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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년 역사, 시카고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 참여한 시카고 시민들  

온누리에 사랑과 평화를 

저무는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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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동문들에게 보내는 

“지난 4년 동안 모교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김용학 총장 2019년 송년사 

“넣을 곳이 없어 걱정이던 주머니는 겨울만 되면 주먹 두 개 가득가득” 옷깃을 여미게 하는 바람이 
매서운 계절에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다니는 모습을 그린 윤동주의 시가 정겹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연세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장 김용학입니다. 한 해를 보내며 연세라는 이름으로 
연결된 분들이 모여 옛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송년회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동문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동문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9년은 연세대학교의 핵심가치인 3C 즉 , “Christianity, Creativity, Connectivity)를 구현하며 , 
연구와 교육, 사회 참여에서 미래 대학을 향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 한 해 였습니다. 우리대학은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Engaged University로서 2년 연속 대한민국 사립 종합대학 사회 책임지수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 THE(Times Higher Education) 대학 평가에서 산업 혁신 및 인프라 
부문에서 세계 1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Times Higher Education Award Asia 2019년에서는 국내대학 최초로 Technological Innovation 
of the year 부문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연세는 UN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전세계 대학이 참여하게 될 University Global Compact의 결성을 주도하였고, 
동아시아 연구중심대학 총장들이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동참하겠다는 서약을 이끌어 내면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습니다.  
 
최근에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개중에서 우리대학에서 국내 최다인 6개 과제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POSTECH과 자원을 공유하는 개방 공유 캠퍼스를 선언한 이후, 양교에서 200여명의 
교수가 서로 겸임교수로 임용되었고, 공동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 총장으로서 제 임기도 이제 곧 끝이 납니다 . 지난 4년 동안 모교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차기 총장의 미래를 향한 도전에 큰 
응원을 보내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2020년 새해에도 희망과 행복 가득하게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동문님 가정과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3  제 12호 2019 년 12 월 20일 

35명 참석, 한신희 회장 유임 

 각 지회 송년회 

▲ 뉴욕 간호대 동창회 참석자들. 

뉴욕 간호대 동창회 

지난 11월23일에 뉴욕 금강산에서 뉴욕 연대 간호대 동창회 총회 겸 연말모임이 있었다. 
35명이 참석했고, 한신희 회장이 다시 내년에도 회장직을 연임하기로 했다. 

워싱톤 DC 지역 동문 송년회가 12월7일 우래옥에서 열렸다. 
맛있는 만찬을 나누며 그동안의 삶의 이야기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회장에 송대호(생화학76) 동문이 선출되었다 

▲ 워싱턴 DC 송년회 참석자들. 

송대호 회장대행 새회장으로 취임 

워싱턴 DC 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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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연세들의 대거 참여 

 각 지회 송년회 

▲ 뉴욕 동문회 총회 참석자들. 

뉴욕 동문회 

연세대학교 뉴욕 동문회 (회장 김승환)는 지난 12월 14일 플러싱 소재 대동연회장에서 ‘2019 
연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김원자 미주 총동문회장과 하성태 고대교우회 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양 호 전 
동문회장에게는 공로패가 수여 되었다.  
연세찬가와 아카라카 구호를 외치며 마친 1부 순서에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신.구세대가 
어우러져 ‘연세’를 기억하며 즐거운 여흥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알찬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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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명 모여, 윤남식 새회장 선출 

 각 지회 송년회 

▲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송년회 참석자들. 

온타리오 주 동문회 

연세대 온타리오 동문회(회장 서영례)가 지난 7일 에머랄드 힐 골프장 뱅큇에서 송년 
모임을 갖고 동문간 친선과 화목을 도모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문과 그 가족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히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두드러져 여러 세대가 한 자리에 어우러진 데 
의미를 더했다. 이날 1부 총회에서는 서영례(경영 78)회장이 이임하고 윤남식(경영 
81)회장이 새롭게 취임을 알렸다. 아울러 2부 순서에서는 특별공연과 더불어 경품 추첨 등 
송년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애틀란타 송년회 참석자들. 

내년에는 보다 많은 Young 연세 참여 기대 애틀란타 동문회 

연세대학교 애틀랜타 동문회(회장 위자현)는 지난 12월 1일 둘루스 슈가로프 컨트리클럽 
(Sugarloaf Country Club)에서 ‘2019년 연세의 밤 송년회’ 행사를 개최했다. 
53학번 선배님부터 2010 학번 후배까지 약 60명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이었다.  
회원에 대한 소개, 1년간 행사 보고, 내년도 계획등을 보고하고, 경품을 통한 선물을 나누는 
등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70-80년대 학번의 참석 독려등 새해에는 좀 더 알찬 
모임을 다짐하면서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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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동문회 사무총장과 미주 총동문회장 참석 

 각 지회 송년회 

▲ 남가주 동문회 총회 참석자들. 

남가주 동문회 

LA 동문회 (회장  오현근 )는  지난  12월7일  엘에이 
다운타운에  소재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약  200 
여명의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2019 정기 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바쁘신 중에도 본국 동문회 유 병률 사무총장, 미주 
총동문회 김원자 회장 그리고 시애틀 지회의 석현아 
회장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이형숙(간호64) 회장은  55년  남가주  동문회 
역사상 두번째 여성 회장이다. 
 
여성의  섬세함으로  동문회의  화합 , 선후배가  함께 
어우러지는 활력있는 동문회가 되도록 모든 임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재치있는 사회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며, 
동문 자녀 및  유학생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뜻 깊은 
행사도 뒤 따랐다. 



