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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동창회

2018년총회에온동문들(12월9일,DruryLane)

장학기금모금음악회(10월6일/노스이스턴일리노이대연주홀)에서교가제창하는연주자일동

제2차이사회(10월28일,GlenviewBanquetHall)

²GoldenClub:매월첫목요일아침모임(Elly'sPancake,ArlingtonHts.)회장이승자(773-710-4241),관악Club매분기별모임있음회장김동엽(773-807-9326)

동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서로 돕는 동창회
2018년도 행사 및 사업일지
Drury Lane Center (Oakbrook Terr., IL)

12월 9일 시카고지역 동창회 총회 및 송년회 개최
2018. 12. 9. 5:00 PM

- 130명의동문과가족(3세대)참석
2018년도동창회총회및송년회가12월9일저녁시카고근교의
DruryLane연회장(OakbrookTerr.IL)에서동문과가족,장학금수혜
자등130명이참석한가운데성황리에개최되었다.
총회는장영수부회장(공대73)의진행으로1년동안의사업보고,재
무감사보고등동창회및후원기관(골든클럽이승자회장,김정아관악
클럽총무,세종문화회박종희사무총장,시카고한인문화회관김윤태회
장)의활동보고가있었다.2018년도수석부회장(김승주간호대69)의
사임으로,새로후보로추천된김병윤(문리대65)차기회장(2019년
도)과장윤일(공대60)차차기회장(2020년도)을선출하고,2018년도
신임부회장으로윤봉수(간69),노재원(인문82),감사로김호범(상
69),이동균(공74)동문을인준하였다.
시카고동창회의중요한사업인장학금수여식에
서장학생선발위원회가선발한10명의장학생(명
단별첨)에게장학금(각$1000)을수여하였다(장학
금중에는모교9대총장을역임하신고유기천기념재
단에서출연한장학금이있고이날미주총지부장인
Dr.유정호,유총장의장조카가참석하여장학생을격
려하였다).또35주년기념주소록및총람을발간한
2017년36대한경진(상대59)회장에게감사패를전달하였다.
총회에이어김훈태(사회대84)총무의진행으로송년회가있었다.
장학기금모금음악회의앵콜무대로준비된음악회에서는소프라노
심윤지(음대06)동문의가곡“그대있음에”와아리아”Vissid'arte”는
장내를압도하였고,양종윤(음대12)의흥겨운장고연주는동문들을신
바람나게하였다.이어피아노트리오(피아노이소정,바이올린이은
영,첼로노윤진동문)의Lieberoango,고향의봄등연주는수준높은
연주를선사하여박수갈채를받았다.
이어이영우(문리대66)동문외골든클럽회원9명의아모르파티를
공연으로시작된라인댄스는동문들이함께흥겹게추었다.이어장영수
(공대73)동문의재치있는넌센스퀴즈,김훈태,김정아(자연대93),김
수현(생활과학대98)동문가족,박영규동문(농대57)의열창으로흥겨
운송년회가되었다.그리고김수현동문이설치한“사진관”에서멋진사
진들을찍었다.박성진(자연대02),문예진(사06),서정은(인문대04),
최경환(자연대원),이창한(공98)등새관악세대동문들이자녀동반참
석하였다.
윤상래(수의대62)미주총동창회회장님은일정상참여치못하고,보
내온축하인사에서,“서울대동문은물론한인사회도선도하시어새세
대의미국의지도자가많이배출될수있도록초석을마련해달라”고하
셨다.
미주총동창회에서보내온서울대빼지,스티커등기념품과김호범(상
대69)동문이제작한장학기금모금음악회(10월6일)실황녹음CD도
배포되었고푸짐한상품은동문들을훈훈하게하였다.
홍혜례회장은일년간도와주신임원들과물심양면으로후원해주신
선후배님들께감사드리며“앞으로도시카고지역의모든동문이“서로
돕는오뉘처럼함께나아가자.”고당부했다.(미주총동창회보12월호에
게재된사진과보도참조)
VERI LUX

TAS MEA

감사패

한경진(상대59),제36대회장

귀동문께서는2017년도
서울대학교시카고지역동창회의
36대회장으로봉사하시면서
동창회창립35주년기념주소록및총람을
발간하는힘든일을완수하셨습니다.
또한동문들의참여를증진하고
장학기금의증대에공헌하였습니다.
이에전체동문들의감사의뜻을
이패에담아드립니다.
2018년12월9일

서울대학교시카고지역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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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홍혜례

동창회재정현황11월30일현재
*경상예산
-총수입$47,218.92.
-지출$41,474.99,
-잔고$5,743.93(checkingaccount)
*저축구좌잔고$40,235.52
*장학기금구좌잔고$149,797.89

