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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동창회장 인사말

총동창회장 손석화입니다. 이
제 연말이 되고 보니 마냥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삶이란 마치 연기처럼 그냥 사
라져버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 여기
에서 붙잡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도 붙잡을 수가 없게 되지요.

버지니아 울프는“인생이란 마치 
광선의 원자들과 같아서 금방 손가락 사이로 새버린
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여기를 열심히 사
는 자만이 좋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2016년이 되고, 우리 모교가 개교 
90주년을 맞게 되는 해입니다. 

이 뜻 깊은 해를 맞기에 앞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 해외동문님들과, 그동안 졸업하고 한 번도 모교
를 방문하지 못했던 선후배님들까지도 동참하는 대축
제의 장이 되기를 지금부터 기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향해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고맙습니다.   

                                                    - 2015년 12월 어느날에

총동창회장 손석화(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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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총동창회 

Q1. 총동창회(녹양회) 부설 골프모임

Q 어떤 계기로 녹양회 골프모임을 하시게 되셨나요?
A 친구의 권유로 녹양회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권유한 친

구가 건강상의 문제로 탈퇴하고 저도 고민이 많았죠. 그 때 
후배들이 멘토가 되어달라며 간곡히 부탁해서 남았는데, 그
렇게 있다 보니 나이가 제일 많아 회장이 되었고, 아직도 장
기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

서울여상 선후배로 구성된 골프동아리는 제가 참석하고 
있는 어떤 모임보다 따뜻하고 좋습니다.

Q2. 후배들을 위한 메시지.

Q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A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

럼 생각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바랍니다.  

후  기

서울여상人

홍정자동문(31회)

I n t e r v i e w ➊

녹양회 골프 동호회장

 *취재동문 : 전영석(40회), 김연홍(71회), 김종옥(49회)

앞줄 왼쪽부터 임정숙(45회), 김태묘(40회), 김기회(38회), 송선희(44회), 박정옥(44회), 임옥순(51회) 
뒷줄 왼쪽부터 유해자(43회), 임은예(35회), 문길순(42회), 홍정자(31회), 신영옥(45회), 박옥자(42회), 차현실(44회), 홍순옥(42회), 김현기(34회) 

현재 홍정자님은 서울여상(녹양회) 31기로 졸업하셨

고, 녹양회의 한축을 이루는 GOLF 동아리를 십여년 이

끌어 오시면서, 한편 대한어머니회(봉사 및 복지사업) 고

문역을 맡고 계십니다.

서울여상 선후배 사이가 매우 좋다고 하시는 선배님

의 모습은, 환한 미소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품으

시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함을 느끼게 하시는 선배님

이라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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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총동창회 

서울여상人

Q1. 학교생활 하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Q 학교생활 하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A 학창시절 생활관에서 한복을 입고 예절을 배웠던 기

억이 납니다. 교내 교육관에서 수련회로 선생님들을 모시
고 예의를 배웠습니다. 차예절, 생활교육 등을 배웠던 기억
이 납니다.

Q2.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시게 되었는지요?

Q 어떤 계기로 사업을 하시게 되셨나요?
A 서울여상을 졸업하고 방직공장에서 경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25세에 결혼을 했어요. 18년간 살림만 했는데, 남편
이 40대 초반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서 아이들도 가르쳐
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할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사회에 나와
야 했어요. 처음부터 기업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준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방직공장에서의 직장생활이 사업을 시
작할 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적게 벌더라도 남들과 다른 아
이템으로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
는 특수용지를 수입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Q3. 여성경제인협회 회장님으로서 하시는 활동은?

Q 여성경제인협회 회장님으로서 하시는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A 우리 협회는 여성기업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법정단
체로서 여성 기업인들이 사회에서 잘 설 수 있도록 돕는 여
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여성 
기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어요. 
MBA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일례가 되겠네요. 

두 번째는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각종 서비스를 위탁 받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기업인들이 차별 없
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 및 제도 개선을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4. 앞으로의 계획

Q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요?
A 편안하고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요양원이나 아픈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복지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Q5. 후배들을 위한 메시지.

Q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 항상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기회는 옵니다. 사람

에게 신뢰를 얻으면 길이 보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스스로에
게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공부하며 노력하십시오.

