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신: 신동진 회장 

수신: 북미주 지회연합회 지회장, 이사, 고문, 총동창회, 총장비서실, 대외협력처, 국재재단 

날짜: 2020 년 10 월 15 일 (목) 

  

 

2020 년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영상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MEGA 2020 Dallas 영상총회는 지회장 미팅, 정기이사회, 정기총회, Virtual Banquet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기총회는 동창 모든 분들에게 Open 되어 있으니 참석하고자 하시는 동문님들과 이사님은 

반드시 소속 지회장님을 통하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회장님은 각지회 회원님들의 

등록을 취합하여 10 월 27 일 오후 10 시(ET) 까지 지회연합회로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회장 미팅, 정기이사회, 정기총회 관련하여 문의 사항 있으면 북미주지회연합회 

(admin@ewhana.org)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2020 년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정기총회 

(MEGA 2020 Dallas Annual Virtual Convention) 

 

 

지회장 미팅 (Zoom) 

대상: 

• 총동창회장 (총동창회 임원 포함), 북미주 지회연합회 지회장 

 

일시:  

• 2020 년 11 월 5 일(목) 오후 6:30 - 7:30 (ET) 

• Zoom ID:  350 812 6042 

• Zoom PW:  9HE7Lb 

 

순서: (진행: 신동진 회장) 

1. 개회  

2. 총동창회장 인사 – 남상택 회장 

3. 지회장 인사 

4. 건의사항/광고 

5. 폐회 

 

 

 

정기 이사회 (Zoom) 

 

대상: 

•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 고문, 총동창회장(총동창회 임원포함) 

 

mailto:admin@ewhana.org


일시:  

 

• 일시: 2020 년 11 월 5 일(목) 오후 8:00 - 10:00 (ET) 

• Zoom ID:  350 812 6042 

• Zoom PW:  9HE7Lb 

 

순서:  (진행: 신경림 /서기: 김영례) 

1. 개회선언: 신경림 이사장 

2. 기도:  최성남 고문 

3. 이사소개-각자, 총동창회장포함  

4. 전 회의록 낭독; 김영례 서기  

5. 회계보고 : 박명호 지회장(시애틀) 

6. 예산보고 : 신인옥 지회장 (미시건) 

7. 토의안건 :  

8. 총회개최지 점검  

9. 광고 

10. 폐회선언: 이사장 

 

 

정기 총회 (Zoom) 

 

대상:  

• 총동창회장(총동창회 임원포함), 북미주 지회연합회 전 동문 (Open) 

 

일시:  

• 일시: 2020 년 11 월 6 일(금) 오전 10:00 - 12:00 (ET) 

• Zoom ID:  350 812 6042 

• Zoom PW:  9HE7Lb 

 

 

순서 (진행: 신동진/ 서기: 남윤수) 

1. 개회선언: 회장  

2. 기도: 남윤수(북텍사스지회) 

3. 교가제창: 1 절 다같이 

4. 총동창회 소식 - 총동창회장  

5. 각 지회 사업보고 – 영상/각지회장 또는 대표  

6. 전회의록 낭독 – 김영례 서기 

7. 전년도 결산보고 및 인준 - 신경림 이사장  

8. 금년 예산보고 – 신동진 회장(북텍사스 지회) 

9. 이사회 결의사항 보고, 토의, 인준 – 신경림 이사장  

10. 국제재단 사업보고 – 박윤영 이사(국제재단) 

11. 기타안건 - 회장  

12. 폐회선언 – 회장 

 

 



Virtual Banquet (Recorded Video) 

일시: 

• 11 월 6 일 (금) 오후 2 시(ET)부터  

영상게시:  

• 북미주 지회연합회 홈페이지(ewhana.org)에 영상물 게시 

탤런트쇼 수상:  

• 11 월 9 일 (월) 오후 8 시 (ET), 홈페이지(ewhana.org)에 발표 

 

순서:  

1 부 (Part 1) 

1. 오프닝(Opening Performance) 
2. 개회선언 (Opening Announcement)   
3. 교가제창 (Singing the Alma Mater) – Ewha Alumnae Virtual Choir 
4. 기도(Invocation)  
5. 환영사(Welcome Remarks)  
6.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o 총동창회장 축사  
o 국제재단 이사장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7. 장학금 전달식 (Ewha Foundation Giving) – 국제재단 
8. 총장님 말씀 (Speech by Ewha W. Univ. President)  

9. 학교홍보영상 
10. 대외협력처 소식 – 처장 
11. 국제재단 홍보영상 
12. 2021 년도 개최지 소개 및 지회연합회 기 인계 (Invitation to Ewha 2021)  
13. 축가 (Congratutory Performance) – Ewha Virtual Choir / Heal the World 
 

  
 

2 부 (Part 2) 

1. 오프닝 (Opening Announcement) 

2. 탤런트쇼(Talent Show)  

• 대뉴욕지회 
• 남가주지회 
• 미시건지회 
• 보스톤지회 
• 북가주지회 
• 북텍사스지회 (2) 
• 애틀란타지회 



• 토론토지회 (2) 

 

3. 폐회(Closing Remar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