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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세계를 품다!

지금 우리 대학에는 107개국에서 온 4,659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연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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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품은 글로벌 명문 사학 연세언더우드와 알렌 그리고 에비슨 등 연세의 설립자들을 통해
알 수 있듯 연세는 출발부터 서양의 문명과 새로운 교육을 우리나라에 전달하는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의한 학교 운영을 통해 일제 강점 속에서 국학을 지켜내는 역할도
맡았다. 출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연세의 위상을 찾아봤다.

연세한국어학당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와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959년 4월 23일 모교 부속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다.
국내 교육기관이 설립한 최초의 어학당인 연세한국어학당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1967년에는 미국 봉사단원들에게 8주간 한국어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수료식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주요 정부 인사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이처럼 외국인들에게 필수 코스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어학당은 올해 70돌을 맞았다.
지난해까지 1백53개국에서 15만6천여 명이 연세한국어학당을 거쳐 갔다. 그중에는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를 비롯해 무토 마사토시·고마츠 이치로 전 주한 일본대사, 농구 선수 이승준,
이동준 형제, 써모스코리아 마츠모토 노조미 대표를 비롯해 가수 박정운, 배우 김인우, 오타니
료헤이,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이다 도시, 구잘 투르수노바, 도미니크 노엘 등이 있다.
연세한국어학당은 매년 한글날을 기념하며 한글백일장을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8일
모교 노천극장에서 열린 제28회 외국인 한글백일장에는 58개국 1천57명의 외국인과 해외
교포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우리말 실력을 겨뤘다.

연세한국어학당 뿐만 아니라 모교는 외국인을 위한 여러 시스템을 일찍부터 마련했다.
1962년 국내 처음 문을 연 외국인진료소(현재 국제진료센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국제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뢰를 받고 있다. 꾸준히 해외에서 진료를 받고자
찾아오는 환자가 늘고 있으며, 국제진료소를 통해 세브란스병원은 미국 의료관광협회가
선정하는 ‘세계 최고의 국제병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2011년에는 보건복지부로터
‘외국인환자 유치 대상’을 받기도 했다.
1985년에 개설된 국제하계대학은 해외 각국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모교 캠퍼스에서 학점을
취득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최근 외국인 학생들의 신청이 급증하면서, 올해는 40개국에서
1천5백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구호 단체에 기부하는 오픈 런 번개 조깅, DMZ 투어, SM
타운 투어, 보령머드 페스티벌 참가, E-Sports 투어, K-Beauty 투어 등 다양한 행사는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1백53개국 15만6천여 명 찾은 글로벌 연세의 전초기지 한국어학당

연세의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글로벌 인재 영입

세계를
품은

글로벌
명문

사학 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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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는 그동안 축적된 국제화 역량으로 2006년 언더우드국제학부를 신설했다. 현재
언더우드국제대학으로 발전했으며, 국내 최초로 모든 전공과 교양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최고의 대학인 연세의 인프라와 교수진은 물론 국내외 석학들이 3개 학부(언더우드 학부,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융합과학공학부) 16개 전공 수업을 통해 비판적 사교력과 창의성, 민주적인
시민의식, 글로벌 리더십을 교육하고 있다.
언더우드국제대학은 설립 초기부터 최고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력개발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경력개발체험 등 취업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인 ‘Global Career Tour’ 등을 통해 미국 실리콘밸리, 뉴욕, 도쿄,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및 연구소를 방문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채용 환경을 이해하고, 새로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Research Project-Global/Korea’를 운영하여 학부 학생들에게 주도적인 연구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관들과의 공동 연구로 지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와 사상을 경험하고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 유수
대학들과 단독 교류프로그램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2월부터 3-Campus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하여 1년 동안 게이오대학교와 언더우드국제대학, 홍콩대학에서 순환적으로
공부하며 학생들에게 아시아 최고의 지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Dartmouth College, Barnard College, Wellesley College,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미국의
최고 리버럴아트 대학인 Amherst College와 학생교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언더우드국제대학
학생들이 미국의 전통적인 liberal arts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언더우드국제대학 성태윤학장은 “2천5백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는 언더우드국제대학은 연세에서
공과대학 다음으로 큰대학으로 성장했으며, 인문사회분야와 이공계를 아우르는 융합전공이
확대되면서 아시아의 대표적인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은 모든 국가의 빈곤 종식,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 완화, 사회적 불평등 해소, 지구 환경 보호
등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해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했다. 연세는 이러한 우리
사회와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아시아 대표적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 언더우드국제대학