회장인사

서울대 시카고 동창회 장학 기금 모금 음악회

서로 돕고 사랑하는 시카고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시카고동창회(회장홍혜례)는지
난10월6일(토)시카고에소재하는노스이스
선배님들이힘들여이루신전통에따라금년의소임을마무리지을수있어감사합니다.특히서로 턴대학리사이틀홀에서동문및친지150명이
모인가운데장학기금모금음악회를가졌다.
돕고사랑하는동창회정신에따라,복간하는시카고중앙일보(대표노재원,인문82)를후원하는
광고를관악클럽의이름으로내었습니다.또뛰어난발명가인이헌석동문(공85)을돕기위하여동 이번음악회는시카고,어바나샴페인,인디애
문들께서법정에나오시고,4차에걸쳐법원에낸청원에연200여명의동문들이서명하시고,지역 나지역에거주,수학하는서울대음대동문들
19명이참석하여,아름다운선율과화음으로
사회후원금과동문들의모금으로된성금을보낼수있게하였습니다.
감동과즐거움을선사하였다.
연초에갑작스레계획하게되었던음악회가중간에변경이있어개최가어려웠음에도불구하고,
특히마지막앙코르곡으로연주자동문전원이
19명의음대동문들이김연화(음68)음대회장과이소정(음84)동문의추진과기획력으로수준높
나와교가제창을하자,참가동문들도모두일
은음악회를성공적으로마치고,장학기금에3천여불을기여하게성심을모아주신분들께감사드립 어나함께불르며,학창시절을회상하였다.
니다.그리고연주를녹화하고CD에담아이사회와총회에서배포한김호범(상69)웹지기님과행
이번음악회의수익금은모두장학기금으로적
사때마다소상히촬영해주신임현재(의59),홍청일(약57)동문님모두감사합니다.
립되며,지금서울대동창회는올해의장학생
끝으로동창회소임을대과없이수행하는데함께하신임원님들과동문선후배님들께다시한번
을모집중이다.자세한내용은
감사드립니다.기해년에도다복하시고,우리오뉘들의다정한동창회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www.snuaachicago.org에나와있다.
2018년12월26일
회장홍혜례(사대72)드림.

2018년도 서울대 시카고 동창회 기여금 집계
2018년12월10일현재

2018년도 장학금 수혜자 명단
이름
소속학교
비고
공지용 Univ.ofILatChicago
학부
김애리나Univ.ofSouthernCalifornia 학부
박다현 Univ.ofILatUr.-Champaign학부
심상희 theArtInstituteofChicago 대학원,동문
안현정 Univ.ofILatUr.-Champaign 대학원,동문
이지윤 IndianaUniv.Bloomington 학부
이추성 ILInstituteofTechnology 학부
이형석 NorthwesternUniversity 학부
장우제 NorthwesternUniversity 대학원,동문
조홍진 UniversityofChicago
대학원,동문

음악회 출연 동문들
1.이소정(피아노,84)저드슨대학교교수
2.임성미(피아노,84)인디애나대학교실내악Lecturer
3.김정수(피아노,89)노던일리노이대학교교수
4.김은경(첼로,82)템플대학교석사
5.홍용희(바이올린,82)노스웨스턴대학교석사
6.이수정(첼로,86)노스웨스턴대학교석사
7.이은영(바이올린,86)미시건대학교석사
8.김기봉(바리톤,87)이태리파르마국립음악원졸업
9.라은실(소프라노,87)이태리파르마국립음악원졸업
10.주정은(소프라노,99)이스트만음대박사
11.박윤(타악기,96)커티스음악원졸업
12.김영훈(피아노,97)일리노이음대박사과정중
13.이슬(바이올린,03)일리노이음대박사과정중
14.홍가영(바이올린,05)일리노이음대박사과정중
15.김민지(바이올린&비올라,11)
인디애나음대대학원재학중
16.서별(바이올린,12)인디애나음대대학원재학중
17.장은경(비올라,12)인디애나음대대학원재학중
18.김은지(바이올린,14)인디애나음대대학원재학중
19.심윤지(소프라노06),일리노이음대박사과정

<하계야유회>화씨97도의폭염에도운집한120여명의동문과가족들
6월30일(일)연례야유회가ElkGrove에있는NedBrownMeadow(BusseWoodsGrove#30)에서있었다.화씨97도,체감온도110도의무더운
날씨에도불구하고120여명의동문과가족들이참여하였다.이날야유회는교가제창에이어최근별세한동문들에대한묵념을하였다.
동문들은정담을나누며송재현선배님의건배로맛있는식사을하고,이어두시간여동안즐거운여흥시간을가졌다.동문소개와한재은,김호범동문
에게27차평의원회에서받은공로패전달등공식순서후장영수부회장(공대73),김훈태총무(사회대84)이이끄는즐거운프로그램과푸짐한선물로
웃음이끊이지않았다.
인디애나에서온동문도있었고,1946년입학한송재현(의대)대선배로부터2002년입학동문까지참여한이번야유회는폭넓게발전하면서도젊어져
가는시카고서울대동문회를예고한다.이날시카고동창회창립35주년기념주소록및총람도배포되었다.
<보도:김훈태(사회대84)총무,사진:임현재동문(의대59)>

2019년도 시카고서울대학교동창회 회장 김병윤<문리대 65>
5041N. Tamark Dr., Barrington, IL 60010 | T. (847) 951-3297 | E. jacobkimby@gmail.com
자름선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Chicago
SNUAA-CHICAGO
5466 S. Everett Ave. #2, Chicago IL 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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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

v우리동창회는동문선후배님들의참여와성심으로써이루어지는서로돕고사랑하는'오뉘들'의모임입니다.동문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

<추계 골프대회> 관악클럽 주관
9월22일Bloomindale소재블루밍데일골프클럽에서추계골프대회를개
최했다.16명이참가한이날대회는화창한가을날씨속에진행돼그로스우
승신택수,네트우승홍청일,남자부롱기스트홍청일,여자부롱기스트샐리
정동문이각각차지했다.
샴버그사쿠라스시에서열린디너모임에는모두30여명이참석,동문간
의우애를다졌다.참석동문들은복간하는중앙일보를지원하는후원광고비
($300)를모금하여노재원대표(인문대82)에게전달하였다.
참석골퍼:사진뒷줄좌측부터-신택수이선규이동균김현석정승규

청명한가을하늘아래백구의전사들
(9월22일BloomingdaleGolfClub)

양동한이태영홍청일박영준박명기김승주(홍혜례)김현숙김훈태(김정
수),(사진밖골퍼노재원전현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