7  제 12호 2019 년 12 월 20일 

1955학번부터 2017학번이 함께 어울려 

 각 지회 송년회  

▲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동문회 연말파티  참석자들. 

북가주 동문회 

샌프란시스코 동문회(회장 김택규)는 12월 7일 플래즌튼 힐튼호텔에서 연말파티를 열었다. 
 

55학번부터 17학번 교환학생들까지 100여명이 함께 어울려 다양한 연배의 동문들과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자기 소개, 래플 추첨 및 응원가 맞추기, 노래자랑 등으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대선배님들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행사 후 young 동문들 30명이 2차 모임을 갖기도 
했다. 

남가주 
동문회 
(계속) 



신임 옥선남(치과73) 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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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송년회, 하모니카 연주회 이어서 가져 

 각 지회 송년회  

▲ 참석한 하와이 동문들. 

하와이 동문회 

연세대학교  하와이  동문회 (회장  강성중 )는  12월  12일  6시에  와이키키에 
위치한 서울정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차기회장으로 옥선남 (치과 73) 
동문이 선출되었고, 차기 임원진 구성은 내년 초에 할 예정이라 한다. ,강성중 회장(기계 
69)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모임은 30명의 연세 가족이 참석하였고, 식사 후 동문 한분 
한분들의  자기소개 , 임원진  소개 , 이사  소개 , 동문회  활동보고 , 재무보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2019년 연말 모임의 마지막은 연세찬가 합창과 아카라카 구호로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마감하였다. 

연세 대학교 하와이 동문회 하모니카 연주단은 12월 13일 오후 3시에 알라모아나 쇼핑센
터 Center Stage에서 하모니카 연주회를 가졌다. Center Stage에서의 연주회는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이다. 이번 공연은 크리스마스 캐롤 송을 주제로 하여 White 
Christmas. Merry Christmas 등 30여곡을 연주하였다, Center Stage는 알라모아나 
쇼핑센터 고객들에게 여흥을 베풀고자 마련되는 자리로 지난번 공연의 성황으로 Center 
Stage에서 연세 하모니카 연주단을 다시 초청하였다.  
하와이 연세대학교 동문회 하모니카 연주단은 1 달에 2 번 연습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동문을 주축으로 현지 교민들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는 연주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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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시카고 싱어즈 ‘창작 모노 뮤직 드라마’ 선보여 

 각 지회 송년회  

시카고 동문회 

연세대 시카고 동문회(회장 황기학)가 지난 14일 오후 6시 노스브룩에 소재한 크라운 
플라자 호텔(Crown Plaza Hotel)에서 60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1부 총회에서는 이임회장과 2020년 새롭게 2년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계속해서 연간 활동 보고, 재무 보고 및 ‘선배 및 새 동문 
소개’가 이어졌다. 곽영희 이사장(의학 78)과 황기학 회장(영문 73)은 이임사를 통해 2019년 
유종의 미를 함께할 송년의 밤에 참석해 주신 모든 동문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희망찬 다음 
임기를 기약했다. 36대 신임 유병택 이사장(토목 81)과 박준완 회장(천문기상 85)은 2020년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서승환 총장을 모시고, 8월 14일~16일 시카고에서 개최될 미주 
총동문 행사에 동문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며, 모교와 동문들의 번영을 기원했다. 

박준완 회장과 유병택 이사장 취임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히 연세 시카고 싱어즈가 창작 모노 뮤직 드라마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시간에 기대여’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합창곡에 이어 소개된 작품은 
오정훈 지휘자(성악 89)가 직접 기획 연출한 것으로 20여 분 동안 이어진 오 동문의 몰입도 
있는 연기까지 더해져 모든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아울러 2부 순서에서는 
만찬과 더불어 푸짐한 경품과 함께 여흥의 시간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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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총동문회 2020 행사 준비모임 

준비위원장 박준완, 행사위원장 유선희  

연세대 미주 총동문회(회장 김원자)가 지난 11월23일 장충동 한식당에서 총동문회 행사 
준비모임을  가졌다 . 황기학 , 박준완 , 이재상등  10명이  모인  이날  총  동문회 
행사날짜를 2020년 8월 14-16일로 정하고 장소는 메리엇 리조트 링컨샤이어(Lincolnshire 
Marriott® Resort)로 잠정 결정했다.  
 
준비위원으로는 대회장 김원자, 준비위원장 박준완, 행사위원장 유선희 등과 음악분과 
오정훈, 관광분과 황기학, Invitation 이재상 등에 이어 골프분과와 프로그램, 홍보, 리셉션, 
의전분과 등을 두기로 했다. 14일 미주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시 연세대 출신 프로골퍼 
초청 등에 이어 리셉션 디너는 한식당에서 갖기로 내정했다. 
 