인류 번영의 길 찾는 연세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 개최

각 학과별 수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아 수료 후 진행된 설문에서 응답한 학생의 98.9%가
‘친구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모교는 2013년 국제동계대학도 국내 최초로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1986년 11월 설립된 모교 국제학대학원은 국내 최초로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대학원이다. 모교의 뛰어난 인프라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국제관계, 국제경제, 국제법과
같은 학문은 물론 국제개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인권,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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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 글로벌 역량을 함께하기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모교를 찾고 있다. 현재 모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외국인 전임교원 수는 1백25명으로, 서울대(1백6명), 고려대(1백13명), 성균관대(1백9명)보다
많다. 연세와 직접 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은 2019년 8월 현재 총 75개국 7백11개 학교로, 이들
대학과의 교환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모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1천여 명의 외국인 연수생을 포함해 4천6백59명으로, 국내 대학
중에서는 4번째로 많은 학생들이 연세에서 배우고 있다. 1백7개국 3천6백여 명의 유학생들은 중국
학생이 1천2백여 명으로 가장 많으며, 미국에서 5백여 명, 일본에서 4백여 명의 학생들이 연세를
찾아왔다.
지 난 8 월 에 는 세 계 적인 할 리 우 드 여 배 우 안 젤 리 나 졸 리 의 아 들 매 덕 스 졸 리 - 피 트 가
언더우드국제대학에 입학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모교에서 생명과학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매덕스는
뉴욕대를 비롯해 여러 명문대학에 합격했으나 최종적으로 연세를 선택했다.
한편, 뉴욕타임스퀘어에 언더우드국제대학 광고가 노출되면서 연세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위 사진).
이에 대해 성태윤 언더우드국제대학장은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뉴욕의 중심
타임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타임스퀘어 광고판 자체가 랜드 마크가 될 정도로 주목을 받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신입생 모집 광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언더우드국제대학을 이끌고 있는 성태윤 학장은 연세가 글로벌 시대에 세계를 이끄는 리더들의
요람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더우드국제대학은 이미 70여 개국 이상의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점점 더 다양한 국적의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 뒤 학생들의 출신 국가수도 1백여 개국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우수한 학생들이 자유롭게 어우러져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해하며, 어떤
문화권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언더우드국제대학이 더욱 견실하게 성장하여, 글로벌 시대의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길러내며 국제평화와 협력, 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들께서도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교 동문회보 박원엽 기자 글 인용

글로벌 역량을 함께하기 위해 연세를 찾는 외국인들

다양한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의 요람, 연세

2018년 2월 열린 제1회 포럼에는 모교 글로벌사회공헌원 반기문 명예 원장과 알리바바 그룹 회장
마윈이 함께 진행하는 특별대담이 진행됐으며,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이낙연 국무총리,
최태원 SK그룹회장, 미로슬라프 라이착 UN총회 의장,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리나
보코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아래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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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총장에 서승환 교수 선임

“기부금 확대, 융복합 연구 지원
학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979년 모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모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강의했고 경제학과장과 기획실 실장, 경제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냈으며, 한국지역학회 회장,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또, 2011년 개교한 인천
송도의 모교 국제캠퍼스 사업을 추진한 주역으로도 꼽힌다. 당시 그는 착공 단계부터
송도건설추진단장을 맡았으며 이후 국제캠퍼스 총괄본부장을 지냈다.
강점으로 ‘진정성’과 ‘검증된 리더십’을 꼽았다. “‘진정성’을 가지고 구성원들에게 잘 설명하고 중지를
모아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발휘해서 학내 갈등해결을 돕고, 다운된 학내 분위기를 업 시킬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구성원들이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장선거에서 서 교수는 임기 내 5천억 원 기부금 확보, 1천억 원 이상의 순수연구기금 조성, 취업
지원센터 기능 강화, 글로벌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데이터사이언스 교육센터 신설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과정 개선, Y-Ednet 구축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직원 30%
재배치를 통해 행정시스템을 교육과 연구 현장 중심으로 재편, 송도병원부지 11공구 이전과 Bio-Lab
Park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을 안정화시켜 학교 경쟁력을 높이고, 연구 강화에 힘
쏟을 계획입니다. 온라인 강의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IoT, VR 등 혁신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교수들에게는 융복합 연구를 권장하고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 동안 모교의 세계 순위는 2백위권에서 1백위권으로 올라가며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다만 국내 순위에서 밀린 것을 동문들께서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특히 국내
대학들과 비교한 평가 순위가 내려간 것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순위를 올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고, 전반적인 교육, 연구 경쟁력을 높이고,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게 맞춤형으로 변화를 꾀해 현명하게 디자인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텀블러 미팅’을 수없이 했습니다. 제가 커피를 텀블러에 담아 연구실을 찾아다니면서, 3월부터
2~3백 명을 만나 커피를 함께 마시며 모교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제점을 얘기하고
개선점과 처방법도 같이 논의해보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의를 했냐 물어보면 했데요.
그런데 개선이 안된데요 처방법은 이렇다 얘기를 하다보면 이미 다 나와있어요. 바로 실천이
안된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들을 제대로 실천하는게 중요하다
생각했고, 더더욱 ‘추진력이 필요하구나’를 느꼈습니다.”

