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wha 2005, Beyond the Horizon에 초대합니다.

금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에서 
열리는 제4차 이화여자 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신인령 총장님과 장필화 대학원장님을 비롯하여 
윤순희 총동창회 회장님과 임원 및 모든 북미주 동창들을 모시고 

“Ewha 2005 Beyond the Horizon” 모임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동북부 오하이오( Cleveland ) 지회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 국제 재단 이사회도 동시에 병행하여 개최됩니다.

바쁘신 일상생활에서 잠시 떠나 부디 꼭 참석하셔서 총장님과 
총동창회장님, 그리고 모든 선후배님들과 정을 나누며 아름답고 
의미있는 이화의 축제가 되도록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Ewha 2005 Beyond the Horizon 의 자세한 내용은 5면에 계속됨)

Ewha 2005, 
November 10-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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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2005 Special Guest and Speakers
 이대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제4차 총회 및 이사회

 이대 국제재단 제36회 이사회

 총장 디너

 Talent Show

 이화 연례만찬 및 특별순서

 Line Dance

 Daniel D Pak M.D. Work Shop

 Cleveland 명소관광

 주일아침 예배

 총장님과의 대화의 시간

Beyond The HorizonBeyond The Horizon



이화 동창 북미주지회연합회는 
북미주 동창들의  연례모임으로 
모교를 사랑하며 지원하는 마음으

로 함께하는 행사로써 올해 4번째

의 모임을 갖습니다.
정과 추억을 나누고 이화 국제재단

과의 교류를 가지며 모교 지원방안 
연구와 실천에 힘쓰며 자라온 이모

임의 장래 개최 장소는 다음과 같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2006년 (제 5차)  Toronto , Canada

2007년 (제 6차)  New York , New York

2008년 (제 7차)  Seattle , Washington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2005년 9월 제 2호  



  <북미주 이화동창> 제2호 를 발간하면서 다
시한번  Houston 에서의 감격스런 모임을 회
상하며, 곧 Cleveland에서 모든 선후배님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레입니다.
  지난 3월에는 모교 총동창회 2005년 정기총

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에 제가 북미주지회연

합회를 대표로  참석하여 놀랍게 발전한 학교 모습에 기뻤

고, 신인령총장님, 윤순희 동창회장님과 많은 선후배에게 
북미주 지회 발전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모교가 2004
년 대학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평가됬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쁜 이민 생활중에도 북미주에서는 1964년에 동창지회

가 시작되었고 1978년 부터는 일년에 한번씩 11월에 여러

지회가 모여 반가운 정담을 나누고 모교의 소식을 들으며 
이화의 사랑을 재확인 하는 모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에는 공식적으로 이화 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가 발족 되었습니다.

 동북부 오하이오( Cleveland) 지회는 제 4차 북미주지회연

합회 모임을 앞두고 한국에서 오시는 총장님, 대학 원장님, 
총동창회 회장님과 임원, 국재재단의 이사장과 이사, 또 모든 
북미주 동창분들을 모시고 “Ewha 2005 Beyond the Horizon”
모임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읍니다.  다양한 program과 
즐거운 시간을 마련하여, 모든 동창들께서 서로 친목하며 
보람있고 뜻깊은 36지회의 만남의 광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바쁘신 생활에서 잠시 떠나 옛날 이화의 시절을 생각하며 
2005년 11월 Cleveland 에 오셔서 함께 아름다운시간을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9년 전에 창립된 우리들의 모교 이화는 
지나간 세월 속 에서 모든 어려운 여건을 극
복하고 계속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대학종합평가에서 ‘최우수’라는 명예를 
갖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흩어져 있는 이화의 

딸들을 북미주지회연합회로 묶어 국제재단과 더불어 
이화의 공동체로서의 본을 보이게 하시는 것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클리브랜드 지회를 통해 소식지가 발행된다고 하
니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의 모교 사랑과 봉사정신

에 총동창회장으로서 무한한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며 함께 
축하하고자 합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북미주 지회 회원들이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더욱 공고한 연대를 구축하여 모교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긴 역사 속에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신앙의 바탕위에 여성

교육기관으로서 당당히 그 자리를 지켜 21세기를 향해 나
아가는 우리의 모교 이화여자대학교가 있어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긍지와 자랑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모교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자부심은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특히 올해의 제3회 이화동창 아카데미에 참석하고 돌아

가신 북미주 동창 여러분이 모교사랑의 마음으로 ESCC 모
금에 동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번 지면을 통해 감사드

립니다.
  끝으로 이화 북미주지회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화가

족 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The Spirit of Korean Cultural Roots

한국 전통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한다는 기획 취지에 따라 이화 여자대학교 출판부는 

<우리문화의뿌리를 찾아서>시리즈 1차분 20종(각 한글판/영어판 각 10종)을 선보였다. 

2009년까지 총 50종발행을 목표로 하는 이 시리즈는 역사, 문학, 건축, 미술, 의복 등 

거의 모든분야를 아우르면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작은 판형과 

시각적 자료를 사용해 일반인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는 해외거주 자녀와 친지,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의 고유성

과 보편성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지금까지 출간된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한국사 입문 2.전통 한복의 멋/노리개 3.한국의 지붕/선 4.한국의 창/문

5.한국의 돌/담/길 6.한국의 전통 공간 7.한국의 꽃살/기둥/누각 8.우리 춤 

9.한국 고전여성작가의 시세계                    10.한국의 탈춤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시리즈를 해외에서 구입하시려면 이화 여자대학교 출판부 
www.ewhapress.com 혹은 press@ewha.ac.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만남을 기대하며 모교와의 공고한 연대구축을 위해

이선희 지회연합회 회장 윤순희 총동창회장

세인트루이스 지회: 정선주 
동문들의 가정을 열어 돌아가며 정기모

임을 갖고 있는 세인트 루이스 지회는 

각 가정의 따뜻한 분위기와 같이 화기

애애한 시간을 갖고 있다. 2005년 5월의 

정기 모임에서는 이화 캠퍼스 센타 

(ESCC) 건립에 어떠한 방법으로 참여할

지에 대한 의논이 있었다. 6월의 모임

에서는 “이화동창 아카데미”에 참석하

였던 최길자 (화학 65)동문의 보고가 

있었으며, ESCC 건립 사업 동참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라스베가스 지회: 송영자
매달 10여명의 동문들이 모여 서로간의 

소식을 나누며 상부 상조하고 있다.