  *취재동문 : 김종옥(49회), 최영숙(48회), 김연홍(71회)

이민재동문(34회)

I n t e r v i e w ➋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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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 최초의 학사와 석사학위의 소지자 이재숙동문(29회)

단 상

동문근황 ➊

학교가는 길에 병아리빛 개나리가 흐
드러지게 피었다. 겨울이면 무악재의 매
서운 바람 속에서, 끈기로 참을성을 키
우곤 했다.

대학진학도 포기하고 대기업에 입사
하던 시절.

어이없게도 대학교수가 되겠다는 꿈
을 품었다. 대기업에서 5년, 결혼하여 

중소기업경영에 참여하기를 5년,
여고졸업 후 10년 만에 대학교1학년생이 되었다.
S여대 화학과. 
내가 해서는 안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다. 미팅과 MT는 하

면 안 되는 거였다. 엄마학생이었으므로.
열 살이나 어린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낯선 이방인처

럼 그렇게 적응해갔다. 대학교 성적 30%내에 들어야 교직
을 이수할 수 있었던 시절,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교생실습
을 나갔다.

S중학교 교생으로 나가던 날, 20명의 교생선생님중에서 단
연 나이가 많아 두드러졌다. 걱정과 달리 학생들은 엄마교생
인 나를 많이 따라주었다. 지도교수님이셨던 유은아 교수님은 

나에게 당부하셨다. 엄마학생
이라고 편의를 바라면 안 된다. 똑같이 행동하고 
더 책임감을 가져야한다.

교생실습이 끝나고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나를 부르셨다.
“너는 나이가 많으니 순수과학으로는 승산이 없다. 응용과
학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연세대 보건대학원 환경관리학과 시험
에 응시하라하셨다. 경쟁률이 높았는데도 다행히 합격했다.

석사를 마치고, 다시 박사에 도전할 때까지 다시 10년을 준
비하며 기다렸다. 박사가 되고 K대학 교수로 임용될 때 까지, 
내 가슴의 꿈은 더 깊이깊이 뿌리내렸다. 지도교수님 말씀대
로 환경관리학과를 선택한 것이 환경을 공부하게 된 계기였
고, 화학은 환경 분야에서 매우 유용한 학문이었다.

유은아 교수님은 나의 스승이며 멘토가 되어주셨다. 그 후 
신입생오리엔테이션에 초대해주셨다. 수많은 제자를 키우면
서 제일 말 잘 듣고 성공한 제자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셨다. 
연구실 창 너머에 가을빛 담은 오래된 은행나무가 새롭다. 나
를 만난 제자들도 저 나무처럼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난 오늘 또, 새로운 꿈을 품는다.

여고시절 봄이 되면…   김인순 부회장(42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재숙은 한국음악 최초의 학사와 석
사학위의 소지자로서 1964년 한국 최초의 국악 (가야금) 독
주회를 개최하여 현재와 같은 국악 독주회의 전형을 세웠고, 
기록문화를 소유할 수 없었던 시대에 구전(口傳)으로만 전승 
되어 오던 전통음악 가야금산조를 1971년 오선보로 악보화 
하여 최초로 다섯유파의 가야금산조를 채보 출판 하였다. 이 
악보는 능률적인 국악교육은 물론 가야금산조의 분석을 가능
케 하여 산조음악의 체계적인 정립을 가능케 하였다. 

1981년 명 고수들이 악보없이  선율에 맞추어 즉흥성을 띠
고 반주하던 正樂과 民俗樂 반주법을 명인들께 직접 전수 받
아 채보 정리하여 출판한 ‘국악반주법’도 유일하며 독보적
이다. 1994년 아시아琴교류회를 결성 아시아지역 음악교류에 
크게 공헌하였고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런던대학교(SOAS), 
미국 하와이대학교의 객원교수와 수 많은 해외연주를 통하여 
한국음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가야금 연주계통과 음악적 차별성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
을 비롯 10여편의 논문과 8권의 저서가 국악이론 정립에기여 

하였고 국내·
외에서 200여회
의 독주회 및 협
연을 하였다. 