‘진정성’과 ‘검증된 리더십’ 강점

5천억 원 기부금, 1천억 원 순수연구기금 조성 공약

글로벌 연세, 위기를 타파할 처방법

10월 28일 법인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서승환 교수를 제19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서승환(경제 75입) 교수는 김용학 현 총장의 뒤를 이어 2020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4년간 연세를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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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공공부문, 국가 연구 관련 자금 등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이 접근해서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
국책 과제를 유치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국제캠퍼스에 학부만 있는 대학도 있고, 대학원만 있는 곳도 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불균형
문제가 있는데, 학부와 대학원 그리고 기업이 함께 있어 유기적으로 어울어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되는 연세가 중요한데, 의료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연세안에 하나로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이 자주 만나는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혁신안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액션 플랜을 빨리 만들고자
합니다. Y-EdNet도 연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되겠지요. 신촌·국제·미래캠퍼스 공유 과목을 늘리고,
연구위원회의 성과를 높여 연구 융복합을 이끌고, 사회인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잘
진행해 모두가 참여하고 사람들이 섞여 함께하고, 각 캠퍼스별 재정안정화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장추천위원회는 7월부터 총장 공모를 실시했고 총 16명이 후보로 나섰다. 6차례 회의를 통해 9월
27일 총장 후보 5명을 선정했다. 10월 19일 정책평가단 투표로 최종 총장 후보 3명이 확정됐다.
서승환 교수는 최종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신임 총장으로 선임됐다.
정책평가단은 모교 교수 408명(85%)·직원 48명(10%)·학생 24명(5%)으로 구성됐다. 특히 학생들이 개교
이래 처음으로 총장 선거에 참여했다.

“선거 제도는 매번 바뀌겠지만, 특히 이번 선거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동안 PPT 발표만 6번을 했어요.”
KBS 경제 전망대 MC시절 단 한번도 NG를 낸 적이 없다는 그에게도, 이번 선거는 힘든 여정이었다.
그에게 삶의 행복은 한마디로 ‘소박하다’이다. “하루 별탈없이 잘 지내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1남1녀로 변호사인 딸과 의사 아들이 있고, 최근 여름휴가 때 아내 환갑기념으로 가족여행을 갔지요.”
“학창시절에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주로 종교, 철학, 문학 책을 읽었고요. 나만의 ‘인생책’은 ‘도덕경’,
지금도 즐겨 읽습니다. 어디를 가도 연세인이어서 자랑스러웠고, 사회에서 만난 많은 연세인과 서로
존중해주고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참 좋았습니다.”
“‘동문들께 바라기보다는 먼저 동문들께 보여드리자!’, ‘모교가 자랑스럽다’ 감동이 있어야 기부하고
싶은 마음도 저절로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잘 운영해서 모교가 성장하는 세계적인 연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좋은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자 동창회장단과 정기적 만남을 갖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을 나누고 개선하고 실천해서 더 나은 연세를 만들겠습니다. 찾아가는 총장이 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본교 동문회보 김지혜 기자 글 인용

‘새로운 연세, 새로운 미래’ 구축 미션을 위해

6차례 PPT하며 정책 발표 끝에 만장일치 선임

동문과 정기적 만남을 통해 실천하는 연세를

제19대 신임 총장, 모교 경제학부 교수

“구체적 방안들로, 특정 분야에 집중하면서도
지식수명이 짧기 때문에 적응능력을 기르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조정할 생각입니다. 또,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각 분야별 최고수준의 교내 연구자를 모셔서,
공간 및 직원, 예산도 배정하고 실질적 모교의
연구정책에 대한 전반적 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학과별 전담 직원을 1명 이상 배치해서 연구자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여줘야 더 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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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50명‧기술직 13명 합격

고대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며
2위 자리 공고히

김용호 학생복지처장은 “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전략적 수험 계획 수립 지원 및
수험생과 합격자와의 유기적 연계, 학생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2019년도 행정고시에서 모교가 역대 최다 합격자를
배출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행정직 50명과 기술직 13명으로 역대 최다 63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모교는 75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서울대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2017년부터 고려대를
따돌리고 있는 모교는 올해 고대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며
2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

윤이경 (정외 4학년) 학생이 국제통상직렬 수석을, 이민기
(토목환경 4학년)학생이 기술직 토목 수석을 각각
차지했다.

* ‘법률저널＇자료 발췌 – 본 자료는 응시자 본인의 법률저널 설문조사 기재 기준으로 오차가 있을 수 있음.

5급 공무원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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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친구, 연고전, MT는 좋아했지만 학교 가는 건 싫어했습니다. 전공과목 성적은 좋았지만
1학년 때 학사경고-학사근신을 받아 서머스쿨을 들어야 했죠. 오죽하면 2학년 전방입소 때
동기들이 입소를 거부했는데 저는 친구들이 등 떠밀어 버스에 올랐습니다. 안 들어가면
학사제적을 당하게 생겼기 때문이었죠.”
백 대표는 사회복지학과 85학번이다. 그가 다닐 당시엔 신과대 사회사업학과였다. ‘미스터

연세’를 해 보겠다고 역도부에 들어갔다 너무 힘들어 1주일 만에 나왔고 아카라카 응원단
도전도 좌절됐다. 비주얼이 달린 탓이라 생각했는데 자신보다 외모가 빠지는 학과 동기는
됐다고 말했다. 신과대가 있던 성암관 앞에서 파라솔을 꽂아 놓고 술을 마시다 문희상 당시
학장에게 호되게 혼이 난 적도 있다고 했다.