특히 윤동주 문학상 시상, 자랑스런 미주동문상, 감사패, 공로패 증정과 상설 전시 및 
경매와 관광 등 세부적인 안건을 토의했다. 또한 윤동주 기념관 기금구좌를 위해 
미중서부 위원장에 명계웅, 부위원장에 황기학 등을 선정하고 2020년 4월말까지 
미주에서 1,000구좌를 모금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8월 총동문회때 10만 달러를 모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2019년 6월 미주  
지역회장단 및 이사회 때의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해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 총동문회 행사 준비모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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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모임이 시작되는 12월입니다.  
모임에서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등과 허리가 뻐근해지고 어깨와 목이 뻣뻣해지기도 합니다. 
앉아 있는 동안 몸을 앞으로 구부린 상태로 있게 되고, 특히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자세는 척
추에 90% 이상의 부하가 실리게 되어 허리와 등의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체 정렬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 골반이 앞쪽이나 뒤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골반을 중립 위치로 두고
, 늑골을 들어주고 복근과 엉덩이를 힘주어 당겨서 허리를 펴주는 스푼 자세를 평소에도 수
시로 해주어야 합니다.  
또 복부와 엉덩이, 허리를 위한 코어운동으로 허리의 스트레스를 줄여주어야 합니다. 당겨
져 있는 다리 후면과 엉덩이, 허리의 근육을 늘려 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운동 필요를 한 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운동이 플랭크입니다. 특히 테이블 플
랭크(table flank)는 사무실이나 주방, 산책 장소 등 어디서나 테이블이나 벤치, 난간과 같이 
안전하게 엎드려 기댈 곳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척추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복근과 엉덩이를 강화시킬 수 있고, 골반 중립 상태로 어깨, 복
부, 등, 허리, 엉덩이, 다리의 전신 근육을 사용하므로 신체정렬에 도움이 됩니다. 

1. 테이블 상판에 두 팔을 대고 엎드린다. 팔의 간격은 어깨 넓이로 벌리고 팔꿈치의 각도
는 90도를 유지한다.  
2. 양쪽 발을 테이블에서 먼 곳으로 뻗고 발끝을 세워서 바닥에 지지해준다. 
3.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준 상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자세를 유지한다. 
이때 무릎이 펴져 있어야하고, 몸의 중심인 허리가 아래로 기울어지거나 엉덩이가 높아지
지 않도록 곧게 펴준다.(골반 중립 상태) 
4. 팔꿈치와 어깨 위치를 나란하게 하고, 어깨에 힘을 빼고 가슴을 펴준다. 
5. 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시선은 두 손 위치와 나란한 앞을 바라보고, 턱끝을 살
짝 당겨준다. 
주의사항  
1. 처음에는 15~20초간 버티기 실시, 익숙해지면 60초까지 늘려서 2~3회 반복한다. 
2. 어깨 질환에 의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3. 유지하는 동안 숨을 참지 말고 지속적으로 호흡한다. 

<이런 것도 정말 운동이야?> - 테이블 플랭크  

■ 테이블 플랭크 요령  

▲ 바른자세 ▲ 잘못된 자세 

허리 운동 합시다 ! 

어디서든 테이블이 보이면 

 건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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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 

동문 소식 

그는 경기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친척이 운영하
는 무역회사에 근무하다가 1967년 서울 충무로에 ‘대우실
업’을 세운다. 당시로선 파격적인 무역 위주의 사업 확장으
로 당시 한국의 주 생산품목이던 섬유·의류 등을 수출했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는 증권·건설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
했고 70년대 정부의 중화학 공업 육성책에 발맞춰 중공업·
조선·자동차 등으로 그룹의 외연을 넓혔다. 
 
창업 5년 만에 수출 100만 달러를 달성했고, 10여년 만에 현
대그룹·삼성그룹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재벌’의 반열
에 올랐다. 74년 전자제품 무역업을 위해 만든 대우전자는 
80년대 대한전선 가전사업부, 오리온전기, 광진전자공업 
등의 인수와 함께 금성(현 LG)·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3대 
가전사로 성장했다. 새한자동차를 인수해 만든 대우자동차
는 중동에서 구 소련, 아프리카까지 전세계에 팔리는 한국
의 대표 수출 품목이었다.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한국 산업 발전을 이끈 거목
이자, ‘세계 경영’을 주창했던 글로벌 경영인이었다. 다른 대기
업들이 일제강점기 이후 불하(拂下) 자산으로 성장했던 것과 달
리 샐러리맨으로 시작해 1960년대 산업화 이후 대규모 기업집
단을 일군 성공신화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김우중 (경제 56) 동문 별세 

80년대 후반 소련 붕괴는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됐다. 한
국기업으론 독보적으로 동유럽, 중동·아프리카·남미 등
에 진출했다. 이즈음(89년) 펴낸 책이 『세계는 넓고 할 일
은 많다』다. 출간 당시 6개월 만에 100만부가 팔려 최단
기 ‘밀리언 셀러’ 기네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93년엔 
‘세계경영’을 주창하며 그룹의 모체인 무역업은 물론 자
동차와 중공업 수출로 큰 성공을 거뒀다. 
 
‘기술이 없으면 사오면 된다’ ‘사업은 빌린 돈으로 하고 
벌어서 갚으면 된다’ 등 공격적인 사업 스타일로 유명했
다. 고집이 셌지만 다른 재벌 창업자들과 달리 전문경영
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해결하
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87년 민주화 이후 폭발적으로 증
가한 노사분규로 대우조선이 위기에 처했을 때, 1년 반 
동안 옥포 조선소에 머물며 현장경영을 지휘한 것은 유
명한 일화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별세 

▲ 1988년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노동자들과 대화하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사진제공 대우세계경영연구회) 

단돈 500만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해 대우그룹을 자산 규모 76조원, 재계 순위 2위(1998년)까지 키워
냈지만 외환위기 이후 40조원 넘는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중 분해됐다. 1999년 중국으로 떠
나 2005년 귀국하기까지 영국·베트남 등을 떠돌며 ‘낭인’ 생활을 하기도 했다. 한국 기업의 1세대 
경영인으로 극적인 성공신화와 추락까지 겪은 비운의 인물이다. 