동문간의 친교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모은 회비로 선교사 두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있는 봉사단체를 돕고, 일년에 한번씩 

이화여대 동창회에 장학금을 보내고 있다. 

아틀란타 지회: 이원옥 
5월과 11월을 제외하고 매월 둘째 일요

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평균 25명 정도

가 참석하고 있으며, 연회비와 1년 단위

로 조직되는 동창계로 만들어지는 동창

기금으로 매년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과 국제재단을 통한 모교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 외에도 필요한곳에 성금을 

보내고있다.

매월 동창들께 보내는 소식지를 통해 

동창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도록 

도모하고 있으며, 매월 모임에서는 강사 

초빙으로 좋은 정보를 나누고, 가족 피크

닉, 단풍놀이 및 2년에 한 번 큰 크리스

마스 파티 등 행사도 열고 있다. 

동창들 간의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하며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지회 : 김영미
매달 첫주 월요일 에 정기 월례 모임을 

갖기로 결정하고, 새 주소록을 발간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동창회를 

보다 활성화시켜 동창들간의 긴밀한 

교제와 친교, 모교 발전을 위한 기금조

성 커뮤니티 봉사 등을 이루기 위해 

이사회를 구성할것을 결정하였다.

알라스카지회 :김명순 
5월 7일 총회를 갖고 새 임원진을 선출

하였다. 2000년 이후 5년간 동문회를 

발전 시켜온 천규운 전 지회장의 업무 

보고에 이어, 동문간의 친목 뿐만 아니

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시작하

기로 결정하였다.

몬트리얼 지회 : 전숙자 
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동창

회는 5월과 12월 (부부동반) 공식모임

을 갖고 있다. 지난 5월 가진 모임에서

는 모교의 행사와 소식을 홍보하며 

협조 참여하것을 의논 하고, 전숙자 

회장과 임원진이 앞으로 2년간 유임 

하기로 결정 하였다.

볼티모어 지회: 최 영선 
2005년 1월15일, 17명의 동문이 참석
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었다. 2년 임
기의 회장으로 최영선 동문이 선출되
었으며 동창 회칙을 제정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 3월에는 본국의 
총동창회로 부터 지회인준을 받았다.

휴스턴 지회: 이영일 
휴스턴지회는 동창 전원이 맘을 합하고 

힘을 모아 2004년 11월에 북미주 연합회 

제 3차 총회를 성공리에 마치었는데,

그로 인하여 동창들 간에 많은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연중 행사로써 구정에는 

한인 노인회관에 가서 떡국잔치를 해드

렸으며, 5월 총회 때에는 2명의 장학생

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지회 설립에 관한  동창회 회칙

새로운 지회의 설립은 총동창회 

회칙에 준하여 가능하며, 총동창회로 

직접 연락하여 등록하거나 연합회에 

의뢰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총동창회로 직접 등록했을 경우 

연합회에도 즉시 연락해 주어야 

연합회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고,

 북미주 모든 지회들과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북미주지회연합회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전화 770-509-9319

Fax 678-560-8532

E-mail: yonsook@serony.com)

2004년 3월 13일 개정된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칙에 

의한 새 지회의 설치 및 입회 절차 

등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회칙 

개정안 주요골자 중 6 항에 언급된 

것을 살펴 보면, '제 7 장 지회설치 

요건인 정회원 20 인 이상을 30 인 

이상으로 늘리고, 이미 조직된 

지회에서 분리된 모임의 지회등록은 

금지하며 지회의 승인에 의한 분회 

설치는 허용하도록 하고 

지회연합회는 국가별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함'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3차 총회 보고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제3차 총회가 11월 12일(금)부터 

14일(일)까지 Texas 주 Houston의 Marriott Westchase Hotel에서 열렸다. 서울에서 

장필화 대학원장, 윤순희 총동창회장과 차명희 부회장, 그리고 김영주 총무가 

참석하였고, 33개 북미주 지회 중 18개 지회에서 14지회장을 비롯한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12일 금요일오전에는 북미주지회연합회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위원회와 

이사회가 있었고, 총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었다. 102명이 참석한 총회는 전 

회의록 보고에 이어 윤순희 총동창회장의 인사말, 각 지회 보고, 이화국제재단 

ARC 보고가 있었고, 오전 중에 있었던 이사회와 장기계획위원회, 회칙위원회의 

보고가 각각 있었으며 예산안 보고가 있었다.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

된 '총장 디너'에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신인령 총장의 인사말을 장필화 대학

원장이 대독하였으며, 만찬 후 20명으로 가장  많이 참석한 샌프란시스코 지회

에게 표창이 있었고, 게임과 Sing Along을 즐긴 후 하루 일정을 마치었다. 

