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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명  성명 학과/졸업년도    지회명 부서명  성명 학과/졸업년도    지회명 

회장 이희련 (의학  63) Las Vegas 홍보부 이동우 * (영문  57) Washington, DC
권오화 (가정  61) Chicago

공동이사장 이미옥 (국문  68) Denver 이정렬 (사생  61) Washington, DC
김광자 (불문  66) Washington, DC 윤용임 (의학  64) Rifton, NY ***

제1(수석)부회장 조수헌 (수학  76) Boston 2/ 회원부 백신자 (영문  64) Seattle
제2부회장 정인순 (보교  70) Vancouver 3/ 김정희 (독문  70) Las Vegas

조효은 (교육  71) San Diego
총회 준비위원장 박혜경 (화학  82) Las Vegas

총무 김정희 (독문  70) Las Vegas 장학부 장명주 * (의학  77) Sioux Falls, SD ***
서기 오선희 (교심  88) Las Vegas 이상인 (의학  57) Orlando
김미희 (섬예  88) Las Vegas 김정순 (의학  77) Pacific Palisades, CA ***

회계 박혜경 (화학  82) Las Vegas
감사 손옥윤 (사학  85) Washington, DC 교육부 이윤경 * (가정  67) Scarsdale, NY ***

윤방순 (교육  62) Seattle
자문위원 조용옥 * (의학  59) Chicago 김영희 (약학  68) Chicago

성정순 (체육  49) Southern California
김은경 (의학  57) San Diego 미술부 김홍자 * (섬예 58입 07 졸업) Washington, DC
이학혜 (의학  60) Tenessee 조미리 (도예  81) Toronto
홍성자 (영문  64) Washington, DC 이정실 (불문  86) Washington, DC
최경숙 (영문  66) Philadelphia 김미희 (섬예  88) Las Vegas

전정옥 (섬예  97) Washington, DC
공천위원 이희련 * (의학  63) Las Vegas

이미옥 ** (국문  68) Denver 문예부 김영교 * (영문  63) Southern California
김광자 ** (불문  66) Washington, DC 이영강 (국문  66) Southern California
이정은 (가정  60) Citrus Hill, FL ***  강학희 (학령전교육 72) Northern California
이정형 (약학  63) Seattle 임정아 (가정관리 78) Southern California

모금위원 이희련 * (의학  63) Las Vegas 연예/오락부 구은서 * (간호  73) Chicago
이미옥 ** (국문  68) Denver 천규운 (사학  81) Alaska
김광자 ** (불문  66) Washington, DC 정성진 (법학  93) Boston
한영숙 (영문  60) Southern California 유지숙 (사회체육 99) Las Vegas
이정은 (가정  60) Citrus Hills, FL ***
이정형 (약학  63) Seattle 커리어 서비스부 이순훈 * (영문  64) Washington, DC
최성남 (약학  70) New York 윤영신 (성악  87) Northern California
각 지회 회장 북미주 37 지회

사회봉사부 오미령 * (식영  77) Detroit Metro
재정관리위원 홍명희 * (의학  69) Chicago 심현숙 ** (사복  62) Minnesota

김정희 (가정  60) Chicago 오금녀 (영문  49) Minnesota
박명순 (영문  62) Northern California

회칙개정연구위원 이희련 * (의학  63) Las Vegas 황현숙 (사생  75) Seattle
이미옥 ** (국문  68) Denver
김광자 ** (불문  66) Washington, DC 여행부 방선숙 * (영문  64) Northern California
한영숙 (영문  60) Southern California 조한숙 (전산  89) Arizona
이정은 (가정  60) Citrus Hills, FL *** 김순자 (사복  65) Seattle
이정형 (약학  63) Seattle
최성남 (약학  70) New York 예배부 장금자 * (간호  61) Denver

최경숙 (영문  66) Philadelphia
부서명 성명 학과/졸업년도   지회명 김치자 (신방  68) Las Vegas

친교 (환영)부 김소영 * (체육  96) Las Vegas 등산부 홍성희 * (약학  68) Seattle
이숙현 (시청각교육 79) Las Vegas 이정형 (약학  63) Seattle
문성희 (불어교육  83) Las Vegas 양명순 (생미  69) Seattle
윤혜란 (약학  85) Las Vegas
오선희 (교심  88) Las Vegas 골푸부 권영애 * (의학  64) Las Vegas
김기신 (무용  91) Las Vegas 이정은 (가정  60) Citrus Hill, FL *** 
박진아 (무용  95) Las Vegas

합창부 조수헌 * (수학  76) Boston
편집부 구광자 * (가정  67) Chicago 김주경 ** (관현악  77) Southern California

박혜경 ** (화학  82) Las Vegas 홍현정 (피아노  82) Toronto
유진순 (심리  57) Chicago 정인순 (보교 70) Vancouver
이정순 (화학  57) Chicago 조남선  (성악 73) Las Vegas
이정형 (약학  63) Seattle
최경숙 (영문  66) Philadelphia  * denotes chair.  ** denotes vice-chair.   *** 지회가 아님. 
우옥임 (약학  66) New York 1/  Members are listed in order of graduation year unless otherwise noted.

호진희 (가정  68) Southern California 2/  2011 annual meeting host chapter.
3/  2012 annual meeting host chapter.



 

 

 

 보내실 곳:    

  아래의 박혜경 (화학 82) 동창회 회계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rs. Hyekyung Park Jung 

          272 Violet Note Street 

          Henderson, NV  89074-8902 
            
           Tel. (702) 456-9823 

  Please make check payable to: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2009년 북미주 이화동창 매거진을 받지 못하신 동창이 주위에 계시면, 그분의 우편주소를  

     김정희 (Connie Lee, 독문 70) 동창회 총무의 e-mail 주소 ( clee2480@hanmail.net ) 로 

     보내 주십시오.  Tel. (702) 341-8909.  2010년 매거진을 꼭 보내 드리겠습니다.   

연회비 ($20) $__________ 

당연직 이사회비 (연회비 포함 - 

        매년 $200 이상) $__________ 

이사회비 (연회비 포함 -  

        매년 $100) $__________ 

발전기금 (뜻하시는 대로) $__________ 

행사후원금 (뜻하시는 대로) $__________ 

장학기금 (뜻하시는 대로) $__________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후원금  

 (약정금:              $__________) 

 현 지불금:           $  ___________ 

 (누적된 총 지불금:$__________) 
 

     Total Check Amount  $  

 한글 성함  
 (maiden name) 
 전공과목 
  

 남편 한글 성함 
 (if applicable) 
  현주소:  Street address 
 
 
  City  
 
  자택 전화번호 

 

  Fax 번호 
 

 직장 이름 

동창회비 이사회비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 안내서 
(동창님의 참여와 후원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문 성함 
 (passport name) 
 졸업년도 

 

 남편 영문 성함 
 (if applicable) 
  E-mail 주소   
 
 
  State   Zip Code 
 
 휴대폰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직장 주소 

동창회에 내시는 기부금은 세금공제 (tax-deductible)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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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3100 Hawksdale Drive, Las Vegas NV 89134 – 8992 

President: Hee Ryun Lee Kim (���, � �  63) heekim3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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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iden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                                     
 ������������

 �!��!��!��!�   (passport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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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eet addres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ty _______________________State ___________ Zip code____________ 
 
Telephone number (ho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   
 
Telephone number (cell):  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ax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