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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4·19혁명은 한국에서 1960년 부패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아시아 최초의 시민혁명이다.

4·19는 올해 100주년을 맞은 3·1운동,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과 더불어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을 세웠고, 제 3세계의 민주화와 인권투쟁의 시금석이 되었다는 데
세계사적 큰 의미를 지니고있다.

내년이면 4·19혁명 60주년이다. 돌아보면 1960년 3월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지지 세력은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이승만은 90% 이상의 득표로 대통령에 다시
당선 되었고 부통령에는 이기붕이 당선되었다. 그날 저녁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 마산시청
앞에서 1만 여명의 학생들이 부정선거 무효와 새로운 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 후
구호는 이승만 타도로 바뀌었고 그날 마산에서 실종되었던 고등학생 김주열군이 4월11일
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시체로 발견됐다. 시위는 전국적으로 번졌다. 4월18일,

깡패들에 공격당한 고려대학교 시위, 4월19일 백만 학도들의 총궐기 데모, 4월 25일 교수단
데모를 절정으로 이승만은 다음날인 26일 권좌에서 물러났다. 이기붕 일가는 온 가족이
자결했다.

혁명의 달 4월을 맞아. 미주총동문회 회보도 당시 모교 총학생 회장이었던 유영철(상학 57)

동문과 정석해 교수 등이 겪은 경험담을수록한 총동문회의 ‘4·19 기획 특집’을게재했다.

4·19 아시아최초의시민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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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 Higher Education(THE)의 ‘대학 영향 평가 순위 2019’에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인정받다.

연세대학교, 세계 1위!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지난 3일 발표한 2019 대학 영향력 평가(THE University Impact Rankings 2019)에서
연세대학교가 ‘산업, 혁신 및 인프라’부문, 세계 1위에 올랐다.

글로벌 대학평가 순위에서 한국 내 대학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평가는 UN의 지속성장가능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한 대학의 실천
정도를 바탕으로 고등교육기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고자 이뤄졌다.

평가 결과는 지난 4월 2~4일 2박 3일간 진행된 국제학술회의 ‘이노베이션 및 임팩트
서밋(Innovation & Impact Summit)’에서공개됐다.

‘산업·혁신 및 인프라’ 부문은 연구와 특허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사회
혁신에 기여한 대학을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 63개국 300개 대학이 참여했다. 해당
부문 2위는 일본 동경대학교, 3위는 스웨덴 왕립공과대학(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이차지했다.

연세대학교는 국제공동연구 플랫폼인 프론티어 연구원을 개소하고 인천 송도 국제
캠퍼스에서 혁신적 산학연구 융복합 연구센터인 연세 사이언스파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거두고자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지역
신생기업 및 정부 연구기관과의 산학 협력을 위한 혁신적인 모델을 개발 중이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있다.

‘글로벌 대학 영향 평가 순위’ 산업, 혁신 및 인프라 부문

순위정보:

THE (Times Higher Education)
원본기사:

연세소식

https://www.timeshighereducation.com/rankings/impact/2019/industry-innovation-and-infrastructure#!/page/0/length/25/sort_by/rank/sort_order/asc/cols/undefined
https://www.timeshighereducation.com/rankings/impact/2019/industry-innovation-and-infrastructure#!/page/0/length/25/sort_by/rank/sort_order/asc/cols/undefined
https://www.timeshighereducation.com/rankings/impact/2019/industry-innovation-and-infrastructure#!/page/0/length/25/sort_by/rank/sort_order/asc/cols/undefined
https://www.yonsei.ac.kr/en_sc/yonsei_news.jsp?article_no=174410&mode=view&title=yonsei-places-1st-in-the-world-in-global-impact-ranking-for-industry,-innovation-
https://www.yonsei.ac.kr/en_sc/yonsei_news.jsp?article_no=174410&mode=view&title=yonsei-places-1st-in-the-world-in-global-impact-ranking-for-industry,-innovation-
https://www.yonsei.ac.kr/en_sc/yonsei_news.jsp?article_no=174410&mode=view&title=yonsei-places-1st-in-the-world-in-global-impact-ranking-for-industry,-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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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욱 소장이 지난 3월 24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그는 역사사회학, 정
치사회학, 국제정치학 전문가로 한미동맹, 동북아 역사문제, 남북관계 등의 연구
발표로 크게 눈길을 끌고 있는 교수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관계자를만났고 서울경제신문과단독 인터뷰를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신 소장은 "한국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패러다임을 갖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첨단기술을 놓고 포연이
자욱한 실리콘밸리에 오셔서 전쟁터의 긴박감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루가 다르게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요즘, 한국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가지고 서로 치고 받고 있지 않나. 너무 소모적이고 절박감이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신 교수는 2005년부터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앤드류 김 전 중앙정보국(CIA) 미션 센터장 등 거물급 인물들을 대거
연구원으로 초빙해 2006년부터 해마다 2차례 한미정책포럼을 주최하고 있다.

