작한 카탈로그가 1874년에는 8장,
1875년에는 72장, 1880년말이면 540장, 1900년에는 1,200장의 카탈로그와
현대식 세일즈 전략, 많은 고용인력과 다운타운의 warehouse등 대 사업체를
이룬다. 이를 지켜본 Richard Sears와 Alvah Roebuck가 1893년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몽고메리 워드는 카탈로그를 통해 농촌(rural)지역 주민들과
도시(urban)지역 주민들의 생활방식 차이를 없앴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았고,
1930년대까지 지속된 끈질긴 법정 소송으로 다운타운의 그랜트 팍(Grant
Park)을퍼블릭팍으로지켜냈다.

이렇듯활발하던재건설이왜 1873년말부터 1880년초까지올스톱되었나?
혹 시카고 로칼 정치/경제리더들의 헛발질 때문일까? 아니다. 재건설 열차가
덜컹거리다가 완전 정지한 이유는 유럽과 미국을 강타한 1873년 금융
패닉(Panic of 1837- The Panic)에서 야기된 최소 7년간의 ‘경제 대불황’
때문이다. 재건설 열차가 올스톱했다고 시카고가 과연 조용했을까? Oh, No!
유입 인구 증가는 줄었지만, 시카고를 떠나는 인구는 없으니 노동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불황으로 일자리 창출은 제자리 걸음이고
임금 동결/삭감이 늘어나니 노동 분규로 시카고는 항상 시끌시끌했다. 한
예로 미국 노사분규의 진원지이고 남북전쟁 전에 미 철도의 The hub이 된
시카고는 1877년 웨스트 버지니아 (Martinsburg, West Virginia)에서 미
전역의 철도 노동자 대파업(The Great Railroad Strike)이 시작되자, 대파업에
조인했다.그로인해아주격렬한소요를참많이도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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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번째 재건설 시기에 시카고에서
시작된 건축가와 자금주의 관계가
건축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도
있다.

그때까지 건축가는 부자들이 내어
놓은 자금에 맞춰, 그들의 요구대로
건물을 설계하고 지어줬을 뿐이었지만
이 시기 시카고에서는 건축가들의
건축방식 혁신을 믿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선뜻내어주었다는것이다.

그 덕분에 , 시카고는 세계 유수의
건축가들이 모여들고, 첨단의 건축물이
잇달아 건축됐다. 이렇게 시카고는 전
세계 건축가들이라면 꼭 와야 하는
‘건축의메카’가되었다.

그러다가, 1880년부터 재건설 두 번째 단계가 주춤주춤 시작한다. 곧 이어
가속도가 붙은 이 두 번째 단계 재건설은 시카고 역사에 획기적인 신기원을 이룬
시대로 구분될 정도로 정말 뜨겁게 시카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확장시켰다. 이
시기의재건설은,

(1)새로운건축기술과자재를이용해미국최초의고층건물 skyscraper (William
Le Baron Jenney’s Home Insurance Building- 1885)을 다운타운에 세웠는데,
연속으로 세워진 여러 고층건물로 시카고는 skyscraper의 대명사 , 그리고
현재까지도건축의메카로불리게되었다.

(2)대중교통수단의혁신으로시의지리적경계를넓게확산시켰다.

(3) 드디어 1890년에는 백만명이 넘는 인구를 갖춘 미국 제2의 도시, 시카고를
만들었다.

La Salle & State 1872

La Salle & Madison 1872

이로써, 더 높고(↑) 더 넓은(→) 시카고로 시카고 전성기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시카고 경치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은 두 번째 재건설은 첫번째 단계
재건설을주동했던 ‘new-money’들과산업가들의재정적후원으로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건축가들의 대담한 건축방식 혁신(예: steel-frame,
floating foundation; Louis Sullivan & Chicago school; Daniel Burnham &
Manadnock buildings )과 여러 가지의 발명들(전기-전구, 전화, 타이프라이터,
전차,카메라,전축,지퍼등)이대대적으로상업화되며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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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skyscraper 빌딩,
1884 년 Home Insurance
Building

대화재 때 이미 널리 사용된 말이 끄는 전차(‘omnibus on rails’)의 속도는
기껏해야 시속 4-5마일이었다. 그러다가 1870년대 후반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케이블(cable)로 움직이는 전차가 시카고에 도입되어, 1882년 1월의
메디슨에서 21가까지의 ‘스테이트 스트릿 케이블전차’ 개통식을 시작으로
케이블전차 시대가 열린다. 물론, 엄청나게 높은 비용 때문에 저항 세력이
만만치 않았지만, 깨끗한 10대의 차량을 연결해 평균 시속 9-12마일로 달리는
케이블전차는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스테이트 스트릿 케이블전차 개통식에
300,000명의인파가몰렸을정도였다.