세상을 바꾸는 연세인들 ①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1)

한국 남자들에게 앞치마 두르게 한 남자

연세 동산에서 무엇을 얻었나요?

인플루언世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아마 현존하는 연세인 중 가장
지명도가 높은 동문일 것이다. 외식 기업인인 백 대표는 1992년
외식 업계에 진출해 본가·홍콩반점·새마을식당·빽다방 등 21개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이고 있다. 가맹점 수는 전국적으로
1천4백40개에 이르고 일본·중국·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

2017년 초 문을 연 제주 중문관광단지의 ‘호텔 더본’도 순항
중인데 올들어 9월까지 평균 객실 점유율이 97.3%에 이른다.
숙박료와 조식 뷔페의 월등한 가성비 덕이다. 백 대표는 “좀 늦게
연락하면 저도 예약이 잘 안 된다” 고 말했다.

그는 ‘백종원의 골목식당’(SBS),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2’(tvN) 등을
진행하는 인기 방송인이기도 하다. 영화배우 소유진씨와의 사이에
1남2녀를 뒀다. 2회에 걸쳐 백 대표의 연세 동산 시절,
기업인으로서의 삶과 철학을 다룬다.

“4년 내내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방황이 지금의 가치관·직업관·교육관을 형성하는 바탕이
됐죠. 방황도 그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름의 가치관 내지는 인생관이 뭔가요?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해야 하고, 그래야 행복합니다. 과정이 즐겁다고 해서
성과가 커지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성공을 거둬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세상 떠나고 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어려서는 김우중
선배님(대우그룹 창업주)처럼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 선배님도,
고 이병철·정주영 회장도 모릅니다. 이름을 남기신 분들의 족적도, 심지어 이름마저도 시간이
흐르면 잊혀 진다는 거죠. 가치관도 학습의 과정을 거쳐 바뀌게 마련으로, 제 경우 과거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버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쓰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도 어쨌거나 어떻게 벌든 돈을 벌고 난 후의 문제죠.”

연세 동산 시절 어떤 대학생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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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한 끼 해결하기 위한 외식비가 너무 비쌉니다. 끼니를 위한 음식값이 내리면, 그럼
외식 시장이라는 파이를 훨씬 더 키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침식사도 나가서 할 거예요.
아침은 커피 한 잔 곁들여 3000~3500원 정도 돼야 합니다. 방송에 나가 음식값 내리라고 해
말도 듣지만, 햐향 평준화하는 게 아닙니다. 값을 내려 가성비와 회전율을 높여야 외식업계가
삽니다. 저희 회사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그런 일을 합니다. 외식비의 마지노선이랄까 ‘저점’을
잡아주는 거죠. 생활 양식도 바뀔 겁니다. 아파트의 주방은 간편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규모로 작아지고 냉장고도 작아져 자연히 다른 생활 공간이 넓어지겠죠.”
‘쿡방 하는 백종원’ 덕에 한국 남자들이 앞치마를 하고 주방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런 그를

탓하는 남자들도 있을지 모른다. 정작 그는 우리나라 외식 가격을 잡는 데 기여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랐다. 백종원, 그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람 같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요?

학교 앞 잘 가던 식당은 어딘가요?

‘연세’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인플루언世들

세상을 바꾸는 연세인들 ①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1)

“연세우유? 싫어도 들어가야 했던 채플과 백양로 등이죠.”

“연세갈비, 신촌반점, 황소식당 등입니다. 그 시절 신촌반점에 가면 음식을 시원시원하게 시켜
먹는다고 저더러 백 사장이라고 했죠. 빵 주던 독다방(독수리다방)도 많이 갔어요.”

“음식은 다 좋아하지만 도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중식, 한식 순입니다. 일식보다는 양식을
좋아하고요. 사실 요즘은 음식도 국경이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방송인으로도 잘나가는데요? 방송이 체질 아닌가요?
“방송 일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썩 좋아하지도 않아요. 닥치면 다 하지만 제가 약간
내성적입니다. 외로움도 잘 안 타는 편이라 결혼도 늦게 했죠. 방송은, 음식 만드는 사람들의
저변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이 음식 만들기를 알고 음식 만드는 사람들의 애환도 알아줬으면
해서 합니다. 방송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이른바 ‘쿡방’이 제가 좋아하는 일의 연장선에
있어 몸은 힘들지만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건 저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는 발길 가는 대로 후미진 골목식당에 가서도 먹고 싶은데 방송으로 얼굴이 알려져 불편한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먹는 즐거움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방송을 통해 ‘도모’하는 게 뭔가요?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도 아침을 먹게 돼 저마다 세 끼 밥을 먹고, 그 결과 위들이 커져 간식도
먹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럼 음식값도 내려갑니다. 먹으면 행복해지고 저처럼 음식 만드는
사람들도 행복해지죠.”