그는 특별히 북가주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 자율주행차등
첨단기술기업에 중국과 일본이 대거 투자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우수 인력을
끌어들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직언했다.

신기욱 동문은 1983년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미국으로 유학 온 신 교수는
워싱턴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마쳤다. 아이오와대학과 UCLA교수를 거쳐
2005년 스탠포드대 사회학과 교수 겸 국제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한국학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었다. 2017년에는 “수퍼피셜 코리아: 화려한 한국의 빈곤한
풍경” 이라는 한국어 저서도 냈다.

민주평통 LA 협의회 초청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통일문제를 주제로 특강했으며,

한인 언론에 자주 기고를 하는 등 한인 커뮤니티와 친근한 학자다. 그는 “지금은
한미간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 매우 중요한 국면이다 . 한국이
어설픈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지 말고 이제는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은 제재완화에
관심이 많다. 한국은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설득하고 미국과 중국이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약속하도록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기욱 소장은 연세가 낳은 미주 내 자랑스런 동문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 및
저술이 크게 기대되는 학자이다.

(민병용수석 편집위원, LA)

▲신기욱 스탠포드대 교수

사회학과 79학번신기욱동문

스탠포드대학교사회학과교수겸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 소장

자랑스런동문인터뷰

미국 내 영향력이 가장 큰 싱크탱크인 스탠포드 대학
아세아태평양연구소(APARC) 소장을 맡은지 벌써
14년째가 된다.

“ 연구와저술이크게기대되는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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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앤디 김 의원의 아버지 김정한 씨를 소개하겠다. 연세대 화학과 68학번인 앤디
김 아버지는 소아마비를 앓았고 어려서 부모를 모두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랐다.

화학분야에 흥미가 있어 연세대학교에 진학했으며 미국으로 유학까지 오게 됐다.

이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과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유전공학 박사로 왕성한
활동을 펼친 입지전적인 이민 1세다. 당시 미국 유전공학 박사가 10명뿐으로,

희귀하고 인기 있는 학문으로 주목 받을 때였다. 학위를 받은 후 삼성에서 함께
일하자고 초청해 신라호텔에서 한 달 동안 머물기도 했지만,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왔다. 대신 요청이 있을 때면 자주 한국에 나가 자문에
응해준다고한다.

부인은 뉴저지 주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헌신적인 남편 뒷바라지와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로 ‘아메리칸 드림’모범 사례로 꼽히는 장재순 씨다.

김정한 동문이 미국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연세대 건학이념과기독교 정신이 깔렸었기때문이라고생각한다.

김정한 (화학68) 동문아들앤디김

유일한한국계미연방하원의원

자랑스런연세가족

▲왼쪽 2 번째가 김정한 동문.

지난달 김원자 연세대 미주 총동문회장 앞으로 뉴저지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저는
앤디 김의 아버지입니다.” 김 회장은 “어느 앤디 김이지요?”라고 물었다. 그는 “지난번
중간 선거 때 뉴저지에서 한인으로는 20년 만에 미국 국회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으로,

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창준 의원에 이어 2번째로 미국 국회의사당에 진출한
앤디김의원을 4월호미주총동문회회보에소개할수있게되었다. (편집자주)



7 제 4호 2019 년 4 월 20 일

오바마 백악관서 IS 전문가로 근무
“북한과의 평화는 나의 정치 최우선 순위”

이야기를 본론인 앤디 김 의원으로 돌려보자. 그는 1983년 보스턴에서 태어났다.