  13일 토요일은 아침 7시 30분부터 Tai Chi와 Line Dance강습으로 시작하여 

꽃꽂이 강습과 폐암에 관한 강의가 있었고, 한편으로 골프대회와 시내 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모든 참석 동창들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오후 7

시부터 시작된 Ewha 2004 연례 만찬은 230 여명의 동창들과 이화 사위, 그리고 

친지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아주 성대한 잔치를 가졌다. 만찬 도중 지난 30 

여년간 국제재단 이사로서 수고해 온 Dr. Mitchell의 생일 축하 시간이 

깜짝쇼로 잠시 열려 Dr. Mitchell은 물론 모든 이들에게 의미있고 즐거운 

순간이었다. 

  14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총동창회에서 제공한 아침식사를 하고, 9시부터 

주일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간담회에서는 장필화 대학원장과 윤순희 총동창

회장이 함께 질의에 응답하면서 참석 동창들과 함께 모교 소식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진지하게 나누며  3차총회의 모임을  마치었다.

장래지향적 발전전략을 세우는 장기계획위원회
2005년 11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 북미주지회연합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계획위원회(Long Range Planning Committee) 를 가졌다.  김성혜 

위원장을 비롯하여 16명의 위원은 한국에서 오신 윤순희 총동창회장과 차명희 

총동창회부회장을 고문으로 모시고 7명의 옵서버가 참석한 가운데 진지한 

회의를 하였다. 

목적: 북미주지회연합회의 회장과 임원은 해마다 바뀌므로 운영상 연계성 

(Continuity)이 부족하다는 조직상의 결점을 감안하여 북미주지회연합회의 

성장발전을 위해서 의도적이며 장래지향적인 전략계획을 설정한다. 

우선 북미주지회연합회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의견을 종합하였고 2010

년도에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기 원하는지 Brain Storm식의 아이디어 교환을 

하였다.  그리고 주요목표들을 설정한 후 각 목표를 향한 전략계획을 짜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2010년을 향한 북미주지회연합회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계획의 첫 단계로써 다음과 같은 직책과 위원회를 신설할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 전략을 행동에 옮기는 실행계획(Action Plan)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였다. 

1.연계성 성립을 위한 사무처장     

2.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위원회  

3.회원 확보, 명단 관리을 위한 회우위원회    

4.진취적 연차모임을 위한 프로그램위원회  

5.<북미주이화동창> 발행, 웹사이트위한 홍보위원회   

6.특별위원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사무처장
전연숙 (식영 75)
2004년 11월 Houston

에서 열린 제3차 북미

주지회연합회에서는 

해마다 연합회 회장이 

바뀌어지면서 생기기 

쉬운 연계성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사무처장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아틀란타의 전연숙 동문(식영 75)을 

첫번째 사무 처장으로 임명하였다. 

전연숙 동문은 1998년 아틀란타에서 

열린 전국 이화모임의 준비위원으로 

일한 이후 현재 까지 동창회에 적극

적인 참여를 해 오고 있으며, 2004년

에는 지회연합회의 서기로 일하였다.

부군 이경우 씨와 새로니, 나라니 

두 딸을 두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전 동문이 사무처장으로써 

연합회 발전에 많은 기여 있을 것을 

기대한다.



국제 재단을 통한
모교지원 기금
국제재단은 제 35회 연례 이사회를 

북미주지회연합회와 휴스턴 지회의 

초청으로 2004년 11월 11, 12일 양일 

간에 걸쳐 Houston Marriott Westchase 
Hotel에서 개최하였다. 국제 재단 

Bishop S. Rader 이사장은 북미주지회연

합회 연례만찬에서 장필화 대학원장에

게 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전달하였

으며, 2004년도에 $30,200을 모금한 

샌프란시스코 지회에게 상패를 전달, 

수고를 치하하였다. 2004 년도에 

국제재단에서 모교를 지원한 총액은 

$442,967.42이고, 장학금 수혜자는 총 

44명이다. 동창들이 모교를 위해 국제

재단에 기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회장학기금:  $49,934.30 

해외이화동창기금:  $ 6,700.00

(Endowment Fund) 

의과대학기금: $14,600.00 

토론토 지회 : 강선희 
2006 년 11월에 있을 제 5회 북미주지

회연합회 총회의 주최지로 예정되어,

그 준비를 위해 강선희 회장이 2006년에 

다시 맡기로 하고, 행사 준비 위원장으

로 신영봉(교육 68) 동문이 수고 하게되

었다.

꽃이 아름다운 토론토의 5월, 여러동문

들이 함께 봄여행을 다녀왔다.

아리조나지회 : 이명미 
2005년 1월, 26명의 동문들이 모여 총회

를 가졌으며, 3월에는 본국의 총동창회

로부터 정식 지회 인준을 받았다. 2개월

에 한번 모임을 갖고 동문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화 국제재단에 200

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씨애틀 지회 : 이순우 
매월 15명 내지 20명의 동문이 정기적으

로 모임을 갖고, 각종 생활에 필요한 강

의를 들으며 함께 우의를 나누고 있다.

5월 17일에는 권순우 회장 자택에서 

장학기금을 위한 Auction 을 가졌는데 

많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853

의 수입이 있었다. 국제재단에 $2,000, 

University of Washington 한국학 살리기 

운동에 $500을 기증하였다. 2008년에 

예정된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주최를 

위해 이사회를 강화하고 준비작업에 

들어 갔다.

디트로이트 지회 : 서찬주 
미시건 지역 동창회는 1965년 9월 (고)

김매리 초대 회장님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올해 40주년을 맞았다.김매리 선배님께서 

지난 3월, 101세로 소천하셨으며, 그분을 

사랑하던 많은 유학생들과 이화의 동문들

이 모여 추모 예배를 드렸다.