특히 1994년
부터 2000년까
지 매년 개최한 
연속 기획 독주
회‘가야금산
조 여섯 바탕 완
주’는 가야금 연주사상 최초의 기획이였으며 아직까지는 유
일하며 독보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1967년 서울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이래 39년 3개월을 봉직하는 동안 유수의 가야
금 연주자들을 배출하였으며 2006년 정년이후에도 한양대학
교 석좌교수로 봉직하여 평생을 가야금 연주계의 교육에 헌신
하였다. 무엇보다 현재 전국 대학교의 가야금 전공 교수의 대부
분이 이재숙의 제자라는 점은 평생을 바친 교육에 헌신한 결실
이 현대 가야금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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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명숙동문(48회)

장정원동문(49회)

김경숙동문(48회)

개인전소식

이영신동문(49회)지난 2015년 3월 18일 별세한 오명숙 동문(48회) 
부군인 김지현님께서 소정의 장학금을 동창회를 통해 
기부하셨습니다. 생전에 오명숙 동문이 기부는 하고 싶
은데 주저하며, 쑥스러워 못했다고 하면서 부군께서 대
신 전달해 주셨습니다.

동창회에서는 고인의 학교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남을 감사드리며,오명숙 동문의 영면을 기
원합니다.

‘꿈꾸는 여인-꿈을 부르다’

   이영신 개인전 2015.1.9(Fri)-1.22(Tue)

꿈을 찾아 집을 나섰습니다.

석양이 비치는 어느 날, 

너무 멀어져서 다시 돌아오는 길을 

잃지 않도록

추억의 길 옆에 아름다운 꿈이 담긴 

조약돌을 하나씩 놓고 갑니다.

인생이라는 함께 가는 길 위에서 

내 인생의 힘듦과 지침을 고백할 때

누군가 내 등을 두드려줌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 그림을 보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꿈꾸는

그런 꿈을 부릅니다.

(이영신 작가노트)

오랫동안 꿈꾸고 있던 일을 오늘 해냈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던 13살의 

나... 한마디의 불평도 못하고 혼자 울었던 시간이 있었다. 실의에 차있던 나
를 찾아온 같은반 친구들, 그들의 손에는 나의 등록금 납부영수증이 들려 있
었다. 그때 작은 나의 가슴엔 내가 크면 다른 이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랬다.  형
편은 나아지지 않아 여상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
로 들어 간 대학교 4년 내내 장학금을 놓치면 다음 학기는 없다는 압박감으
로 공부에 매달렸다. 항상 마음속에 언젠간 내 이름의 장학금을 주겠다는 다
짐을 하였다. 오늘, 작은 첫걸음을 내딛어 첫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나눔이 있기를 기도한다.

사십 여 년 전, 친구들의 정성이 나를 밀어주었고, 선생님의 믿음과 격려가 
나의 어깨를 토닥거렸듯이, 오늘 장학금을 받은 유건모 군의 어깨를 토닥거
리며.. “너 잘하고 있어”하며 용기를 주고 싶다.

2015년도 1학년 수련활동 선물비와 2학년의 수학여행 선물비를 지원해 주셨
습니다.

故 오명숙 동문

동문근황 ➋

동문근황 ➍

동문근황 ➌

동문근황 ➎

정정원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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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양회 동창회 소식

제85회 동창회 입회식

2015 녹양회 
정기 이사회 개최 학원장 취임식

스승의 날 감사인사

9월 17일 오후 1:30 모교 대강당에서 2016년도 졸업예정자의 동창
회 입회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예정자 대표의 입회 선언에 이어 손석화 총동창회장의 환영사, 임
원소개, 장미꽃 증정의 순서로 진행하고, 교가제창으로 예비 졸업생들의 
입회를 환영하였습니다.

2015년 3월23일과 10월 20일 2차에 걸
쳐 정기이사회 및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3월 이사회에서는 2014년도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를 받고, 2015년도 연간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5월 15일 34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서
울여상 총동창회인 녹양회에서는 직접 찾아
뵙지 못하는 동문들의 마음을 담아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 따스한 도시락을 대접하였
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화사한 꽃이 핀 노란 화분
을 보내주셨고, 몇몇 임원들이 함께 일찍 애
찬관에 도착해서 세팅을 한 후  선생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동문들을 대표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상국 교장선생님께서 41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문영학원의 학원장
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동창회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과 꽃다발을 전달
하였습니다. 