▲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사진제공 
대우세계경영연구회) 



13  제 12호 2019 년 12 월 20일 동문소식 

2005년 귀국한 뒤엔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후진  양성에  힘썼다 . 2010년부터  글로벌
YBM(Global Young Business Manager) 양성사
업에 매진했다. 하노이에서는 전·현직 대우그
룹 임직원 모임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베트
남·미얀마·인도네시아에서 ‘글로벌 청년사업
가 양성사업(GYBM)’을 운영한다. 한국 대학 
졸업생을 선발해 동남아 현지에서 무료로 취
업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베트남·미
얀마·인도네시아·태국 등 동남아시아 4개국에
서 1000여명의 청년사업가를 배출했다. 

 
대우그룹 전직 임직원들은 등산모임·골프모임
·학술모임·경제 동향 강연을 듣는 대우포럼 등 
다양한 소모임에서 교류하고 있다. 손명규 대
우세계경영연구회 이사는 “통상 소모임에 대
우 출신 임직원들 60~80여명이 모인다”며 “대
우라는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년 사업가
를 양성하거나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
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
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김 회장에겐 샐러리맨 성공신화와 한국 
무역의 주춧돌이 됐다는 긍정적인 면과 산
업화 시대 개발 일변도의 구태 경영이 추락
을 자초했다는 어두운 면이 공존한다.  
 
일각에선 외환 위기 이후 대우그룹이 ‘희생
양’이 됐다며 그를 동정하는 시선도 있지만, 
‘세계 경영’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산업화 
시대에나 가능했던 후진적 경영 행태였다는 
비판도 많다. 

 외환 위기는 이런 경영 스타일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다. 부채 규모가 눈더미처럼 불어난 상
황에서도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는 등 공격적 
경영으로 맞섰지만 자금난과 분식회계 사실까
지 드러나면서 99년 그룹은 해체됐다. 2000년 
모든 계열사가 워크아웃(기업회생)에 들어가
면서 대우그룹은 사라졌다. 해체 전까지 41개 
계열사와 600여개의 해외법인·지사망을 보유
했다. 국내서 10만명, 해외서 25만명을 고용하
며 21개 국가에 진출했다. 1998년 당시 자산총
액은 76조7000억원, 매출은 91조원이었다.   

[출처: 중앙일보] '세계경영 기수'에서 추락까지, 비운의 기업인 김우중 별세 

▲ 2017년 3월 대우 창업 50주년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김 전 회장이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 때가 마지막이 됐다. (사진제공 
대우세계경영연구회) 

▲ 세계경영을 주창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1년 
중 3분의2를 해외에서 보낼 정도로 해외 진출에 공을 
들였다. 1990년대 전용기 내에서 회의 중인 김 전 
회장의 모습. (사진제공 대우세계경영연구회) 

김우중 (경제 56) 동문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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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동문(작곡 99)으로 세계적인 지휘자 반열에 오른 김은선 씨(39)가 2021년 8월 1일부터 샌프란
시스코 오페라(SF오페라)의 캐롤라인 흄(Caroline H. Hume) 음악 감독을 맡게 돼 화제다. 지난 12
월 5일 SF오페라 매튜 실벅(Matthew Shilvock) 총감독이 이를 발표했다. 

한국에서 출생한 김씨는 연세대 작곡가(1999~2003년)·대학원 지휘과(2003~2005년)를 졸업했다. 
이어 슈투트가르트 음악·공연예술 대학을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한 직후 테아트로 레알에서 열린 
국제 오페라 지휘 대회(Jesus Lopez Cobos)에서 1등을 거머쥐며 두각을 나타냈다. 

<동문 이야기> - SF오페라 이끄는 김은선 지휘자 (작곡 99학번) 

그는 유럽의 주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자주 무대에 올랐고 북미에서는 오페라와 심포니 연주의 통
찰력 있는 해석으로도 인지도가 높다. 2017년 9월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에서 라 트라비아타의 지
휘를 이끌며 성공적인 미국 데뷔를 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워싱턴 내셔널 오페라에 데뷔했으며 
로스앤젤레스 오페라와 시카고 리릭 오페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다음 공연에도 함께하기로 
돼 있다. 

김 씨는 SF오페라 사상 첫 여성 음악 감독으로서 2021~2022 시즌 시작과 함께 네 번째 음악 감독
직을  역임해  SF오페라의  100주년  시즌 (2022~23)과  다음  세기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 
감독 내정자로서 그는 앞으로 시즌과 오케스트라 오디션 계획에 참여하며, 2020~2021 시즌 오프
닝으로 SF오페라 새 작품인 베토벤의 피델리오를 지휘하게 된다. 처음 5년 계약 기간 시즌마다 최
대 4회 작품을 지휘할 예정이다. 김 씨는 음악 감독 지명자로서 지난 6월 안톤 드보르작의 루살카
로 SF오페라에 데뷔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공연을 탁월하게 이끌어 격찬을 받았던 것이 이번 음
악감독 임명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실벅 총감독은 “김은선 지휘자는 사려 깊은 리더십, 깊은 공감과 극장의 모든 이에 대한 놀라운 존
중을 통해 청중과 아티스트, 테크니션과 관리자 모두를 연결해 준다”며 “지휘자로서 뛰어난 비전
을 갖고 리드할 뿐 아니라 창의적인 면에서 모두가 최고의 역량을 이끌어낸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첫 무대에 섰을 때 고향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다”며 “SF오
페라 가족의 일원이 돼 다양한 측면의 협업, 프로페셔널한 연금술 같은 에너지 등 SF오페라의 놀
라운 유산을 이어갈 수 있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SF오페라는 지난 1923년 설립됐으며 미 서부 해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오페라 컴퍼니로 
잘 알려져 있다. 