5월에는 60여명의 회원이 이화 동창 발족 

40주년 기념모임을 가졌다.

덴버  지회 : 이미옥 
20여명의 동문들이 매달 아기자기한 모

임을 갖고 있다. 매월의 모임을 디너및 

강연회로 가지므로 생활에 필요한 정보

를 나누고, 생활의 대소사에 마음으로 

꽃으로 희로애락을 함께 하고있다.

7월에는 환경과 건강에 관한 강의를 가

졌으며, 한국에서 가져온 신간 도서들

을 돌려 읽으며, 즐거운 모임을 계속하

고 있다.

남가주 지회: 김현실 
지난 5월 15일 남가주 총 동창회 

“이화인의 5월밤 합창” 공연을 성황
리에 마쳤다. 또한 본교 개교 기념일
과 이화 동창 아카데미에 9명의 동문
이 참석하고 돌아왔다. 9월에는 장학
기금 모집을 위한 Golf Tournament가, 
12월에는 연례총회및 연말 파티가 
열릴 예정이어서 준비 중에 있다. 

보스턴  지회: 조수헌 
회원 가정에서 돌아가며 조촐한 모임을 

갖고 친목을 다지고 있으며 97년 졸업한 

젊은 동문의 참석으로 한층 새롭고 기

쁜 모임이 되어 가고 있다. 2005-2006

년도의 회장으로 이문희 (작곡 77) 동문

이 선출되었고 이사회장은 이영자 (영문 

63)동문이 연임하기로 결정되었다.

뉴욕지회:  허금행
8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뉴욕지
회는 2달에 한번씩 정기모임을 갖으
며 각종 강연과 문화 활동을 함께 하
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이화 캠퍼스
센타 기금을 위한 모금음악회를 열었
으며 10월 연례만찬을 준비중이다.
또한 새동문 가입과 새주소록 발간
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AL  Alaska 김명순 간호 62 

AZ  Phoenix 이명미 약학 81 

CA  San Diego 송묘령 수학74 

CA  San Francisco 박명순 영문 62 

CA  S. California 김현실 회화 70 

CO  Denver 이미옥 국문 68 

DC  Washington 홍춘혜 영문 68 

FL  Florida 황정연 가정 65 

GA  Atlanta 계원옥 수학 69 

HI  Hawaii 오남균 교육 70 

IL  Chicago 김영희 약학 68 

KS  Kansas 안순태 법학 90

MA  Rhode Island 이길자 의학 66 

MA  Boston 조수헌 수학 76 

MI  Detroit 서찬주 사사 69 

ML  Baltimore 최영선 가정 66 

MN Minnesota 황성숙 국문 68 

MI  E. Lansing 조미영 동양 85 

MO St. Louis 정선주 성악 68 

NA  Las Vegas 송영자 법학 63 

NJ  Delaware 김 영     영문 69 

NY  Buffalo 한애영 시청 68 

NY  New York 허금행 국문 72 

OH  Cleveland 이선희 교심 70 

OH  Cincinnati 김영채 영문 59 

OR  Oregon 한상화 기악 66 

PA  Allentown 강혜란 화학 72 

PA  Northeastern 김명자 사학 62 

PA  Philadelphia 김영미 교심 72

TN  Nashville 김인경 영문 76

TX  Dallas 한희선 제약 80

TX  Houston 이영일 의직 72

WA  Seattle 이순우 화학 76

Canada Montreal 전숙자 사생 65 

Canada Toronto 김지인 화학 59

Canada Vancouver 이성애 시청 67

지회 소식

북미주지회연합회 36지회 및  지회장

북미주연합회 소식



P r o g r a m
Thursday, November 10 
5:30 p.m. Dinner reception 
 (동북 오하이오지회 제공)
8:30 p.m. 지회장 모임

Friday, November 11 
7:00 a.m. Exercise
8:00 a.m. Breakfast 
 (동북 오하이오지회 제공)
9:30 a.m. 이사회/ Workshop
12:00 a.m. Lunch 
 (동북 오하이오지회 제공)
1:30 p.m. 제4차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6:00 p.m. 총장 만찬/ 이화 사위 디너
11:00 p.m. Slumber Party

Saturday, November 12 
7:00 a.m. Exercise
8:00 a.m. Breakfast 
 (동북 오하이오지회 제공)
9:30 a.m. Workshops
12:00 a.m. Lunch 
 (동북 오하이오지회 제공)
 1:30 p.m. Tour/ Workshop
6:00 p.m. Reception
6:30 p.m. Banquet

Sunday, November 13 
8:00 a.m. Breakfast 
 (총동창회 제공)
9:00 a.m. 예배/임원 교체

* Program과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동북부에 위치한 미시간 호수의 

한자락 이리호의 한 언저리에 자리한 

아담한 도시 클리블랜드에서는 Ewha

2005 모임에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미국 각 지에 흩어져 열심

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이화의 

동창들이 잠시 자기의 자리를 떠나 이

곳 클리블랜드 이화 2005 모임에 모여 

날로 발전하는 모교 이화의 모습을 함

께 기뻐하고 친구, 선후배 동창들을 만

나 서로의 소식을 주고 받으며 삶의 이

야기를 나누고저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한 반석과도 같

이 되어진 그 오래 전 이화에서의 배움

을 고마워하며 세계속에 커다란 모습으

로 우뚝 선 이화가 새삼 자랑스럽습니

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을 감

사한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었던 이화의 식

구들과 함께 작은 시간이나마 갖게 되길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봅니다.  