그러면 뭐가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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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역사박물관 소장품」 펴내

동문 소식

새 저서를 펴낸 민병용 동문 (정외 63)

미주 독립운동 연구의 한길을 걸어 온 민병용 동문(정치
외교학과, 63)이 「한인 역사박물관 소장품」이라는
이민역사 자료집을 한권의 책으로 펴냈다.

1976년부터 40여년 수집해온 하와이 초기이민사,
1965 년 이 후 의 새 이 민 역 사 그 리 고 미 주
애국지사, 주류사회에 진출한 인사 및 한인단체에
관련된 저서, 사진, 유물, 비데오, 미술품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다.▲민병용 동문

(정외과 63)

처음 하와이 초기이민역사에 관심을 가졌고 이후 미주 독립운동 자료 수집 및
연구의 길을 걸어왔다. 1985년에 펴낸 「미주이민100년 초기인맥을 캔다」는
학자들에게 한인 초기이민사 연구의 필독 저서로 통한다.

민병용 동문은 “계속해서 이민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앞으로 영상 TV인터뷰를
통해서 인물역사를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나온 「한인 역사박물관 소장품」은 앞으로 대학 도서관, 박물관, 역사
연구자, 차세대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2002년부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
역사박물관 관장을 맡고 있는 민병용 동문은
미주이민 100년사, 한인인명록, 미주 독립
유공자 전집, 코리아타운과 한국의 날 축제 등
모두 16권의 역사서를 펴냈다.

“미국땅에서 뻗어나가는 한인 차세대들이
자랑스런 미주이민100년 역사에 관심을
갖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소장품 목록을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민 병 용 동 문 은 연 세 대 학 교 재 학 시 절 ,
연세춘추 기자로 활동했고, 졸업 후에는
한 국 일 보 기 자 가 되 었 다 . 1973 년 미 국
유학길에 올랐고, 한국일보 로스앤젤레스지사
파견 근무로 25년간 언론인 생활을 했다.

▲소장용책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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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란타연고전성료

지회 소식

▲연고전 골프.

배구, 발야구, 골프 등으로 겨루어, 연대 최종 우승

애틀란타 동문회(회장 위자현)는 10월에 연고전을 주최하여 성공적으로 치렀다.
애틀란타 지역의 연세 동문회는 약 120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실제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분은 좀 적다. 금년도 연고전 골프대회는 연세대학교가 주최했으며, 지난 10월 20일에
약 60여명이 모여서 진행되었고, 고려대학교가 승리했다.

10월 27일에는 구기전으로 배구와 발야구 두 종목으로 경기를 했다. 그 전날까지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워서 걱정하였는데, 경기 당일에는 날씨가 화창하게 개어서 참
아름다웠다.

양교에서 약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연세대학교가 배구 세트 스코어 2:0, 그리고 발
야구는 10: 7로 이겨서 구기 종목 2승, 골프 1패로 총 2:1로 연세대가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양교의 골프전에는 연륜이 있는 선배님들이 주로 참석했고, 구기 종목에는 Georgia Tech,
Emory 대학원에 유학 온 후배들이 열심히 뛰어 주어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다음
행사로는 송년 모임을 12월 1일 주최한다.

과거에 했던 장소보다는 좀 더 품격있는 Sugarloaf Country Club 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좀
더 많은 동문이 참석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연고전 배구.▲연고전 발야구. ▲연고전 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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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연세콰이어 모교 초청 공연 성황

지회 소식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연세 음대 동문합창단과 합동공연을 가진 남가주 연세콰이어 단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10월 24일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공연

남가주 연세 콰이어(단장 이상은 ,고문 권기상)은 10월5일(토) LA 에서 제14회
정기연주회를 마치고 10월21일 (월 ) 서울로 가서 10월23일 (수 ) 연세 김용학
총장 초청으로 총장공관에서 점심만찬을 가졌다.

10월 24일(목) 저녁 연세 100주년 기념관에서 연세 음대 동문 합창단과 합동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방공연에 나서 포항 선린대학 , 포항 기쁨의 교회 , 포항
중앙교회에서 공연하여 칭송을 많이 받았다.

다음은 속초 설악산 Back to Eden 요양원에서 독일 캐나다, 미국 등에서 방문한
한인 말기 암환자 앞에서 감동과 눈물의 공연을 마쳤다.

공연 후 서울로 와 일부 단원들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거주하는 ‘고향의 노래’,
‘내 마음의 강물’등 많은 가곡과 동요를 작곡한 한국의 슈베르트 이수인 선생님
댁을 방문하여 좋은 가곡을 더 작곡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기도 했다.

▲지방 공연 – Back to Eden 요양원. ▲ 작곡가 이수인 씨와 함께.



13 제 11호 2019 년 11 월 20일

연례동문모임

지회 소식

▲모임 참가자들.

Apple Hill 위치한 허애경(간호78) 동문 댁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

새크라멘토 연세 동문회(회장 이수일, 경영 63학번)가 지난 10월 26일 새크라멘토 교
외 Apple Hill에 있는 허애경 동문(간호 78학번) 집에서 연례 동문모임을 가졌다.