<학력> 
99년 ~ 03년 : 연세대학교 작곡과 학사 
03년 ~ 05년 :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휘과 석사 
05년 ~ 08년 : 슈투트가르트 국립음악대학교 지휘과 최고연주자과정 

 
<경력> 
08년 ~ 10년 : 스페인 왕립극장 부지휘자 
19년 1월 ~ :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 수석 객원지휘자 
21년 8월 1일~ : 샌프란시스코 오페라(SFO)의 Caroline H. Hume 음악 감독 내정 

세계적인 오페라 첫 여성지휘자로서 큰 활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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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연세인들 ①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2) 

대학 진학 전 3년 유예기간 둬 적성 살리게 해야 

연세 동산에서 무엇을 얻었나요? 

인플루언世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충남의 예산고등학교와 예화
여고를 운영하는 예덕학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의 
할아버지가 예덕학원 설립자다. 백 대표 자신도 예산 태
생이다.  
“시골 출신이라 연대 입학 후에도 고려대가 어쩌면 저의 
기질에 더 맞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1학년 때 연고
전에 갔다 오고 연대 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두 대학은 서로 맞수지만 축제 때 학교 앞 문화가 확연히 
달랐죠. 학점 평가는 타이트했지만 지금 대학생들 못지
않게 대학생활이 자유로웠습니다. 그 시절 방황도 했지
만 생각이 계속 열려 있는 건 학교 분위기가 리버럴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는 여러 나라 말을 배운 후 그 나라에 가 현지어로 된 메뉴판을 읽고 주방장과 음식에 
관해 현지어로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음식에 대해 여러 외국어로 설명하
고 싶다고 덧붙였다.  
“저는 우리나라의 관광 잠재력이 거의 무한하다고 봅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하는 
데는 그런 취지도 있어요. 우리 관광 자원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역의 특산물 
먹거리가 대표적이죠.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외국에 우리 음식을 많이 알리고 싶어
서입니다.” 
백 대표가 외식업에 들어간 건 요리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자 동시에 가장 잘하
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 가성비를 높이니 칭찬이 따라왔다. 가성비
를 높이는 건 당초 마케팅 전략이었는데 칭찬이 그로 하여금 춤추게 했다. “돈벌이도 좋
지만 칭찬이 더 좋더라”고 그는 말했다.    
방송 활동도 그랬다. 본래 그는 입이 거친 사람이었다. 주방서 하는 일이 불과 칼을 쓰는 
위험한 일인 탓도 있었다. 방송에선 그러나 욕을 할 수 없다. 이 이중적 처신이 그에게 
인지 부조화를 일으켰다.  
“사업 초기에 저와 함께 일한 사람들은 제가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할 겁니다. 본래 직격
탄을 날리는 소통 스타일이거든요. 요즘도 성질이 발동하면 그 모습이 다시 나오죠.” 
그는 15년 연하인 연기자 출신 아내 소유진씨와의 사이에 세 자녀를 뒀다.  

군 복무 시절 장군을 찾아가 간부식당 관리 장교를 지원한 것도 어쩌면 학교의 영향이
라고 털어놓았다.  
“내가 재밌고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지만 앞치마 입고서 장교 망신시킨다고 대령한테 
욕 많이 먹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진학은 아버지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 아버지는 당초엔 교육학과에 가
길 바랐다고 한다. 그는 젊은 세대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대
학 진학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전공을 선택하는 기준이 너무 막연하고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잣대의 영향이 
커요. 대기업 입사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게 목표인 사회에서는 대부분 취업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실패의 추억’ 탓에 청년들은 불만에 차 있어요. 돈이 성공의 척
도가 되는 세상이 바뀌려면, 이 전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 진학 시스템과 학
제를 바꿔야 합니다. 고교 졸업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둬 그 기간에 자신의 적성을 발견
하고 대학 진학 때 적성을 살리는 전공을 택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그 시절 저에게 그런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면 저는 외국어를 전공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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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도를 가리키는 가심비를 높일 순 없나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해 볼 생각도 있나요? 

인플루언世들 

세상을 바꾸는 연세인들 ①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2) 

“외식업계에서 가격의 저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다하고 나면 해 보고 싶어요. 그때까지
는 가맹점주들을 독립점포 사장으로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려 합니다.” 그는 한 끼 해결
하기 위한 음식값이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데 백종원이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가맹점주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가맹점 관리를 담당하는 슈퍼바이저를 확충해 
점주들과 더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가성비가 
떨어지게 마련이죠. 저희 회사가 광고홍보를 일절 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런 데 쓸 
돈을 식자재쪽으로 돌리죠.” 

길을 잃은 듯한 한식 세계화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출할 나라의 식자재로 만들 수 있는 한식 레시피를 보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에서 한식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죠. 그 나라 현지인 한식당이 돈을 벌게 
해 줘야 합니다. 제조업에 비유하면 원자재를 수출할 게 아니라 현지 자재로 생산해 
우선 시장을 확보한 후 오리지널 한식을 수출하는 겁니다.” 
그에게 우리 학교 동문들을 비롯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
느냐고 물었다. “먹는 거 좋아하고, 음식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지천명의 나이에 그는 꿈을 이룬 셈이다.  

