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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선후배 동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신년이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서 봄이 오고
본격적인 동창회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읍니다. 특히 그동안 자주 못 뵌
동문들께 안부 인사 드립니다. 동문들의 고령화로 염려되는 일도 있었는
데 반대로 동문회 참석률이 더 많아지고 여러 행사가 더 활성화되는 추
세에 희망스러움을 느낍니다. 동창회의 골든 클럽은 매달 60명 이상이
모일 뿐만 아니라 80-90년대학번의 관악클럽회원들은 30명이 격월로
정기 모임을 가지며 동창회 임원과 이사직을 기꺼이 맡아 참여하고 있
습니다.

2016년 동창회 연례 하계 야유회
2016년 여름 야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며 많은 동문
들께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6년 6월11일 (토요일) 11:30am
장소: Busse Woods, Forest Preserve Grove #18
연락처 시카고동창회
정승규 동창회장 630-668-6426, 773-562-0677

우리 동창회의 기본적이고 가장중요한 동문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돈독히 한다는 동창회 목적을 여러 동문들이 잘 알고 실천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문 모두가 동창회나 동문개인이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 강연회, 음악회 등에 적극 참여하시어 이런 행사들이
활성화 되면 동창회와 모교의 위상을 높이는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

성명:

앞으로도 계속 동창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하여 주심을 부탁
드립니다. 금년에도 동문과 동문 각 가정 여러분께서 건강하시고 평안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창회비 ($30)
$

회장 정승규 드림

시카고 지역 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납부
단과대학:

입학연도:

주소:
eMail:

전화:

이사회비 ($200)
$

장학 후원금
$

특별 후원금
$

보낼곳:SNUAA Chicago 2320 Appleby Dr., Wheaton, Il.
(Ph) 630-668-6426 www.snuaachicago.org

2016년 동창회 임원 명단
회장

정승규

2016년도 동창회비 납부 명단

감사 최 길용, 백 준철

수석 부회장 한경진

Newsletter 이윤모, 김 정주

동창회비 납부 동문

부회장 김병윤 장영수

장학금 관리 위원장 구경회

김동희(공)

김용환(공)

김정수(문)

박종희(의)

총무 변영국

Golden Club 회장 한의일

이승원(상 87)

원인숙(간호 69)

제환수(사61)

재무 이동균

관악 모임 회장 정 성일

신순천(대학원 )
한경선(공)

* 이사회비와 함께 동창회비를 납부한 동문은 아래에 기재되었음.

미주 동창회 평의원
당연직 정승규 한경진
2015-2016 김용주 조봉완 홍혜례 2016-2017 박영규 박장열 전현일

차차기 (2018) 회장 선발 위원
위원장 김용주
추천 (전회장) 김호범 한의일 김영호: 추천 (이사) 이윤모 김현석 최길용

장학생 선발 위원 (2년)
위원장 (자동) 정승규
2015-2016 이성우 유성모 홍청일 김선웅 김현석
2016-2017 변영국 김학수 한의일 김기봉 정성일

장학금 관리 위원 (3년)
2015-2017 구경회 (위원장) (자동) 정승규 이동윤
2014-2016 노영일 박장열 2016-2017 김 영 한경진

201년도 행사계획
1/23/16
3/13/16
4/30/16
5/21//16
6/11/16
6/24/26
9/24/16
10/29/16
10/29/16
11/27/16

신구 회장단 인수 인계
제 1차 이사회 Drury Lane
1차 Newsletter 발행
춘계 Golf 대회 Willow Crest Golf Club
야유회 Busse Woods, Grove #18
미주 총동창회 평의원회 Philadelphia
추계 Golf 대회 Willow Crest Golf Club
2차 Newsletter 발행
제 2차 이사회
총회및 년말 Party Drury Lane

이사회비 및 동창회비 납부 동문
강영국(수67)

노영일(의62)

왕진한(공59)

전현일(농62)

김사직(상59)
김윤하(공66)
김영호(의71)

문병훈(사 47)
박 숙(의61)
박연희(간61)

유회두(사72)
유성모(미88)
이동균(공75)

정승규(공60)
조대현(공57)
조봉완(법53)

김용주(공69)
김정주(문 60)

박영규(농57)
박장열(공60)

이성우(농58)
이영우(문66)

조중행(의63)
한경진(상59)

구경회(의59)
구행서(공69)

박창만(공56)
박창욱(공56)

이용락(공48)
이윤모(농57)

한상호(의56)
한의일(공62)

김병윤(문66)
김용성(상54)
김윤태(의63)

백준철(공62)
변용국(미81)
서승환(치57)

이재호(공56)
이정일(농59)
이종일(의65)

한재은(의59)
홍청일(약57)
홍혜례(사72)

김연화(음68)
김영자(간69)

신석균(문54)
소진문(치58)

임근식(문56)
임현재(의59)

황치용(문65)

김호범(상69)
김현석(문69)

송순영(문52)
송원희(미60)

장시경(약59)
장윤일(공60)

동창회 사업 후원금 기부 동문
김 용환 (공 71) 양(송)원희(미 60) 유성모(미 82)
정승규 (공 60)

동창회 장학 후원금 기부 동문
구경회(의 59),

장 윤일(공 60)

정승규(공 60)

임 현재 (의 59)