고교 시절 성적이 뛰어났으나 이른바 아이비리그로 진학하지 않고 누나 소개로
네바다 사막에 있는 딥 스프링 칼리지(Deep Spring College)에 진학했다. 학교
교훈은 ‘인류를 위해 사람을 훈련한다’(Train People to serve humanity)이며,

전교생이 26명이고 매년 13명만 입학을 허용하는 영농 학습과 토론 위주 엘리트
학교다. 이후 그는 시카고 대학교로 편입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도 받은 유명한 로즈 장학생으로뽑혔다.

앤디 김은 2011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미군 사령관의 전략 참모를 지낼 때
인생의 전환기를 맛본다. 당시 그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총탄에 ‘이제 죽는구나!’

생각해 사랑하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며 한없이 울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을 겪은 후 어떤 일도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앤디가 정치에 관심을 둔 이유에 대해 아버지 김 박사는 “평소 어려운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소박한 뜻을 갖고 정계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당선
후 김 의원은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평화야말로 내 정치에서
최우선 순위”라고강조하기도했다.

3선 도전 맥아더와 지지율 박빙
백인 유권자 86%, 한인은 300명뿐

뉴저지주 3선거구, 지난해 11월 6일 선거가 끝나고 개표 8일 만인 14일 앤디 김
당선이 확정됐다. 득표율은 49.9%대 48.8%, 표차는 3,500표, 앤디가 1.1% 앞선 박빙
승부였다.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중요 요인으로는 캠페인 동안 내내 많은 공청회를
열었다는 점이 꼽힌다.

김 의원은 미국 시민을 대표하는 하원 의원 435명 중 유일한 한국인이며, 180만
재미동포를 대변하는 막중한 자리에 올랐다. 그는 당선 소감을 통해 “외교 안보
전문가로 미국과 한국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나는 민주당원이지만, 초당적
입장에서 두 나라의 관계증진에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한편, 김원자 미주 총동문회 회장은 김정한 동문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앤디 김
의원이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많은 미주 연세 동문들의관심과 후원이 있기를 바란다.

▲당선직후 지지자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군 총사령관
( General David Patraeus )의 참모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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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소아과 전문의 이하성 박사와 수필가 이형숙 씨 부부가 펴낸 3권의
‘여행에 미친 닥터부부’ 출판기념회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26일
LA가든 스윗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기념회에 참석한 모든 관객들은
“의대를 졸업한 남편과 간호학과 출신의 아내가 여행을 하면서 펼친
의료봉사활동은 오지 여행만큼 큰 감동을 선사했다.”고 입을 모았다. 네팔과
티베트, 페루, 파타고니아, 탄자니아 등 5개국 오지 여행기를 담고 있는 이 책의
판매 수익금은 굶주리고 있는 모든 어린이를 돕는 남북평화재단 ‘함께 나누는
세상’에 기부된다.

이 박사는 도서출판 ‘예가’에서 출판된 이 책을 통해 “산에서 느낀 모든 것이
내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 네팔부터 탄자니아까지 여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자연에서 받은 순수한 에너지가 내게 활력소가 됐고, 그들에게서 배운
놀라운 지혜가 지금까지가졌던 내 가치관의 변화를가져왔다”고 밝힌 바 있다.

1979년부터 30년간 LA에서 소아과 의사로 봉사해 온 이하성 박사는 지난
2009년 10월에도 연세의료원 알렌관 무악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수익금을
‘함께 나누는 세상’에 기부했다. 정창영 전 총장이 상임대표로 활동하는 ‘함께
나누는 세상’의 미주 지역 대표 운영위원으로도활동해왔다.

▲앞줄 왼쪽 4 번째가 이형숙 씨, 5 번째가 이하성박사.

이하성(의학 68졸)·이형숙(간호64학번) 부부

‘여행에미친닥터부부’출판기념회

세계 오지 여행하며 의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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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에서 김인서 동문 주도로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다. 칠레 지역에서도 매년
목회자 세미나는 꾸준히 개최돼 지난 4일 3회째를 맞았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목회자 세미나는 총 17회에 이른다. 처음 아르헨티나 서남부의 네우껜 주 네우껜
시에서 시작된 목회자 세미나는 김인서 동문을 주축으로 4명의 한인 선교사가
협력해 사역하고 있다. 김인서 동문은 은퇴할 때까지 100회의 세미나 개최를
실행한다는비전을 가지고활동 중이다.