자녀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나요? 

“취업이든 창업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세
상이 됐으면 합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즐겁게 살 수 있었으면 좋
겠어요. 아이들에게 많이 벌어 재산을 물려주느니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저 없이도 잘 돌아가고 구성원들이 재밌게 일하는 조직이 되는 
게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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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 개성, 직설적 펭수~  
2030‘어른이’분들에게 힐링 선사 

동문이야기 

핫한 아이콘 ‘펭수’, 나이는 10살, 키 210 cm, 고향은 남극인 ‘펭수’를 
스타로 만든 이슬예나(신방 03입) EBS PD. 
“제가 펭수를 만들었다기 보다 펭수가 남극에서부터 EBS까지 오디
션을 보러 와서 만나게 됐는데요. 기존 EBS에서 활동했던 친구들과 
달리, 펭수는 좀 특별하더라고요. 외모도 귀엽다기보다는 강렬했고, 
성격도 착하기보다는 개성 넘치고 직설적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저
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성공 비결이라는 것을 딱 꼽아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최대한 자연
스럽고 진정성있는 재미를 드리고자 노력해온 덕분이 아닌가 합니다. 또, 사장님 이름을 친구처럼 
부를 정도로 위계 질서에 굴하지 않고, 자기 표현을 솔직하게 하는 펭수를 보며 많은 분들이 대리
만족을 하는 거 같고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마음은 따뜻한 펭수에게 위로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당시에 저는, 초등학교만 입학해도 EBS는 ‘아기 때나 보는 거다’, ‘지루하다’고 느끼는 어린이들
의 편견을 부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어요. 초등학생들은 EBS 어린이 프로그램보
다는 오히려 성인 예능 프로그램을 선호하는데, 반대로 어른들도 재밌어서 즐겨찾는 신개념 어린
이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기존 EBS 콘텐츠처럼 교육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재미있고 친근한 소통이 
필요하다 생각했다. 그 주인공으로 자기 표현이 강하고 돌발적인 펭수가 적합하고 흥미로울 것 같
았다. 유튜브에서 4월 2일 <자이언트 펭TV>에 첫 영상을 올린 뒤 불과 7개월 여 만에 구독자 1백 만
을 돌파했다.  
펭수는 예능감 넘치는 입담, 사장 이름을 거침없이 부르는 담대함, 비트박스에서 아이돌 댄스까지 
못하는게 없는 다재다능함으로 ‘2030 뽀로로’로 인기다. 지상파 3사 예능프로그램 출연은 물론 화
보 촬영까지 연말 ‘섭외 1순위’로 떠올랐다.  
“어린이들보다도, 2030 ‘어른이’분들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촬영지에서 팬분들이 펭수를 
보고 정말 아이돌이라도 만난 듯 환호해주실 때마다 인기를 실감합니다. 저에게도 다가오셔서 이
렇게 힐링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동문 이야기> - 펭수 스타 만든 이슬예나 EBS PD (신방 03학번) 

펭수의 산업적 가치도 이미 높게 평가되고 있다. 최근 다이어리 시장도 점령했다. 4대 온라인 서점
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한 펭수 에세이 다이어리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는 3시간 만에 1만부(예
스24 기준)의 판매고를 올리는 등 뜨거운 인기다. 다양한 굿즈도 선보일 예정이다. 
“최근 갑자기 인기가 상승했는데, 사실 먼 미래보다는 일단 늘 그래왔듯 현재에 충실하면서 소통해
나가고, 이를 통해 팬덤을 잘 지켜가면서 펭수가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캐릭터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 목표에요. 점차 다양한 분야의 콜라보를 통해 팬들과의 접점도 늘리고, 영향력과 가치를 높여가
고자 합니다.” 

그는 대기업을 다니다 학창시절의 꿈을 이루기 위해 뒤늦게 방송국 
시험을 준비해서 PD가 됐다. 9년차 EBS PD로 재직 중, 대세 펭귄 ‘펭
수’와 함께 <자이언트 펭TV>를 제작했다. 

특별히 떠오르는 에피소드로 1,2화를 꼽았다. “저는 펭수가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전학생으로 찾
아갔던 첫 에피소드(1,2화)가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당시만 해도 펭수가 구독자가 1명밖에 안 
돼서 팬들을 모으기 위해 찾아갔는데, 정말 재미있는 돌발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궁금하시다면 찾
아보세요.^^ ” 
“고등학교 때 방송국 PD가 되고 싶어서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영상제작
동아리’에 들어갔죠. 주기적으로 하는 ‘영상제’ 때마다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혼자 시나리오를 쓰고 
카메라를 메고 다니며 친구들을 배우로 섭외해서 촬영도 하고 편집까지 했어요.” 
“졸업 후 학교 활동을 거의 못했는데요. 이렇게나마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연세인 모두 건
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펭수를 잘 모르신다면, 심심하거나 힐링이 필요하실 때 
한번 찾아봐주시면 더욱 좋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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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영희 동문 

세계생식면역학회 회장 선출 
의대 곽영희 동문 (의대84년졸, 산부인과학교실 겸임교수, 미국 
시카고  Rosalind Franklin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 
산부인과학교실 Agnes D. Lattimer 석좌교수)이 지난달 13일부터 
16일까지 일본 나라에서 개최된 14차 세계생식면역학회(ISRI· 
International Society for Immunology of Reproduction) 학술대회에 
서 제15대 회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2022년부터 3년이다. 