  특별히 총장님과 대학원장님 그리고 

총동창회장님도 오시는 이 뜻깊은 모임

에 우리 미주 동창들도 많이 참석하여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누고  

이화인으로서의 긍지를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Ewha 2005 모임이 의미있고 뜻

깊은 만남의 장이 되도록 모든 이화의

식구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

드리며 알차고 보람있는 모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1월

에 클리블랜드에서 뵙겠습니다.

클리블랜드지회 동창 일동

동창여러분을 클리블랜드에 초대합니다

Ewha 2004 Ewha 2005 

Video를 통한 신인령총장님의  인사 Houston 지회의 연극 – “이화가  필때까지 “

Housotn 이화 사위 합창단의 열창 

San Francisco 지회의 뮤지컬 – “Mama Mia”

본교에서 ‘ 이화동창 북미주지회 연합회’에  
보내온 Banner

장기 계획 위원회 meeting에서,  성정순 (L)
전 총동창회장님과  윤순희(R) 현회장님

연례 만찬 - Food, Fun, Freindship

다 함께, 한 자리에

북미주지회 연합회 3차 총회 회의장에서

북미주지회 연합회  3차  총회 회의장에서

휴스톤에서 즐거웠던 순간들

호텔안내
Marriott  Cleveland  East
26300 Harvard Road
Warrensville Heights, OH 44122
 Room Rate  :   $89.00
 예약  번호 : 1-800-533-0162  /  216-378-9191
 Online  예약 : http://marriott.com/reservation/
예약시 “ Special Rate for  Ewha”를  요청하십시오.
10월 15일 전까지 예약하실때  이 가격이 적용됩니다.

공항 교통 안내
Hopkins Airport Shuttle
Special Rate  for Ewha -   $18 /편도
운행시간:  7:15am – 10:00pm /Monday thru Friday
      9:00am  -  8:30pm  / Saturday and Sunday
예약  번호 :  1-800-543-9912  
Online 예약 : www.gohopkins.com  (user ID-Y6372)
공항에서도 service가 있으나  미리 전화나 Online으로 
예약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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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로  보여준  모교의  현재,  "This Ewha "

사진첩

장기계획위원회 첫meeting을  마치고  



P r o g r 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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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마워하며 세계속에 커다란 모습으

로 우뚝 선 이화가 새삼 자랑스럽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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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총회 보고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제3차 총회가 11월 12일(금)부터 

14일(일)까지 Texas 주 Houston의 Marriott Westchase Hotel에서 열렸다. 서울에서 

장필화 대학원장, 윤순희 총동창회장과 차명희 부회장, 그리고 김영주 총무가 

참석하였고, 33개 북미주 지회 중 18개 지회에서 14지회장을 비롯한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12일 금요일오전에는 북미주지회연합회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위원회와 

이사회가 있었고, 총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었다. 102명이 참석한 총회는 전 

회의록 보고에 이어 윤순희 총동창회장의 인사말, 각 지회 보고, 이화국제재단 

ARC 보고가 있었고, 오전 중에 있었던 이사회와 장기계획위원회, 회칙위원회의 

보고가 각각 있었으며 예산안 보고가 있었다.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

된 '총장 디너'에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신인령 총장의 인사말을 장필화 대학

원장이 대독하였으며, 만찬 후 20명으로 가장  많이 참석한 샌프란시스코 지회

에게 표창이 있었고, 게임과 Sing Along을 즐긴 후 하루 일정을 마치었다. 

  13일 토요일은 아침 7시 30분부터 Tai Chi와 Line Dance강습으로 시작하여 

꽃꽂이 강습과 폐암에 관한 강의가 있었고, 한편으로 골프대회와 시내 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모든 참석 동창들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오후 7

시부터 시작된 Ewha 2004 연례 만찬은 230 여명의 동창들과 이화 사위, 그리고 

친지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아주 성대한 잔치를 가졌다. 만찬 도중 지난 30 

여년간 국제재단 이사로서 수고해 온 Dr. Mitchell의 생일 축하 시간이 

깜짝쇼로 잠시 열려 Dr. Mitchell은 물론 모든 이들에게 의미있고 즐거운 

순간이었다. 

  14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총동창회에서 제공한 아침식사를 하고, 9시부터 

주일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간담회에서는 장필화 대학원장과 윤순희 총동창

회장이 함께 질의에 응답하면서 참석 동창들과 함께 모교 소식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진지하게 나누며  3차총회의 모임을  마치었다.

장래지향적 발전전략을 세우는 장기계획위원회
2005년 11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 북미주지회연합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계획위원회(Long Range Planning Committee) 를 가졌다.  김성혜 

위원장을 비롯하여 16명의 위원은 한국에서 오신 윤순희 총동창회장과 차명희 

총동창회부회장을 고문으로 모시고 7명의 옵서버가 참석한 가운데 진지한 

회의를 하였다. 

목적: 북미주지회연합회의 회장과 임원은 해마다 바뀌므로 운영상 연계성 

(Continuity)이 부족하다는 조직상의 결점을 감안하여 북미주지회연합회의 

성장발전을 위해서 의도적이며 장래지향적인 전략계획을 설정한다. 

우선 북미주지회연합회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의견을 종합하였고 2010

년도에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기 원하는지 Brain Storm식의 아이디어 교환을 

하였다.  그리고 주요목표들을 설정한 후 각 목표를 향한 전략계획을 짜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2010년을 향한 북미주지회연합회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계획의 첫 단계로써 다음과 같은 직책과 위원회를 신설할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 전략을 행동에 옮기는 실행계획(Action Plan)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였다. 