케이블전차의 확산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남부지역(South side)이고, 그 다음이 North side이었다. 빈곤층이 더 많았던
West side에는 1890년이 되어야 케이블전차가 시작된다. 케이블전차 rail이
놓이면 그 주위의 토지가격이 케이블철로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로 결정될
정도였다. 이때부터 시카고 시의 정경유착등의 부패가 부쩍 늘었다. 모든
케이블전차 노선은 다운타운을 돌아 나오게 되어 있어 다운타운 경제가 가장
큰수혜를입었다.

시카고 역사 – 아홉번째 이야기

좀 더 빠른 전차를 찾아 1890년에 시작된 것이
운행속도가 시속 15마일인 elevated line에
스팀전차 시스템이다. 1888년 계획돼 1890년
개통되는데, 컬럼비안 박람회가 열릴 즈음에는
12가에서 박람회 장소인 Jackson Park은 물론,
다운타운의 Market & Madison, Lake &
California를 돌아 나오는 노선이 설치된다 .
(이때부터 Loop이란 용어가 쓰였다 )
케이블전차와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도 시카고
경계를 급속히 확산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킨다.
하지만,아뿔사,시카고의부패도 UP되었다!

시카고 재건설에는 밝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어두운면은다음번에다루겠다.

그런가 하면, 시카고의 지리적(특히 서쪽으로)경계 확장과 대중교통수단
발전은 재건설이 다운타운과 부유층 중심이었고 재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은
다운타운에서밀려난대다수중/하류층이담당했던사실에서기인됐다.

시카고의 대중교통수단은 ‘말이 끄는 (horse-drawn)전차 ’에서
‘케이블(cable)전차’로 , 다시 ‘elevated platform의 스팀전차’로 바뀌며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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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맹물:
먹고, 싸고, 자고.

삶은조미료:
맵고, 짜고, 달고.

한조각그믐달
새벽닭긴울음.

산다는것

霞 林

거리두기

만나야정이들고
모여야힘되는데

흩어져라모이지마라
여기저기붉은금줄

언젠간복면도벗고
다시얼굴보겠지?

霞 林

▲시인하림(霞 林) 황우상 (영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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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시골역
고향길이십리

넓은들흰달빛
"소금을뿌린듯"*

어느집삽살개
저혼자짖는데

저멀리산아래
노오란등잔불.

(*: 이효석의 '메밀꽃필무렵'에서)

고향가는길

霞 林

장작불

오늘처럼
코끝이시린날에는
그옛날고향집
장작불이그립다.

아궁이잉걸불이
활활타오르면
가마솥엔쇠죽이
화통처럼푹푹끓고
할배는사랑방아랫목에서
목침베고등을지지셨지.

장작도잉걸불도이젠
추억속한줌
식은재로남았고
새벽하늘달과별이
춥기만하다.

霞 林



20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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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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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9829f18d-6d14-4f75-ab31-d6e4ff4fae92.filesusr.com/ugd/56e4e2_64633d8b0d7f423aa164524e1c9b6619.pdf

윤동주기념관 기금 모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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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박철(1), 박준완(1), 김원자(10), 천병오(2), 김미자(1), 명계웅(5), 
이영희(1), 국중석(1), 서영순(1), 배미순(1), 장일웅(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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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진수(1), 이창복(3), 이방자(2), 고봉선(2), 송정호(1), 
황기학(5), 조희연(1), 김택영(1), 김계리(1), 이태용(1), 시카고
간호대동창회(2), 이인영(1), 원영상(2), 김진섭(5), 박성배(2), 

서정각(5), 이숙자(1), 박연숙(1), 서정인(1)
북가주 8 박재효(1), 이정숙(1), 최의정(1), 이명호(1), 남명현(3), 김택규(1)
인디애나 7 채희철 (5), 정치홍 (2)
온타리오 5 서영례(2), 강영숙(1), 최정근(2)
워싱턴 DC 12 최연홍(1), 이행훈(10), 김연희(1)

아틀란타 2 신순천(1), 김규희(1)

뉴욕 / 뉴저지 18 노충혜(1), 배인순(1), 이군자(3), 신중식(3), 김정한(2), 김길녀(1), 
김영백(1), 박예봉(1), 오영재(1), 박태옥(3), 손숙자(1)

남가주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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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현(5)
새크라멘토 5 허일무(5)
세인트루이스 4 백도충(2), 황봉희(2)
콜로라도 1 황인원 (1)
미시시피 1 오을상(1)
미시간 3 장재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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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 3 송영달 (1), 이경희(1), 백은기(1)
밴쿠버 8 손종복(3), 간호대동창회 (5)

라스베가스 2 이병성(2)
현재까지 총 325계좌

Link: 윤동주기념관 기획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제목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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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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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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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