Seoul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Alumni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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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식

제85회 졸업식 거행

제10회 글로벌 리더십 경진대회

개교 89주년 기념 종합체육대회

개교 89주년 작품전시회

취업 포트폴리오 및 꿈 발표대회

기업 인사담당 임직원 초청 자문회의

2015년 2월 3일 본교 대강당에
서는 제 85회 졸업식이 거행되었습
니다. 248명의 학생들이 3년간 정
진하여 학업에 매진한 결과 영예로
운 졸업증서를 수여하였으며 강석
상, 개근상, 정근상, 공로상, 봉사상, 
3학년 2개학기 우등상, 학교운영위
원장상, 동창회장상, 자매부대장상
등 많은 상을 수여하여 큰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8일 본교 강당에서
는 선생님들과 전교생이 모인 가운
데 제 10회 글로벌 리더십 경진대회
가 있었습니다. 경진대회에 적극적
으로 참여한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
내며 좋은 자세로 지켜봐주고 열렬
한 환호로 보답해준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의 기
회를 통해 다방면에 능통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2015년 9월 24일 본교 운동장에
서는  문영학원 개교 89주년 기념 종
합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여자
상업고등학교의 고용석 교장선생님
은“추분이 지나 이제는 완연한 가
을이 되었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아
래 개교 89주년 기념 체육대회가 열
린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귀한 시간
을 통해 체력을 쌓고 남을 배려하며 
교양을 쌓기를 바랍니다.”는 말씀
을 하셨습니다. 

2015년 9월 21일 본교 강석관에
서는 개교 89주년 작품전시회 오픈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민의례를 시
작으로 박성환 목사님은“학생들이 
방학 동안 나와 고생한 작품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는 기
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여러 전시 작품들을 감
상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5년 11월 24일 본교 강당에서 
취업 포트폴리오 및 꿈 발표대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자신의 꿈과 계획, 
목표에 대한 1학년 학생들의 발표와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열심
히 준비해온 2학년 학생들의 포트폴
리오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발
표를 통해서 전교생 모두 자신의 목
표를 이루길 바라며 힘들더라도 포
기하지않고  끈기를 가지는 서울여
상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10월 20일 본교 석포관 1
층 세미나실에서는 각 기업의 인사
담당 임직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기업 인사담당 임직원 초청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인
재가 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다
방면에서의 자격증 취득과 좋은 인
성, 사회성의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
에 맞추어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Seoul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Alumni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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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회비현황 Seoul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Alumni News

동창회비 기부자 명단

임원 명단

재직 동문

해외동문 대표

기대표 명단

2015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신 동문께 감사드립니다.

동창회 조직도

기 수 이   름 금  액

30 30회 일동 200,000
33 로라킴(김창순) 1,000,000
38 38회 일동 300,000
39 이경화 200,000
40 김옥환 3,000,000
41 김연중 1,000,000
42 공병민 1,000,000
42 김재선 1,000,000
42 이문순 200,000
42 42회 일동 500,000
44 송선희 200,000
44 유혜숙 200,000
44 전봉덕 200,000