1.연계성 성립을 위한 사무처장     

2.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위원회  

3.회원 확보, 명단 관리을 위한 회우위원회    

4.진취적 연차모임을 위한 프로그램위원회  

5.<북미주이화동창> 발행, 웹사이트위한 홍보위원회   

6.특별위원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사무처장
전연숙 (식영 75)
2004년 11월 Houston

에서 열린 제3차 북미

주지회연합회에서는 

해마다 연합회 회장이 

바뀌어지면서 생기기 

쉬운 연계성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사무처장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아틀란타의 전연숙 동문(식영 75)을 

첫번째 사무 처장으로 임명하였다. 

전연숙 동문은 1998년 아틀란타에서 

열린 전국 이화모임의 준비위원으로 

일한 이후 현재 까지 동창회에 적극

적인 참여를 해 오고 있으며, 2004년

에는 지회연합회의 서기로 일하였다.

부군 이경우 씨와 새로니, 나라니 

두 딸을 두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전 동문이 사무처장으로써 

연합회 발전에 많은 기여 있을 것을 

기대한다.



국제 재단을 통한
모교지원 기금
국제재단은 제 35회 연례 이사회를 

북미주지회연합회와 휴스턴 지회의 

초청으로 2004년 11월 11, 12일 양일 

간에 걸쳐 Houston Marriott Westchase 
Hotel에서 개최하였다. 국제 재단 

Bishop S. Rader 이사장은 북미주지회연

합회 연례만찬에서 장필화 대학원장에

게 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전달하였

으며, 2004년도에 $30,200을 모금한 

샌프란시스코 지회에게 상패를 전달, 

수고를 치하하였다. 2004 년도에 

국제재단에서 모교를 지원한 총액은 

$442,967.42이고, 장학금 수혜자는 총 

44명이다. 동창들이 모교를 위해 국제

재단에 기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회장학기금:  $49,934.30 

해외이화동창기금:  $ 6,700.00

(Endowment Fund) 

의과대학기금: $14,600.00 

토론토 지회 : 강선희 
2006 년 11월에 있을 제 5회 북미주지

회연합회 총회의 주최지로 예정되어,

그 준비를 위해 강선희 회장이 2006년에 

다시 맡기로 하고, 행사 준비 위원장으

로 신영봉(교육 68) 동문이 수고 하게되

었다.

꽃이 아름다운 토론토의 5월, 여러동문

들이 함께 봄여행을 다녀왔다.

아리조나지회 : 이명미 
2005년 1월, 26명의 동문들이 모여 총회

를 가졌으며, 3월에는 본국의 총동창회

로부터 정식 지회 인준을 받았다. 2개월

에 한번 모임을 갖고 동문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화 국제재단에 200

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씨애틀 지회 : 이순우 
매월 15명 내지 20명의 동문이 정기적으

로 모임을 갖고, 각종 생활에 필요한 강

의를 들으며 함께 우의를 나누고 있다.

5월 17일에는 권순우 회장 자택에서 

장학기금을 위한 Auction 을 가졌는데 

많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853

의 수입이 있었다. 국제재단에 $2,000, 

University of Washington 한국학 살리기 

운동에 $500을 기증하였다. 2008년에 

예정된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주최를 

위해 이사회를 강화하고 준비작업에 

들어 갔다.

디트로이트 지회 : 서찬주 
미시건 지역 동창회는 1965년 9월 (고)

김매리 초대 회장님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올해 40주년을 맞았다.김매리 선배님께서 

지난 3월, 101세로 소천하셨으며, 그분을 

사랑하던 많은 유학생들과 이화의 동문들

이 모여 추모 예배를 드렸다.

5월에는 60여명의 회원이 이화 동창 발족 

40주년 기념모임을 가졌다.

덴버  지회 : 이미옥 
20여명의 동문들이 매달 아기자기한 모

임을 갖고 있다. 매월의 모임을 디너및 

강연회로 가지므로 생활에 필요한 정보

를 나누고, 생활의 대소사에 마음으로 

꽃으로 희로애락을 함께 하고있다.

7월에는 환경과 건강에 관한 강의를 가

졌으며, 한국에서 가져온 신간 도서들

을 돌려 읽으며, 즐거운 모임을 계속하

고 있다.

남가주 지회: 김현실 
지난 5월 15일 남가주 총 동창회 

“이화인의 5월밤 합창” 공연을 성황
리에 마쳤다. 또한 본교 개교 기념일
과 이화 동창 아카데미에 9명의 동문
이 참석하고 돌아왔다. 9월에는 장학
기금 모집을 위한 Golf Tournament가, 
12월에는 연례총회및 연말 파티가 
열릴 예정이어서 준비 중에 있다. 

보스턴  지회: 조수헌 
회원 가정에서 돌아가며 조촐한 모임을 

갖고 친목을 다지고 있으며 97년 졸업한 

젊은 동문의 참석으로 한층 새롭고 기

쁜 모임이 되어 가고 있다. 2005-2006

년도의 회장으로 이문희 (작곡 77) 동문

이 선출되었고 이사회장은 이영자 (영문 

63)동문이 연임하기로 결정되었다.