떼무꼬는 칠레 수도 산띠아고에서 700km, 김인서 동문이 거주하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에서 1700km 떨어진 칠레 남부의 지방 거점 도시로 알려져
있다. 30여명이 참석해 ‘청지기’를 주제로 사흘간 세미나가 진행됐으며, 마지막까지
함께한 22명의 목회자에게 수료증이 발급됐다. 6명의 강사와 설교자가 강의와
예배를 인도했으며 , 7명의 참석자를 통한 7분 미니 강의도 마련되었다 .

선교사회에서 정해진 세미나 주제로 강사들은 한 시간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안을
책자로 구성해 교재로도 사용했다. 참석자들이 회비를 납부해 세미나 실비의 30%

정도를 담당하고 나머지는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나 후 아르헨티나 네우껜 한인교회로 자리를옮겨 주일 예배를 드리고 부에노스
아이레스로돌아오는 일정으로목회자 세미나는 마무리 되었다.

대부분의 중남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와 칠레 역시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목회자가 대다수여서 목회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러 신학 및 성경 교육 기관이 있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역과는 달리 남부와 북부로 수도에서 멀어질수록 목회자 지원
프로그램의 수요는 커지지만 공급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침례교단
유진화 선교사, 예장합동 김진완 선교사, 해외한인장로회 최종민 선교사 및
예장통합의 김인서 선교사 등 3개의 교단 4명의 선교사가 협력해 남부지방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목회자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나 참가자와 함께

아르헨티나동문김인서 (신학 83)

칠레떼무꼬에서 청지기세미나

▲김인서 동문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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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란타 연세 동문회는 연중행사로 신년 정기 이사회, 총장배 골프 대회, 연고전 골프
대회, 연고전 구기 대회, 연예인의 밤 송년 모임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
년간 열린 연고전에서 연대가 일방적으로 승리하면서 우승컵을 연대에서 거의 영구보
관하고 있다.

골프 모임은 연세 동문의 한 주축이다. 매년 골프대회와 구기대회를 2주에 걸쳐 개최하
고 있다. 대회를 준비하는동안 동문 간 우애가 더욱 깊어진다는게 동문회 측 설명이다.

기타 사업으로 멘토링 형식의 동문 유학생 지원, 주민 동문과 유학생 동문 간 정기적 모
임 등을 통해 연세인 간 사랑을 나눈다.

동문회를 이끌고 있는 위자현 회장은 애틀랜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자랑스러운 연
세인이다. 또한, 하인혁 교수(경영83)는 노스 캐롤라이나에 살지만, 애틀란타 연세동문
회에참석하면서한인 방송과 한인학회에서활발한활동을하고 있다.

애틀란타 동문회 회원 수는 2018년 애틀랜타 동문 주소록에 따르면, 180명에 이르며, 이
는 계속 증가하고있다.

애틀랜타연세동문회 ‘지역사회와함께’

▲하인혁 (왼쪽 첫번째)씨가 중앙일보 주최로 애틀란타
경제 동호회에 미국 경제지표를 설명하고 있다

▲골프대회 후 저녁 모임

▲위자현회장(사회학85)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인 동문들은 떡국을 함께 즐기며 덕담을 나눴다. 또한, 행사 당일
생일을 맞은 이영선, 이갑 동문을 축하하고, 단체 윷놀이 등 게임을 즐겼다.

서영례 회장이 올해 행사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 2016년 , 2017년 동문회장을 지낸
이용우, 이재일 전임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서 회장은 아울러 “오는 가을 연세 동문
음악회 및 여러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문들과 따뜻한 자리를 마련할 것을
다짐하며 동문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온타리오동문회 가을에 연세 동문 음악회 계획

캐나다 온타리오 동문회(회장 서영례,

경영78)는 지난 2월 16일 토론토에
위치한 더프린 서울관에서 새해맞이
떡국 행사를 개최했다.

