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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행사일정 

1 월: 정기총회 

3 월: 이사장배 골프대회 

4 월: 가족야유회 

5 월: 총장배 골프대회 

9–10 월: 고연전 

12 월: 송년파티 

 

 
 
 
 
 
 
 
회장: 임윤용 (79 사회) 

Yoonlim59@gmail.com 

이사장: 박남철 (67 기계) 

namcpark@yahoo.com 

 

 

총장배 골프 대회 
고대 총장배 골프 대회가 7 월 12일Mistery Valley Golf Course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대회는 당초 5 월 31 일에 개최되었으나 우천으로 인해 경기를 다 마치지를 못하였기에 

재경기된 행사였습니다.  참가자는 총 16명이었으며 Gross Champion 은 80타를 친 

신무열 (68 경영) 교우입니다.  근접상은 2번홀에서 박남철 (67 기계), 4번홀에서 

김병룡(60 생물), 11 번홀에서 Mrs 서상희, 16 번홀에서 조장원 (77 물리) 교우였으며, 

장타상은 6번홀에서 윤춘호 (77 영문), 박양삼 (61 농학) 교우였습니다.  

메달리스트들은 특별상품을 받았으며 메달에 관계없이 참가자 모두는 고대 로고가 

들어간 타월을 받았습니다.  에프터는 안성호 (78 기계) 교우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청담에서 있었는데 저녁식사를 하면서 경기 결과 발표 및 시상을 하였습니다.  더우기 

에프터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당일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였던 여러 교우들도 참석하여 

동문간 화기애애한 만남의 시간을 가져주었습니다.  교우회는 대회를 주관하여 주신 

서상희 (74 전기) 교우에게 감사드립니다.   

임원단 모임 
동문회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임원단 모임이 두 차례에 걸쳐 있었습니다.  

일차모임은 6월 28일 있었고 후반기 행사에 관한 안건을 토의하였습니다.  가을 고연전 

및 송년파티 일정을 결정하였고 각 임원진의 역할을 분담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풍성하고 활기찬 교우회를 만들기 위한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교우회 발전을 위해선 

임원들 모두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동문회를 널리 알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데에 동감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재정적 안정이 있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일치를 하였습니다.  이차모임은 8월 7일이었고 후반기 행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였습니다.  고연전 승리 전략, 연말행사 준비 방안, 한국 총교우회 및 

미주총연과 친밀한 연결 방안, 회비/이사비/도네이션 활성화 방안, 기타 발전을 위한 

제안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비영리기관 등록 
그동안 동남부 교우회는 비영리단체가 아닌 미등록 친목단체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는 

편리한 점도 있으나 구좌 자동이체 및 3rd party deposit 의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 9월중 교우회를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원들의 회비/도네이션 납부에 편리하며 또한 세금공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등록 유효을 위해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교우회 내 소모임 
 
골프모임: 서상희 (74 전기) 

suhsanghee@gmail.com 

산악회: 이순재 (61 화학) 

soonjae1@gmail.com 

바둑모임: 이광언 (65 경제) 

kglee45@yahoo.com 

여자교우모임: 박금주 (81 

영교) 

heatherkj64@hotmail.com 

조지아텍 고대 학생회: 

김세진 (04 경영) 

sejin.keem@gmail.com 

UGA 고대 학생회:    

김준회 (92 사회) 

soyjohn@hanmail.net 

 
 
 
 
 
 
 
 
 
 
 
 
 
 
 
 
 
 
 
 
 
 
 
Contact Us 

최인영 (80 생물) 
ichoi80@gmail.com 

 

Fundraising drive 
동남부 교우회는 회원수가 2013년 150명에서 2015년 

2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소록 기준).  이는 약 45% 

증가한 수치로 괄목할만한 성장입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후원은 약하여 2015 년 동문회비 28명 

($2,800), 이사회비 14 명 ($1,400), 도네이션 15 명 

($2,170) 입니다.  게다가 이들중 상당수는 중복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하례식, 골프대회, 야유회, 고연전, 송년파티등 

여러 행사들이 풍성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우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현재 45% 재정증가를 목표로 

fundraising 이 진행중이니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후원 바랍니다.  교우회비는 $100 

이며 (유학생 무료), 이사회비는 $100, 도네이션은 자유재량입니다.  

보내실 곳: Korea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of the Southeastern USA. 1110 
Satellite Blvd, Suite 401, Suwanee, GA 30024. 

행사 일정 안내 
9/20 (일) 고연전 골프 대회 
고연전 골프 대회가 9/20 (일) 오후 1시, Chicopee Woods Golf Course (2515 

Atlanta Hwy, Gainesville; GA 30504) 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서상희 (74 

전기) 교우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suhsanghee@gmail.com  

10/11 (일) 고연전 구기 대회 

고연전 배구 및 발야구 경기가 10/11 (일) 정오, Ocee Park (10900 Buice Rd, Johns 

Creek, GA 30022) 에서 있습니다.  올해는 연대교우회 주관하에 이루워지며 경기는 

여자 2명이 포함되므로 여성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교우회는 10월 4일 연습 

게임을 하고자하니 경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와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유우성 (90 

사회)  youwoosung@hotmail.com 

12/6 (일) 고대인의 밤 

2015년 송년파티가 12/6 (금) 오후 6 시, Bear’s Best Golf Course (5342 

Aldeburgh Dr, Suwanee, GA 30024) 에서 있습니다.  파티에는 염재호 고대총장님이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서로간 친목을 다짐하는 

장을 가지려하니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임윤용 (79 

사회) 교우회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yoonlim59@gmail.com 

모임안내  
여자교우모임: 여우회는 매달 1번째 토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참석하고 싶으신 

분은 장마리아 (72 간호) myung123us@gmail.com, 박금주 (81 영교)  

heatherkj64@hotmail.com 교우 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악회: 산악회는 매달 1, 3주 정기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 및 산행 스케줄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순재 (61 화학) 교우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soonjae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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