뉴욕지회:  허금행
8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뉴욕지
회는 2달에 한번씩 정기모임을 갖으
며 각종 강연과 문화 활동을 함께 하
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이화 캠퍼스
센타 기금을 위한 모금음악회를 열었
으며 10월 연례만찬을 준비중이다.
또한 새동문 가입과 새주소록 발간
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AL  Alaska 김명순 간호 62 

AZ  Phoenix 이명미 약학 81 

CA  San Diego 송묘령 수학74 

CA  San Francisco 박명순 영문 62 

CA  S. California 김현실 회화 70 

CO  Denver 이미옥 국문 68 

DC  Washington 홍춘혜 영문 68 

FL  Florida 황정연 가정 65 

GA  Atlanta 계원옥 수학 69 

HI  Hawaii 오남균 교육 70 

IL  Chicago 김영희 약학 68 

KS  Kansas 안순태 법학 90

MA  Rhode Island 이길자 의학 66 

MA  Boston 조수헌 수학 76 

MI  Detroit 서찬주 사사 69 

ML  Baltimore 최영선 가정 66 

MN Minnesota 황성숙 국문 68 

MI  E. Lansing 조미영 동양 85 

MO St. Louis 정선주 성악 68 

NA  Las Vegas 송영자 법학 63 

NJ  Delaware 김 영     영문 69 

NY  Buffalo 한애영 시청 68 

NY  New York 허금행 국문 72 

OH  Cleveland 이선희 교심 70 

OH  Cincinnati 김영채 영문 59 

OR  Oregon 한상화 기악 66 

PA  Allentown 강혜란 화학 72 

PA  Northeastern 김명자 사학 62 

PA  Philadelphia 김영미 교심 72

TN  Nashville 김인경 영문 76

TX  Dallas 한희선 제약 80

TX  Houston 이영일 의직 72

WA  Seattle 이순우 화학 76

Canada Montreal 전숙자 사생 65 

Canada Toronto 김지인 화학 59

Canada Vancouver 이성애 시청 67

지회 소식

북미주지회연합회 36지회 및  지회장

북미주연합회 소식



  <북미주 이화동창> 제2호 를 발간하면서 다
시한번  Houston 에서의 감격스런 모임을 회
상하며, 곧 Cleveland에서 모든 선후배님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레입니다.
  지난 3월에는 모교 총동창회 2005년 정기총

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에 제가 북미주지회연

합회를 대표로  참석하여 놀랍게 발전한 학교 모습에 기뻤

고, 신인령총장님, 윤순희 동창회장님과 많은 선후배에게 
북미주 지회 발전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모교가 2004
년 대학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평가됬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쁜 이민 생활중에도 북미주에서는 1964년에 동창지회

가 시작되었고 1978년 부터는 일년에 한번씩 11월에 여러

지회가 모여 반가운 정담을 나누고 모교의 소식을 들으며 
이화의 사랑을 재확인 하는 모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에는 공식적으로 이화 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가 발족 되었습니다.

 동북부 오하이오( Cleveland) 지회는 제 4차 북미주지회연

합회 모임을 앞두고 한국에서 오시는 총장님, 대학 원장님, 
총동창회 회장님과 임원, 국재재단의 이사장과 이사, 또 모든 
북미주 동창분들을 모시고 “Ewha 2005 Beyond the Horizon”
모임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읍니다.  다양한 program과 
즐거운 시간을 마련하여, 모든 동창들께서 서로 친목하며 
보람있고 뜻깊은 36지회의 만남의 광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바쁘신 생활에서 잠시 떠나 옛날 이화의 시절을 생각하며 
2005년 11월 Cleveland 에 오셔서 함께 아름다운시간을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9년 전에 창립된 우리들의 모교 이화는 
지나간 세월 속 에서 모든 어려운 여건을 극
복하고 계속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대학종합평가에서 ‘최우수’라는 명예를 
갖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흩어져 있는 이화의 

딸들을 북미주지회연합회로 묶어 국제재단과 더불어 
이화의 공동체로서의 본을 보이게 하시는 것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클리브랜드 지회를 통해 소식지가 발행된다고 하
니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의 모교 사랑과 봉사정신

에 총동창회장으로서 무한한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며 함께 
축하하고자 합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북미주 지회 회원들이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더욱 공고한 연대를 구축하여 모교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긴 역사 속에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신앙의 바탕위에 여성

교육기관으로서 당당히 그 자리를 지켜 21세기를 향해 나
아가는 우리의 모교 이화여자대학교가 있어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긍지와 자랑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모교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자부심은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특히 올해의 제3회 이화동창 아카데미에 참석하고 돌아

가신 북미주 동창 여러분이 모교사랑의 마음으로 ESCC 모
금에 동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번 지면을 통해 감사드

립니다.
  끝으로 이화 북미주지회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화가

족 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The Spirit of Korean Cultural Roots

한국 전통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한다는 기획 취지에 따라 이화 여자대학교 출판부는 

<우리문화의뿌리를 찾아서>시리즈 1차분 20종(각 한글판/영어판 각 10종)을 선보였다. 

2009년까지 총 50종발행을 목표로 하는 이 시리즈는 역사, 문학, 건축, 미술, 의복 등 

거의 모든분야를 아우르면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작은 판형과 

시각적 자료를 사용해 일반인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는 해외거주 자녀와 친지,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의 고유성

과 보편성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지금까지 출간된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한국사 입문 2.전통 한복의 멋/노리개 3.한국의 지붕/선 4.한국의 창/문

5.한국의 돌/담/길 6.한국의 전통 공간 7.한국의 꽃살/기둥/누각 8.우리 춤 

9.한국 고전여성작가의 시세계                    10.한국의 탈춤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시리즈를 해외에서 구입하시려면 이화 여자대학교 출판부 
www.ewhapress.com 혹은 press@ewha.ac.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만남을 기대하며 모교와의 공고한 연대구축을 위해

이선희 지회연합회 회장 윤순희 총동창회장

세인트루이스 지회: 정선주 
동문들의 가정을 열어 돌아가며 정기모

임을 갖고 있는 세인트 루이스 지회는 

각 가정의 따뜻한 분위기와 같이 화기

애애한 시간을 갖고 있다. 2005년 5월의 

정기 모임에서는 이화 캠퍼스 센타 

(ESCC) 건립에 어떠한 방법으로 참여할

지에 대한 의논이 있었다. 6월의 모임

에서는 “이화동창 아카데미”에 참석하

였던 최길자 (화학 65)동문의 보고가 

있었으며, ESCC 건립 사업 동참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라스베가스 지회: 송영자
매달 10여명의 동문들이 모여 서로간의 

소식을 나누며 상부 상조하고 있다.