정윤재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최고령 선배인 박충도 동문
(법학55)부부를 비롯해 최연소 박근민
동문(경제 01)까지 70여명이 참석했다.

180여명 회원 커뮤니티 활동…다양한 연중행사 개최

애틀란타 연세 동문회(회장 위자현)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한인 사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많은 동문이 각 분야
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여러 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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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후꾸오까 구치소 앞에서

노세웅

쇠 창살만보이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추운 겨울날,

걸레같은 옷을 걸치고
옥사 했다는 동주가
옥문을 걸어 나오며 나를 반기네.

먼 미국에서찾아 주어 고맙다고
수많은 사람들이한국에서 찾아오고
어제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 갔노라고
해를거듭할수록방문객이더 많이 다녀간다고
아직도 부끄러워하는 동주,

일본인들이 “저의 시를 사랑하며 저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니…”

“연세대 미주동문회가윤동주문학상을제정해. 시상하고있다”고
저도 부끄럽게 새 소식 전했습니다.

입교대 교정에서
노세웅

크리스마스이브에
윤동주 시인이 재학했던교정에서 만난 수위
미국에서 여기까지찾아 왔다고
반가워 할 줄 알았는데
사진 찍는 것도 허락을 받아 오라고
윤동주가 누구인지도모르는 대학의 수위
부끄러워라
그러나 이 대학 설립자 윌리암스동상이
손짓하며 우리를반긴다.

“무례한자를용서하라고…”

세상을 사랑하는마음으로
윤동주를 만난다.

크리스마스이브였다.

동지사 대학 윤동주시비 앞에서
노세웅

크리스마스가가까운어느날
윤동주 시비를 찾아
미국에서 일본까지날아갔다
낙엽들이 수위를따라 다니며 길을 안내해주고
시인이 부활해 우리 일행을 맞이해주었네

한국인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일본인들 마음속에도
별들과 함께 부활한윤동주가 살아나와서우리를 반기네

시인을 사랑하는일본인들이 모여
윤동주시를낭송하고
동지사 대학에서, 릿교 대학에서
후꾸오까 구치소앞에서 윤동주의 형장을찾아가는모습

동주가 태어난지 100주년
강산도 여러번 변하고
그를 죽인 사람들도 다 죽었지만
윤동주 시인은 영원히 살아 있네
살아있는 예수님처럼

제1회 윤동주 미주
문학상 수상 (2018)

▲노세웅시인

제 1회미주윤동주문학상수상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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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 미주 문학상
응모 / 접수

연세대 미주 총동문회와 윤동주 미주 문학상 위원회는 제 2회
윤동주미주문학상 공모 기간을 2월1일부터 7월31일 사이로 정하고
10월1일 시상식을 워싱턴에서 개최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윤동주 미주 문학상은 윤동주 탄생 100년을 기념하여, 윤동주 시인의
인간애와 민족의 사랑, 그의 깨끗한 인품과 시편들을 닮은 시를 쓰는
한국계 시인들을 찾아 시상하는 문학행사를 연례행사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회 윤동주 미주 문학상은 윤동주 문학회장을 역임한 노세웅 시인의
‘윤동주의 저녁’ 등 10편, 1.5세대 고현혜 시인의 ‘푸른 꽃’ 등 10편을 선정,
2018년 연세대 총동문회 총회에서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제2회 윤동주 문학상도 미국, 캐나다 남미의 한인 시인들이 대상이며, 최근
시편 10편을 제출하도록 심사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윤동주 문학상이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합니다. 더 좋은 수상자를 낼 수 있도록 각 지역 동문회의 격려를
바라며, 윤동주 문학상 기금조성에 미주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절히
바랍니다 . 윤동주 미주 문학상 후보자들은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10편의 작품과 간단한 문학이력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홍희경 미주 총동문회 이사장 hhkmmi@yahoo.com 

김원자 미주 총동문회 회장 kimwonjung@hotmail.com

최연홍 윤동주 미주문학상 위원장 yearnhchoi@gmail.com

제 4호 2019 년 4 월 2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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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는 이곳: 연세대학교 발전기금 웹사이트 (https://fund.yonsei.ac.kr/main/main.asp)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연세문학동산 설립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윤
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시작됐으며, 탄생 102주년인 올해도 많은 동문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시인 윤동주는 그의 순수함과 맑은 역사 정신으로 지금도 회자하고 있다. 그가 밟았던 연
희전문학교의 흔적은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근처에 윤동주 시비로 남아 지금도 연세인들
과 함께하고있다.

