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애하는 북미주 이화동창님들께, 

창 밖의 따스한 햇살과 겨울내 얼었던 땅을 고 인사하는 새싹을 통해 희망이 

가득찬 봄을 느낍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 평안 하셨는지요? 

 

오는 10 월 13 일부터 15 일까지 북미주동창회 연례이사회와 총회가 아름다운 

항구도시 San Diego 에서 열립니다. 이번 북미주동창회에는 동창들 선후배가 함께 

즐겁고 의미있는 만남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식 

일정은 15 일 오전으로 마치고 하루 더 계실 분들을 위해 San Diego 관광과 

추가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올해 초에 김홍자 대표님을 중심으로 Washington D.C. 

이화미술가협회가 결성되었습니다. 3 월에 그룹전을 열어 각자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할 뿐만이 아니라, 이화인의 적극적인 삶을 보여주는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화미술인들의 작품을 직접 대할 수 없었던 동창들을 

위해 올 가을 연례총회 때 ‘Revival’ 이라는 주제로 소품들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여러 동창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발족된 북미주 Ewha Festival Chorus 는 노래하기를 즐기는 동창들이 각 지회 

별로 연습하여 지난 Las Vegas 연례만찬회때 첫 공연을 하였습니다. 합창단원들은 

물론 많은 동창들의 호응으로 올해에도 합창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각 지회별 

합창연습을 통하여 지회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많은 

지회의 참여를 바랍니다.  올해 합창단 지휘자는 San Diego 주립대 교수인 

강정연동창이 수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합창연습에 필요한 악보 및 각 part 별로 

녹음된 CD 가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 또는 각 지회장께서는 
ewha2011@san.rr.com 로 연락해 주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7 월에 발행되는 “북미주 이화동창” 매거진에 실을 지회소식, 수필, 

기행문, 시 등등 개인별 동창소식을 4 월 말까지 임성숙(limsungsook@hotmail.com) 

사무총장께 사진과 함께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동창들이 쓴 글을 북미주 

5 천여 명의 이화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읽으며, 그 글이 오랫동안 보존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특별히 마련된 ‘만불 장학금 수여하기’사업을 이화 유학생 또는 이화동창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학사업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이화인과 이화가족을 창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사회의 기여는 

물론이거니와 모교의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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