철학 45 학번 이하전 동문, 간호 54학번 허경자 동문을 비롯, 부부 모두 26명이 모여
불고기, 상추쌈 등으로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기타 반주에 맞추어 노래, 몸풀기 박수
게임, 그 외 낱말 알아 맞추기 등 재미있고 즐거운 오락 시간을 가졌다.

2001년부터 매년 12월에 모임을 가져왔으나 금년부터는 바쁜 연말을 피해 10 월에
가을 피크닉 동문모임으로 바꾸어 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할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
로도 계속해서 가을에 모이기로 하였다.

새크라멘토

▲정태돈(기계82학번 ), 허일무(의학 59학번) 동문과 함께 즐긴 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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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폴리탄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지회 소식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과 격이 있는 유쾌함 선사”

김승철 지휘자와 이성미 반주자의 뛰어난 호흡, 그리고 매주 수요일 연습에 매진하는 단원들의
열정은 400여 관객들의 발길을 공연장으로 이끌었다. 홍희경(불문73) 이사장은 “메트로폴리탄
여성합창단은 워싱턴 지역에서 유일하게 상임지휘자와 반주자가 있는 여성합창단이자 실력향상을
위해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노력파 합창단이다. 워싱턴 한인사회와 함께 아름다운 선율을 나누고
섬기는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이윤식 목사(우리교회)의 개회기도 후 시작된 1부 공연은 Sound of Glory to God을 주제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전가 등 4곡을 은혜롭게 합창했다.
이어 워싱톤에서 활약하고 있는 Kalos Trio (고은혜 피아노, 백유진 바이올린, 최현주 첼로)가
Mendelssohn Piano Trio No.2와 Cavalleria Rusticana를 열정적으로 연주했다.

합창 2부는 Sound of Memory를 주제로 내 맘의 강물, 보리밭, 뱃노래로 정답고 흥겨운 한국
가곡을 선사했다. 또한 연세대 성악과와 피바디에서 공부를 하고 현재 워싱톤 국립 오페라단원인
테너 이재남 씨가 가곡 산촌과 성곡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 관객들의 마음을 적셨다. 마지막 3부
무대는 Sound of Touch 를 주제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풍선, 꿈, 최진사댁 셋째 딸 등
흥겨운 대중가요를 불러 관객들의 즐거움을 더했다.
합창단은 기립한 관객들의 쏟아지는 앵콜요청에 중화반점이라는 재치있는 가사와 율동으로 화답을
하고, 이어진 두 번째 앵콜로 준비된 ‘Why We Song’ 무대는 어린이 9명과 합창단이 함께 부르며
세 대 를 아 우 르 고 희 망 과 평 화 , 그 리 고 사 랑 의 감 동 을 전 했 다 . 이 후 한 훈
목사(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장)의 마무리 기도로 공연을 마쳤다.
한편 공연장에는 꽃다발을 든 가족들의 모습이 많았다. 그들 중 한 부자는 “무대에 선 아내와
어머니의 모습이 자랑스럽다.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본인 만의 시간을 갖고 재능을 살려 사회와
소통하며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아름다워 적극 응원한다”고 말했다.

▲메트로폴리탄 여성 합창단.

▲ Kalos Trio (피아노 고은혜 , 바이올린 백유진 , 
첼로 최현주 )의 연주모습

▲메트로폴리탄 여성 합창단.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여성합창단(MWC,단장 홍희자)은 6일 락빌소재 쥬이시 커뮤니티 센터 크리거
오디토리움에서 12주년 정기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공연은 찬양의 은혜와 가곡의 우아함,
그리고 가요의 흥겨움 등 무대와 객석이 하나되어 감동을 전하고, 공연 주제인 ‘Why we sing’ 은
마지막 무대를 함께 꾸민 우리 어린이들이었다. MWC 정기공연은 매년 탄탄한 실력 못지않게 격이
있는 유쾌함에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희경 이사장(불문73)과
홍희자 단장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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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과 87학번 이재진

동문 기고

고통, 시련을이겨내는마라톤도전기

하지만 30km로 거리를 늘린 후 두번째 고비가 왔다. 몸에 이상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에 나를 가장 괴롭힌 건 우선 왼쪽 장딴지의 고통이었다. 이제는 아주 조금만 뛰어도
장딴지 고통이 너무 쉽게 나타나는 것이었다. 마라톤 대회는 다가오고 연습은 안 할 수도 없어,
계속 절뚝거리면서 몇 십km씩을 뛰니, 이번에는 오른쪽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 마라톤을
아주 잘 뛰는 직장동료가 있는데, 이 친구는 늘 내게 훈련 표까지 짜주며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 아무리 아파도 응원에 힘입어 뛰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아무튼, 풀
마라톤을 뛰겠다고 결심하고 나니 한국에 있는 친구 및 지인들이 하는 말이, “그러다 도가니
나간다”, “무릎 나간다 ”, 급기야는 “나이 들어 주책이다”, “고생을 사서 한다” 라는
등등의 말까지 들었다.
사실 나 스스로도 다시 수술을 받게 되면 어떡하나, 회사도 자꾸 결근하게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들이 앞섰다. 게다가 여기저기에서 “거기는 공기가 좋아서 그렇지, 여기는 그런 상황이
안돼” 하는 빈정거림까지도 들었다. 실제로 내가 연습하는 트랙도 고속도로 바로 옆이라,
지인들의 생각만큼 공기도 안 좋고, 상황이 별로이다. 주말에도 새벽같이 일찍 나서지 않으면
연습할 환경으로 받쳐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