제1차 이사회 Drury Lane에서개최
시카고 지역 동창회 제 1차 이사회가 45명의 이사, 회장단 및 그 가
족까지 모두 72명의 참석하에 * 2016년 – 2018년 Chicago 동창회 신
임 이사들을 추천, 인준했다.
* 2016년도 동창회 제반 업무를 맡을 실무자와 분과 위원회
구성및 위원들을 선출, 이사회 에서 인준을 받았다.
*장학 기금 관리 위원, 장학생 선발 위원, 차차기 회장 선발
위원 및 미주 총동창회 평의원 중 2016년 신입위원들을 선출했다.
*각 분과 위원회와 골든 클럽, 세종문화재단 등의 행사 계획
및 활동 보고가 있었다.
2016년 동창회 지역 봉사 단체 지원 행사의 일원으로 관악 클럽의
지원을 받고있는 ENok (Emancipate North Koreans)의 대표를 초청
탈북 동포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ENok에 탈북 학생을
지원(장학금) 하기로 결정했

2016도 골든 클럽 소식
2016년 1월 7일 Arlington Heights 소재 Elly's Pancake House
에서 신임 한의일 회장 출범후 첫 모임이 열렸다. 이날 66명의
동문 부부가 참석했으며 2016년도 Golden Club 예산안과 Activities Plan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골든 클럽 2016년 행사계획
Long Trip Plan.:8월 17일-24일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Estes
Park, Rushmore Mountain, Devils Tower, Yellowstone, Grand
Teton, Jackson, Salt Lake City 등을 포함한 Grand Circle North
관광 계획.
Short Trip:(1) Golf Trip: Lakelawn Resort, Lamant, WI. 5월
10일-12일, 2박 3일.
(2) Blueberry Picking (2) Blueberry Picking Trip- Day Trip
to Stateline Bluberry Farm, 7월 14일,(목)
Seminar: 2016년에 3번 (3월, 6월, 10월) 의 Seminar 계획.
Seminar topics: Estate Planning (3월), Islam History and Background (6월), Life Science related topic (10월).
연말 총회/ Party: 10/6 (목) Drury Lane 에서 년말 총회 겸 Golden
Club 창립 10주년 기념 축하 Gala Party 를 계획중.

탈북학생 장학금 전달
지난 4월5일 유성모(미88) 동문이 마련한 탈북학생 만찬 모임에서 본
동창회의 탈북 학생 지원 장학금
전달됐다. ENOK 대표와 유성모,
이연경, 정성일, 김용주, 정승규
등 동창회회원들과탈북 유학생들
이 참석한 이자리에서 $1,500 (기
부자 특정 $1,200과 제1차 서울
대 동 창 회 이사 회 에서 승인 한
$300)를 전달하고 탈북학생의 앞
으로의 진로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동문 . 가족 부음




최영화 (음대 50입) 동문의 부군 전우용 박사 께서 지난 3
월 소천 하셨습니다.
이민자 (의대 65입) 께서 지난 2월 향년 71 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예자 미대 65) 동문의 모친 (노영일 동문, 의대 62,의 장
모) 지(오)화자 권사께서 지난 4월 9일에 소천하셨습니다.

2016년도 동문들의 근황


바리톤 차정철 (음대) 동문 환영모임이 1월 15일 우리 마을 식당 에
서 있었다.



이영우 (문리대) 동문이 3
월10일 “Puccini의 Opera
Madam Butterfly”에 대한
설명과 해설을 한인 문화
회관 에서 갖었는데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소정 (음대) 교수
(Judson University) 가
주관하는 한인 음악도를
위한 장학회에서 “제 9회
미래를 여는 음악회”를 4
월 2일 Schaumberg 소재
Prairie Art Center에서 열었다.
이해종 (음대) 교수가 이끄는 오하이오 영스타운 주립대학교의
Dana Chorale이 슈베르트의 G 장조 미사곡과 한국 가곡. 민요등을
연주했다. 본 음악회에 김미숙, 김기봉, 나은실, 진민씨등 다수 동문
음악인 들이 출연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구 경회(의대 59) 동문이 지난 4월 9일 Hanul Family Alliance (한울
복지관) Annual Benefit Dinner 에서 2016도 Hanul Sprit of Community Award를 받았다.
 유성모 동문 수상: 시카고 동창
회 관악클럽 멤버인 유성모(미대, 82)
동문이 4월 29일에 KBS 홀에서 열린
국제 미용 대회에서 대상, 국회의원
상, 대통령상을 모두 수상했다. KBE
(K-Beauty)는 한국미용협회에서 주
관하고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KBeauty의 우
수성과 위상
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올해로 열 번째 개최
된 권위있는 국제 미용 대회이다. 유 동문은
이 중에 Art Makeup(반영구 화장)과 Art
Hair(헤어 타투), 그리고 HMP (Hair Micro
pigmentation) 부문에서 각광받았다.

동창회 행사 보고
장학기금 12만9천 여 달러 ETF로 전환
장학금 관리 위원회(구경회 위원장)가 김 영,한경진,박장열, 정승규, 이
동균, 노영일 등 위원 전원 참석하에 지난 1월 29일 열렸다. 이날 모임에
Morgan Stanley Wealth Management 의 Financial Advisor,
Jeffrey Piwnick씨가의 동창회 장
학 기금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조언
해 주었다.이어 위원들은 동창회 장
학금 관리에 토의한 결과 종전의
managed mutual funds를중단, 비
용 (expense)이 낮은 non- managed ETFs로 전환 하기로 결정했
다. 따라서 mutual funds를 모두 매
각 하였고 ETFs 로 전환하는 중이
며, 4월 20일 현재 동창회 장학기금 총액은 $120,941이다.

제1차 임원회 2월 13일 장기남 간사 댁에서
정승규 최장 취임 첫번째 임원회가 장기남 간사 집에서 16명의 임원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승규 회장의 인사와 임원들의 소개에
이어 2016년 동창회 행사 (동창회원친목Golf 대회, 야유회 등) 계획안과
정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며,결정된 사항들은 3월 13일 제 1차
이사회의에 상정, 인준 받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