곽영희 동문 (의과 84졸)  

세계생식면역학회는 생식면역학의 임상과 기초학 분야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적인 다학제 학회로 세계 유수한 생식면역학 석학들로 구성돼 지난 40년 간 
생식과정의 면역학적, 생물학적 그리고 유전학적 측면의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박영선 (써니 박) 
부에나 1지구 시의원 

시의원 본연의 업무에 전념 다짐  

현행 형사 재판 규정에 따르면 배심원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유죄 평결이 가능하다. 
1명이라도 끝내 무죄를 고집하면 배심원 의견 불일치(Hung jury)로 처리돼 재판이 
종료되며 무죄와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박 시의원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부에나파크 시청 앞에서 지지자 20여 명이 찾아온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시의원은 “절도 혐의에 연루된 뒤, 반대파로부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아 왔다”며 “일일이 해명하고 싶었지만, 변호사 출신으로서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고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운동 당시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푯말을 설치하고 제거했다”며 “공판 과정에서 여러 집주인이 나와 진실을 
말해주었다”고 덧붙였다. 
 
박 시의원은 “재판으로 인해 주민들에 대한 소중함을 더 알게 됐다”며 “걱정해준 한인, 
지역주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의원은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10월 19일 자신을 ‘카펫 배거’라고 비방하는 선거 
푯말을 제거한 혐의로 부에나파크 경찰국에 체포된 뒤 풀려났다. OC검찰은 지난해 12월 
10일 박 시의원을 경범 절도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9일부터 배심 재판이 시작됐다. 

박영선 동문 (영문88)  

마침내, 법적 문제에서 해방! 

써니 박(사진) 부에나파크 1지구 시의원이 경범 절도 혐의에서 
벗어났다.  
 
12일 풀러턴의 오렌지카운티지방법원(판사 베아트리스 고든)에서 
열린 재판은 배심원단 의견 불일치로 마무리됐다. 여러 인종으로 
구성된 배심원 12명 중 10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은 2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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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 봉사상 수상 

1994년에는 미연방정부에 소수민족만 입찰이 가능한 8(a) Certificate를 받아 약 500명의 
직원들과 성장해 오다, 2003년에  Smithsonian Air Space Museum, Smithsonian Zoo, FDIC, 
Army Reserve, XM  Radio, Department of Treasury, WSSC 등 여러 연방정부 건물관리 
수주를 해왔다. 
 
2006년과 2007년에는 한미장학재단 동부회장을 맡아 약 500,000 달러를 모금하여 약 
200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2011년 부터 2013년까지 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싱턴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한국정부로부터 통일에 공헌한 공적을 인정받아 
공로훈장을 수상했다. 2017년과 2018에는 미주 연세대 총동문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홍 대표는 자타가 공인하는 만능 재주꾼이다. 베이스와 피아노 솜씨는 아마추어의 
경지를 넘고 한국과 워싱톤에서 성가대 지휘를 30년동안 해온 많큼 음악에 조예가 높다. 
1973년 연세대 음대에서 한국에서 초연한 오페라 마적에서 파파게노를 돕는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골프실력도 상당하여 숏게임과 퍼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만담이 
시작되면  청중을  웃기는  재주는  쟈니  리가  인정했듯이   연예계에  나가도 
성공했으리라고 믿는다. 스스로 이것 저것 잘하는 데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게 
약점이라고 한다. 
 
가족으로는 메트로폴리탄 여성합창단 단장을 맡은 홍희자씨가 아내이고 한국과 
유럽에서 피아니스트로 널리 알려진 실비아 홍이 맏딸이고, 사위도 피아니스트로 
현재  University of Wisconsin 에서 부교수와 음악과장을 맡고 있다. 아들 홍요셉은 
컬럼비아 대학을 마치고  Johns Hopkins MBA and SAIS 학위를 받고 현재 Under Armor , 
Senior Manager로 근무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봉사상은 명예회장으로 있는 KOBE(회장 이경석)가 추천했다. 

홍희경 (불문 73) 이사장 Meridian Materials Inc 대표  

홍희경 Meridian Materials Inc. 대표이사는 16일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했다.  
 
홍 대표는 서울고와 연세대를 마치고 대우개발에 
근무하다  1980년  김장환  목사님의  소개로  King 
College, Bristol, Tennessee 에  유 학 와 서 
경영학수료하고 Tennessee University , MBA학위를 
받고 2009년 김장환목사님의 추천으로  University of 
Cumberland에서 명예법학박사를 수여 받았다. 
 
1986년 Meridian Materials Inc.를 창립하여 무역업으로 
한국 및 중동에 건설장비를 납품하였다. 1998년부터는 
한국에 초고속 인터넷장비 사업을 대우통신과  Joint-
Venture맺고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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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전문학교 시절 윤동주 시인이 생활했던 기숙사 건물인 모교 ’핀슨관’이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11월 4일 ‘핀슨관’을 비롯해 ‘서울 보화각’, ‘담양 모현관’, ‘송기주 네벌식 
타자기’ 등 4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모교 ‘핀슨관’은 연희전문학교 시절 윤동주 시인을 포함해 근현대사 속 인물들이 생
활했던 기숙사 건물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학교 기숙사 건물이 대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건축사적 의미로도 그 가치가 높다.  
 
핀슨관은 1922년에 건립됐으며, 윤동주 시인은 1938년 봄부터 1941년 겨울까지 핀슨
관에서 생활하면서 교정을 산책하고 시 쓰기에도 전념했다.  
 