연세문학동산에는 고병헌 동문의 지원으로 ‘시를 만날 수 있는’ 문학비가 들어설 예정이
다.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매번 수록된 시가 바뀌도록 설계돼 많은 이들에게 해마다 새
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인문학의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하는 요즘, 스펙 경쟁으로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한 편의
시는 삶의 본질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문학동산 추진위원회 측은 “단순히 지식 위주의 인재가 아니라 감성을 지닌 지도자
를 배출하는 것은 곧 대학의 경쟁력이 되고 이 나라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그 첫 발걸음
이 될, 연세문학동산조성기금에 여러분의 사랑을 보내달라”고당부했다

연세 문학동산 조성기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https://fund.yonsei.ac.kr/main/main.asp
https://fund.yonsei.ac.kr/main/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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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총동문회 4월 임원회의 및 합창연습

시카고는 4월 중순이 지났는데도 눈이 왔다. 시카고에 위치한 미주 총동문회(회장
김원자)는 지난 13일 윌링 소재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 1행사장에서 연세 미주 총동문회
임원 및 가족들과 만나 4월 임원회의를 열고, ‘연세 싱어스’의 연습을 가졌다. 오정훈 문화
사업국장의 지휘 및 리드에 따라 합창단의 목소리를 모아, 하모니를 만드는 귀한
시간이었다. 다음 회의 및 합창단 연습은 5월 25일에 실시하고, 보다 자주 만날 수 있는
시간을계획하자고의견을모았다.

▲ 2019년 4월 중순 시카고 날씨 ▲합창 연습전 악보 설명 듣는중

▲합창단 연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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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총동문회임원회의록

Date: 4/13/2019 Place : 한인 문화 회관
미팅 내용
1. 회의 논의사항

* 문화 사업국장 (오정훈) 

: 연세 가족 합창단 멤버 확보 및 공연 연습 계획 발표

* 6월 행사 진행 세부 사항 논의

2. 합창 연습
* 반주자 - 김 성관(음악 93)

* 합창곡 연습 및 파트 구분 연습
* 단원 확보를 위해 전 임원 및 가족 참여 필요

3. 5차 임원 미팅
* 문화 회관에서 5월 25일 5:30 pm

합창 연습은 6:30 pm부터.

총동문회후원금내역 (4/13 현재)

김원자 (시카고) $10,000.00

홍성달 (LA)   $5,000.00

김미자 (시카고) $1,000.00

김석원 (LA)   $500.00

장윤철 (시카고) $300.00

곽영희 (시카고) $1,000.00

홍희경 (워싱턴DC) $5,000.00

김택영 (시카고) $1,000.00

국중석 (시카고) $300.00

이숙자 (시카고) $200.00

정치홍 (인디애나) $1,000.00

⊙  알 림 ⊙

미주 총동문회는 각 지역 분담회비와
이사회비 및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Payable to: 

Yonsei Alumni Association of U.S.A

Mailing Address:

505 E. Golf Rd, STE H, 

Arlington Heights, IL 60005



장소 : Lincolnshire Marriott Resort
10 Marriott Dr. Lincolnshire, IL 60069

Tel: (847) 634 - 0100

일시: 2019년 6월 28일 (금) ~ 6월 30일 (일)

주요 행사 일정: 

6/28 (금) 6:00 pm 환영 석식
6/29 (토) 8:30 am 지회장, 총동문회 임원 이사회의

11:30 am 골프 와 휴식
7:00 pm 석식 (공동현안 발표, 골프시상, 여흥)

6/30 (일) 9:00 am 시카고 관광
2:00 pm 행사 종료 및 해산

각 지회 회장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김원자 미주 총동문회 회장 kimwonjung@hotmail.com

2019 미주 총동문회 각지회장·임원·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