나는 뛰는 걸 좋아한다. 매일 아침 아무리 혹독한 날씨가 발목을 잡는다 해도 뛰고자 하는
욕구를 저버린 적이 없다. 여러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적어도 뛰는 순간 만큼은 온갖 시름을 잊게
된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헤드폰을 귀에 꼽고 뛰는데 골목길을 돌던 한 할머니를 피하려다 눈
길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다. 그때 어깨를 심하게 다쳐 레브럼(labrum) 수술을 받고 근 2년
이상을 재활 치료로 적지 않은 고생을 했다.

▲이재진 동문. ▲이재진 동문, 마라톤 경기 참가 모습.

그 고생을 한 후에 5km달리기 대회부터 시작해, 다음 해는 8km대회, 그 이듬해는 15km대회,
이렇게 차츰 다시 뛰기를 시도하다 작년에는 드디어 헤프 마라톤(21.1km)에 도전했다.
상당히 더운 날씨에도 큰 탈없이 무난한 기록으로 완주했으나, 갑작스러운 장거리 시도에
무리가 됐는지 몸을 회복하는데 거의 일주일이나 걸렸다. 그래도 올해 풀코스 마라톤을 뛰기로
결심하고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감사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13km씩
뛰기 시작해 점차 거리를 늘려, 몇 달 후에는 주말마다 21km씩 뛸 수 있었다. 작년만해도 큰
무리가 됐던 헤프 거리가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정도였다.

또 다른 고비

재활, 그리고 재도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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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가 열린 날은 영상 2도로 너무 추웠다. 하지만 기록을 위해 반바지를 입고 얇은 윗도리
하나로 최대한 몸을 가볍게 했다. 드디어 대회 당일 이번 대회에서 맞닥뜨린 또 하나의 난관,
내가 신청한 마라톤은 트레일 마라톤이어서 코스 중간 홍수 때문에 길이 물에 잠겨 있고, 거기를
뚫고 지나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었다. 뛰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물에 잠긴 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놀라웠다. 얕은 곳은 발목 정도, 깊은 곳은 무릎까지 차오르는 길의
연속이었다. 물은 얼마나 차갑던지, 급기야 발의 감각이 무뎌져 허리 아래로는 아무 느낌도 없는
듯 했다. 젖은 발로 뛴다는 것이 모래가 잔뜩 든 신발로 뛰는 것보다 더 곤욕이라는 걸 이날
알았다. “세상에” 이런 마라톤 대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군대 때 받았던
훈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듯 싶었다. 이날 대회 코스 중 물길 속을 뛴 횟수가 무려
48번이다. 결국 42.195km를 완주하고 finish라인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나올 뻔 했으나 겨우 참았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응원해준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다.

나의 마라톤 멘토이기도 한 직장 동료는 “It will ruin your running career for life”며 대회
불참을 말했다. 하지만 이미 낸 참가비도 너무 아깝고, 뛸 수 있을 것 같았다. 처음엔 괜찮았다가
중간쯤 발런티어가 나눠주는 물을 받아 마실 때 그 여자분의 손가락이 물 속에 살짝 담긴 것이
못내 신경이 쓰였던 탓인지 3km 더 뛴 시점에서 탈이 나고 말았다. 설사를 하고서 7km를 더
뛰고 그만 기권할 수 밖에 없었다. 연습 때는 32km까지 뛴 적도 있었는데 실제 경기에서는
연습 때 실력을 제대로 발휘도 못하고 30km지점에서 기권을 하다니 암담했다. 30km 지점에서
Aid Station까지 3km를 더 걸어 나오는데 다시 허리의 통증과 함께 한 걸음 떼기도 벅찰
정도로 힘들었다. 게다가 처참한 기록까지 보니 마음이 참담했다. 뜻한 것은 거의 다 이루는
편이었는데 마라톤 완주가 이렇게까지 힘든 일이었나 새삼 느꼈다. 주변에서도 직장에서도
마라톤에 대해 물어볼 텐데 창피한 마음이 앞섰다. 너무나 괴로워 악몽을 꾸기까지 했다.
일주일을 쉬고, 다시 주말마다 나가 뛰기 시작했다. 첫날 트레일을 32km 뛰니 자신감이 좀 붙은
듯 했다. 마라톤 대회를 일주일 남기고 이번엔 25km만 뛰기로 마음먹었다. 지난 번에 탈진하고
실패한 경험도 있었기에 몹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기까지 했다. “이번에는 잘 뛸 수
있을까?”, “이번에도 실패하면 모두가 나이 탓이라 할까” 라는 생각도 들고,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인상 깊은 Ultra Marathon 참가자 어르신