건립 당시는 학생 기숙사였지만 이후 신학대·종교 음악관으로 사용됐다.  
건물 바로 앞에는 ‘윤동주 시비’도 세워져 있다. 기숙사로 운영될 당시 다락방 포함 3
층으로 지어진 건물에서 50여 명의 학생이 생활했으며, 윤동주 시인도 그 중의 하나
였다.  
 
‘핀슨홀’이라는 이름은 건설자금 모금에 크게 기여한 W.W. 핀슨(Pinson)박사를 기려
서 붙여졌다.  
 
문화재 심의에 참여한 한 전문위원은 “현존하는 신촌 캠퍼스 건물 중 스팀슨관 다음
으로 오래됐고, 윤동주를 비롯한 연희전문 시절의 학생들의 삶이 담겨 있는 공간으로
서의 진정성을 갖고 있어 장기적으로 등록문화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모교‘핀슨관’문화재 된다  

시인 윤동주의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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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Dong-ju 
  
In his poem for Yun Dong-ju we find Yearn Hong Choi 
comparing the young Korean poet to a bright star.  One 
can look to stars for direction as well as for protection 
from the loneliness of the night. A star or light can also be 
a beacon illuminating resistance. It can be symbolic of 
truth and a warm garment to shelter one from political 
storms. When poets are imprisoned it is an attempt to 
separate them from the sun as well as the night air.  
Yun Dong-ju died in prison in 1945, a young man who 
composed poems that at times gave off the fragrance of 
sorrow. We all live days of sadness in search of perhaps 
one day of joy. At times a young person can become 
disappointed and even overlook the beauty of their poems. 
We celebrate Yearn Hong Choi for his grace of 
remembrance, for not permitting history to place a veil 
over the life and work of Yun Dong -ju. 
Korea is often in the news because of politics but it should 
also be known for its butterflies of words and the 
fluttering of beauty, for its poets and writers. Art is the 
balm we place over the scars and the divisions in our 
lives. It also has the ability to lead us home, no matter 
how short the distance of our lives might be. 
From Manchuria to Fukuoka the footsteps of Yun Dong-ju 
spoke to the future. His life was a prelude for us to follow. 
May the prize in his name be a reminder that poetry 
continues to be a living breathing thing and that we are 
instructed to inhale deeply the freedom that comes with 
language. 
  
E. Ethelbert Miller 
October 5, 2019 

▲ E. Ethelbert Miller (계관시인) 

“윤동주 시에 매료된 미국인” 

윤동주 미주문학상 시상식서  축사 

E. Ethelbert Miller was born in 
the Bronx, New York, in 1950. 
He attended Howard University 
and received a BA in African 
American studies in 1972. A 
self-described “literary 
activist,” Miller is on the board 
of th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 progressive multi-
issue think tank, and has served 
as director of the African 
American Studies Resource 
Center at Howard University 
since 1974. His collections of 
poetry 
include Andromeda (1974), The 
Land of Smiles and the Land of 
No Smiles (1974), Season of 
Hunger / Cry of 
Rain (1982), Where Are the 
Love Poems for 
Dictators? (1986), Whispers, 
Secrets and Promises (1998), 
and How We Sleep on the 
Nights We Don’t Make 
Love (2004).  
He turned down the honor of 
Poet Laureate of Washington. 

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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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주 문학동산’에서 연세 정신을 

 윤동주 기념관 건립 기금모금에 
동참하자!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 드립니다 

1 홍승원 (캐롤라이나) 1계좌 
2 정치홍 (시카고) 2계좌 
3 박 철 (시카고) 1계좌 
4 박준완 (시카고) 1계좌 
5 김원자 (시카고) 10계좌 
6 천병오 (시카고) 2계좌 
7 김미자 (시카고) 1계좌 
8 명계웅 (시카고) 1계좌 
9 이영희 (시카고) 1계좌 

10 국중석 (시카고) 1계좌 
11 서영순 (시카고) 1계좌 
12 남가주 여동문회 2계좌 
13 김영욱 (YGCEO) 5계좌 
14 배미순 (시카고) 1계좌 
15 장일웅 (시카고) 10계좌 
16 오정훈 (시카고) 1계좌 
17 권기상 (남가주) 2계좌 
18 김석원 (남가주) 10계좌 
19 허일무 (샌크라멘토) 5계좌 
20 장정자 (남가주) 1계좌 

 미주동문들이여, 
모교에  Legacy 를 남깁시다 !!! 

1천계좌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윤동주 기념관 건립기금 
1인 $100 이상 1천계좌 캠페인 

10월 20일 이후 
21 곽    남 (시카고) 1계좌 
22 유근실 (시카고) 1계좌 
23 최    준(시카고) 1계좌 
24 노충혜  (뉴  욕) 1계좌 
25 최창규 (시카고) 2계좌 
26 배인순 (뉴  욕) 1계좌 
27 서영례(온타리오) 2계좌 
28 강영숙(온타리오) 1계좌 
29 최연홍(워싱턴DC) 1계좌 

현재까지 총 70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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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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현재) 
시애틀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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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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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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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회 후원금 

시카고 간호대 동창회 $1,000.00  

미주 세브란스 총동창회 $1,000.00 



연세대학교 윤동주 기념관 건립 기금

출연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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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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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총장 김용학  미주총동문회장 김원자 귀하

개 인

 성 명 : (한글)                                       (영문)

전공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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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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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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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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