횟수 이   름 연락처 직책

18 정정숙 02-793-3237 고문

24 정영진 010-3797-7213 고문

33 손석화 010-3665-2636 회장

38 김기회 010-8954-2196 수석부회장

40 김옥환 010-9046-3034 수석부회장

42 김임순 010-8720-6135 부회장

43 오윤경 010-5302-2237 부회장

42 김재선 010-2307-6878 부회장

45 소순경 010-9096-9114 재무

40 전영석 010-4814-7636 부회장

47 주영라 010-5383-8948 총무

48 최영숙 010-8928-6705 총무

49 공성원 010-3025-1345 총무

49 김종옥 010-8887-8746 총무

71 김연홍 010-5129-7894 총무

49 장현자 010-5380-6657 간사

횟수 이   름 연락처 직책

13 김경숙 011-757-2397 기대표

24 조남석 019-320-7383 기대표

25 김순녀 031-905-2255 기대표

25 우위양 010-8476-1554 기대표

26 김정숙 010-4270-0894 기대표

27 이명주 010-9133-9647 기대표

28 이영숙 010-2359-9166 기대표

29 김은숙 010-8158-4021 기대표

30 유윤자 011-218-2427 기대표

31 홍정자 010-8725-6785 기대표

32 김정순 010-3134-9869 기대표

33 신인자 010-3207-7004  기대표

34 김정순 010-2779-6078 기대표

35 우영희 010-4731-1017 기대표

36 한영자 010-4200-8778 기대표

37 이묘숙 011-9961-0938 기대표

38 김영숙 010-9909-9411 기대표

39 김은숙 010-9265-3385 기대표

39 이순옥 011-9015-3893 기대표

40 이미자 010-3708-3318 기대표

41 김연중 010-5254-6054 기대표

42 김재선 010-2307-6878 기대표

43 황자익 010-4922-6555 기대표

44 남상옥 010-8336-1569 기대표

45 소순경 011-9096-9114 기대표

46 김임순 010-7576-4183 기대표

47 주영라 010-5383-8948 기대표

48 전용진 010-8353-4959 기대표

49 엄정임 010-8787-3657 기대표

50 윤성구 010-4039-5586 기대표

51 박수정 010-2225-8443 기대표

52 변경원 010-6235-2500 기대표

53 김광숙 010-6263-9921 기대표

횟수 이   름 연락처 직책

54 이경진 010-9907-1739 기대표

55 이강순 019-461-0218 기대표

56 김소원 010-9988-1375 기대표

57 전현숙 010-7501-2030 기대표

58 이행숙 010-5674-7799 기대표

59 김수정 010-9898-2022 기대표

60 성낙숙 010-3393-0882 기대표

61 송정희 010-2531-6858 기대표

62 한은옥 기대표

63 박현희 기대표

64 김정민 기대표

65 구길자 010-2543-4901 기대표

66 이지영 기대표

67 이경수 010-9216-0617 기대표

68 박수진 기대표

69 이진주 010-9303-6092 기대표

70 장하리 010-9104-0705 기대표

71 김연홍 010-5129-7894 기대표

72 고재영 기대표

73 신지영 010-7337-7641 기대표

74 김효미 기대표

75 곽윤선 기대표

76 홍일진 기대표

77 최주영 기대표

78 송은영 기대표

79 노미나 기대표

80 조효분 기대표

81 이현지 기대표

82 설지은 기대표

83 맹채린 010-7707-5196 기대표

84 백송이 010-3282-0024 기대표

85 조혜원 010-7291-4973 기대표

86 이아름 기대표

기 수 이   름 금  액

49 설레임 일동 240,000
49 공성원 200,000
49 김경수 100,000
49 노미란 500,000
49 박미례 500,000
49 백보남 100,000
49 장현자 200,000
49 홍숙희 30,000
50 고애련 100,000
50 이송숙 100,000
50 윤성구 100,000
52 백윤주 100,000
53 강선옥 200,000

기 수 이   름 금  액

44 이옥동 200,000
45 소순경 200,000
46 김종두 200,000
46 이연숙 200,000
47 김홍경 100,000
47 박봉애 100,000
47 주영라 300,000
47 김인자 200,000
48 김경숙 100,000
48 故 오명숙 1,000,000
48 최영숙 200,000
48 박순복 50,000
49 개나리49 일동 200,000

기 수 이   름 금  액

61 조향화 20,000
61 송정희 100,000
61 김순옥 20,000
70 장하리 100,000
71 김연홍 100,000

토론토 동문회 100,000
외환은행 동문회 1,000,000
졸업생 입회비 2,480,000

40
김옥환 

(동창회입회식보조)
500,000

48
김경숙 

(재학생보조금)
500,000

합           계 19,440,000

2014년 30회 개인기부금으로 나간 것은 30회 일동으로 기부된 금액입니다.

이춘덕 (금융정보과, 상담부장), 

이준선 (회계과, 취업지도부장), 

한지민 (국제통상과), 박지영 (회계과), 

윤혜정 (회계과), 김나영 (회계과), 권다빈 (회계과)

정화식 (Hwa-sik Chung) - Los Angeles, USA
이정숙 - Atlanta, USA
최정순 - Chicago, USA
오세옥 (Se Ok Cho)  - Toronto, Canada
장정원 (Jeong W Jang Lee, CGA) -Vancouver, Cana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