주변의 우려와 훈련의 고통

지난 번 고산등정 후에 수영으로 회복하여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던 장딴지는 다시 뛰기
시작하니 바로 재발했다. 마라톤 대회 일주일을 남기고 다시 뛰기 시작했고, 연습 후 자전거
바퀴에 바람 넣고 집으로 돌아와, 작은 냉장고에 쌓인 성에를 제거하려고 몸을 구부리려던 찰나
이번에는 허리를 삐고 말았다. 허리 통증이 무척 심해서 앉았다가 바로 일어서지도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회 중 가장 인상적인 건 마라톤에 참가한 한 73세의 노인과의
만남이었다. 그는 같은 코스 2배를 뛰는 ‘Ultra Maraton’에 참가하여 84.39 킬로미터의
코스를 완주했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건 그는 특별한 운동선수 출신도 아닌 그냥 평범한
어르신이라는사실이었다.

▲이재진 동문, 마라톤 경기 참가 모습. ▲ 2019 Chicago Marathon 참가 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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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site: andykimforcongress.com

●자격: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 깨끗한 정치를 하기 위해
- personal check or personal credit card ONLY
- Home address and e-mail address
- Pay to Andy Kim for Congress

●후원금 발송:
Andy Kim for Congress, P.O. Box 211,
Marlton, NJ 08053

● 문의:
Andrea Dolan:
Financial Director for Andy Kim,

Tel: 856-266-9517,
e-mail: andrea@andykimforcongress.com

●온라인 링크(personal credit card):
http://secure.actblue.com/donate/ka community

“연방의회에서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

「Andy Kim 하원의원 후원」

Andy Kim 하원의원은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말을 비전으로 가지고,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미 전체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약속했다. 

Andy Kim 하원의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알 수 있다. 
미주 연세 동문들의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Andy Kim’s Vision
Of, By, & For the People 국민의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 LA 후원의 밤에서

김정한 (화학68) 동문 아들 앤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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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Dong-ju’s Self-Portrait

My understanding of the poem, "Self-Portrait," comes from
what I learned of the poet's life as well as the poem
itself. Yoon Dong-chu was a young man who had left his
home in Manchuria to go first to university in Seoul and then
for further education in Japan. Thus as I read the poem, I
imagined the loneliness of his life’s struggle – first as a
country boy in Korea’s capital city, and then as an isolated
foreigner in another country.
The images in the poem seemed to support that impression.
The speaker visits an isolated well by a rice paddy at night,
alone, and sees reflected in the water below the beauty of
clouds, moon, and autumn wind. Yet among these natural
perfections he also sees his own face, a face he describes not
as himself but as “a man.” Disliking his reflection, this man
looking back at him, he leaves, yet something draws him back
to the well. Seeing his reflection a second time, he again feels
repelled by it and leaves, yet on the way home he misses
“him,” there in the water of the well among the beauty of sky,
moon, clouds, and blowing wind.
It’s a haunting image for me, and as a whole, the poem speaks
of the difficulty of all creative, artistic endeavors. On the one
hand there is the wholeness of the natural world that the artist
sees – the perfection of shining moon, drifting clouds, and
autumn wind – and the arduous task of trying either to capture
that beauty, to represent it in some way, or to tell others what
it means to the artist, or to try to bring out what beauty he
finds in himself. That struggle can be a great burden. One can
so easily dislike what one has done, seeing it as inferior not
only to the beauty one sees in the world but especially inferior
to one’s hopes. Thus though the artist can dislike the work he
has done - his reflection in the water – and walk away, he
misses something – perhaps his dreams – and so he returns to
try again and again.
Thus despite the anguish in this poem, there is also hope, the
persistence of the will to try.

October 5, 2019

Prof. Mark McTague
Towson State University

윤동주의 자화상에 대한 미국
대학 교수의 시평입니다.

▲ Prof. Mark McTague

“윤동주 시에 매료된 미국인”

윤동주 미주문학상 시상식서 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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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 문학동산’에서 연세 정신을

윤동주 기념관 건립
기금모금에 동참하자!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 드립니다

윤동주 기념관 건립기금
1인 $100 이상 1천계좌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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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0일 이후
21 곽 남 (시카고) 1계좌
22 유근실 (시카고) 1계좌
23 최 준(시카고) 1계좌

현재까지 62계좌

미주동문들이여, 
모교에 Legacy 를 남깁시다 !!!

1천계좌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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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림 ⊙

미주총동문회는각지역회비
분담금과후원금으로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관심과참여부탁드립니다.

Payable to: 
Yonsei Alumni Association of U.S.A

Mailing Address:
1741 Mansie Ct. 
Libertyville, IL 60048

지역 동문회비
납부현황 (11/20 현재)

시애틀 지회 $500.00 

시카고 지회 $500.00 

북가주 지회 $1,000.00

하와이 지회 $300.00

뉴욕 지회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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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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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