동문간의 친교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모은 회비로 선교사 두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있는 봉사단체를 돕고, 일년에 한번씩 

이화여대 동창회에 장학금을 보내고 있다. 

아틀란타 지회: 이원옥 
5월과 11월을 제외하고 매월 둘째 일요

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평균 25명 정도

가 참석하고 있으며, 연회비와 1년 단위

로 조직되는 동창계로 만들어지는 동창

기금으로 매년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과 국제재단을 통한 모교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 외에도 필요한곳에 성금을 

보내고있다.

매월 동창들께 보내는 소식지를 통해 

동창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도록 

도모하고 있으며, 매월 모임에서는 강사 

초빙으로 좋은 정보를 나누고, 가족 피크

닉, 단풍놀이 및 2년에 한 번 큰 크리스

마스 파티 등 행사도 열고 있다. 

동창들 간의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하며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지회 : 김영미
매달 첫주 월요일 에 정기 월례 모임을 

갖기로 결정하고, 새 주소록을 발간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동창회를 

보다 활성화시켜 동창들간의 긴밀한 

교제와 친교, 모교 발전을 위한 기금조

성 커뮤니티 봉사 등을 이루기 위해 

이사회를 구성할것을 결정하였다.

알라스카지회 :김명순 
5월 7일 총회를 갖고 새 임원진을 선출

하였다. 2000년 이후 5년간 동문회를 

발전 시켜온 천규운 전 지회장의 업무 

보고에 이어, 동문간의 친목 뿐만 아니

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시작하

기로 결정하였다.

몬트리얼 지회 : 전숙자 
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동창

회는 5월과 12월 (부부동반) 공식모임

을 갖고 있다. 지난 5월 가진 모임에서

는 모교의 행사와 소식을 홍보하며 

협조 참여하것을 의논 하고, 전숙자 

회장과 임원진이 앞으로 2년간 유임 

하기로 결정 하였다.

볼티모어 지회: 최 영선 
2005년 1월15일, 17명의 동문이 참석
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었다. 2년 임
기의 회장으로 최영선 동문이 선출되
었으며 동창 회칙을 제정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 3월에는 본국의 
총동창회로 부터 지회인준을 받았다.

휴스턴 지회: 이영일 
휴스턴지회는 동창 전원이 맘을 합하고 

힘을 모아 2004년 11월에 북미주 연합회 

제 3차 총회를 성공리에 마치었는데,

그로 인하여 동창들 간에 많은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연중 행사로써 구정에는 

한인 노인회관에 가서 떡국잔치를 해드

렸으며, 5월 총회 때에는 2명의 장학생

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지회 설립에 관한  동창회 회칙

새로운 지회의 설립은 총동창회 

회칙에 준하여 가능하며, 총동창회로 

직접 연락하여 등록하거나 연합회에 

의뢰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총동창회로 직접 등록했을 경우 

연합회에도 즉시 연락해 주어야 

연합회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고,

 북미주 모든 지회들과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북미주지회연합회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전화 770-509-9319

Fax 678-560-8532

E-mail: yonsook@serony.com)

2004년 3월 13일 개정된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칙에 

의한 새 지회의 설치 및 입회 절차 

등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회칙 

개정안 주요골자 중 6 항에 언급된 

것을 살펴 보면, '제 7 장 지회설치 

요건인 정회원 20 인 이상을 30 인 

이상으로 늘리고, 이미 조직된 

지회에서 분리된 모임의 지회등록은 

금지하며 지회의 승인에 의한 분회 

설치는 허용하도록 하고 

지회연합회는 국가별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함'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wha 2005, Beyond the Horizon에 초대합니다.

금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에서 
열리는 제4차 이화여자 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신인령 총장님과 장필화 대학원장님을 비롯하여 
윤순희 총동창회 회장님과 임원 및 모든 북미주 동창들을 모시고 

“Ewha 2005 Beyond the Horizon” 모임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동북부 오하이오( Cleveland ) 지회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 국제 재단 이사회도 동시에 병행하여 개최됩니다.

바쁘신 일상생활에서 잠시 떠나 부디 꼭 참석하셔서 총장님과 
총동창회장님, 그리고 모든 선후배님들과 정을 나누며 아름답고 
의미있는 이화의 축제가 되도록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Ewha 2005 Beyond the Horizon 의 자세한 내용은 5면에 계속됨)

Ewha 2005, 
November 10-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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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제4차 총회 및 이사회

 이대 국제재단 제36회 이사회

 총장 디너

 Talent Show

 이화 연례만찬 및 특별순서

 Line Dance

 Daniel D Pak M.D. Work Shop

 Cleveland 명소관광

 주일아침 예배

 총장님과의 대화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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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 동창 북미주지회연합회는 
북미주 동창들의  연례모임으로 
모교를 사랑하며 지원하는 마음으

로 함께하는 행사로써 올해 4번째

의 모임을 갖습니다.
정과 추억을 나누고 이화 국제재단

과의 교류를 가지며 모교 지원방안 
연구와 실천에 힘쓰며 자라온 이모

임의 장래 개최 장소는 다음과 같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2006년 (제 5차)  Toronto , Canada

2007년 (제 6차)  New York , New York

2008년 (제 7차)  Seattle , Washington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2005년 9월 제 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