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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활동상황 

May 2005 

 
2일 (월) ￭ 제28대/29대 뉴욕한인회 정.부회장 이.취임식 (한인회관, 5:00pm)  
 

3일 (화) ￭ 제29대 뉴욕한인회 출범 기자회견 (한인회관, 12:00pm : 이경로 회장, 이동현 수석부회장,  
                       홍명훈 부회장, 강병목 부회장, 한번희 부회장, 박종진 부회장, 송정훈 부회장, 원진희 부회장,  

                      이명우 부회장, 박종만 부장, 장준영 부장, 김인희 부장, 이승원 부장, 조원희 부장)  

 

4일 (수) ￭ 뉴져지한인회 골프대회 (그레익고지, 1:00pm)  
 

5일 (목) ￭ 이영희 한복전시관 ‘어머니날‘ 행사 (이영희 한복전시관, 6:30pm : 이경로 회장,  
                       최안숙 사무간사, 권주리사무간사))  

           ￭ 테렌스박 후원음악회 (후러싱제일교회, 7:30pm : 이경로 회장, 정현준 사무총장, 최안숙 사무간사)  

 

6일(금) ￭ 제25주년 5.18민주항쟁 기념행사 관련 기자회견 (청년학교, 11:00am)  
           ￭ ‘사랑방한인회‘ 녹음 (라디오코리아, 4:00pm : 이경로 회장, 한범희 부회장, 박종진 부회장)  

  

10일(화) ￭ ‘경로의 날’ 관련 한인봉사센터와 공동 기자회견 (코로나 경로회관,11:00am : 정현준 사무총장)  

            ￭ 플러싱경로센터에 기금 전달 (플러싱경로센터, 11:30am : 이경로 회장, 최안숙 사무간사)  

            ￭ 회장님 MK 인터뷰 (MK방송국, 1:00pm : 이경로 회장, 최안숙 사무간사)  

            ￭ 체육회 정경진 회장님 방문 (한인회관, 2:00pm : 이경로 회장, 박종진 부회장, 한범희 부회장)  

            ￭ 경남 함양군 & 뉴욕주 노스 헴스테드 타운 우호협정서 조인식  

                        (The Inn at Great Neck, 6:00pm : 이경로 회장, 송정훈 부회장, 조동인 부회장, 한범희 부회장, 정현준 사무총장)  

 

11일 (수) ￭ 뷰티서플라이협회 골프대회(NJ크리스탈스프링, 10:00am : 이경로회장, 이명우부회장, 정서임부회장)  

             ￭ 5.18 민중항쟁 25주년 기념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초청 코리 아 평화포럼  
                         (한인회관, 7:30pm : 조동인 부회장, 최정아 부장, 이승원 부장)  

 

12일 (목) ￭ 한인상록회 노인복지기금마련 골프대회 (클리어뷰 골프코스, 11:30am : 이경로 회장)  

             ￭ 쓰나미성금 관련 3차 회의 (라디오코리아 회의실, 4:00pm : 이경로 회장, 홍명훈 부회장)  

             ￭ 연길시정부 통상사절단 환영회 (린덴플레이스 다이아몬드홀, 5:30pm : 이경로 회장,  

                          홍명훈 부회장, 손인자 부회장, 정현준 사무총장)  

             ￭ 보험협회 모임 (삼원각, 6:00pm)  

             ￭ 재향군인회 미북동부지회 창립총회  

               (금강산, 7:00pm : 이경로 회장, 홍명훈 부회장, 손인자 부회장,정현준 사무총장)  

 
13일 (금) ￭ 효자효부 시상식 (플러싱 경로센터, 11:00am : 이경로 회장, 송정훈 부회장, 손인자 부회장,  
                          조동인 부회장, 정현준 사무총장)  

             ￭ 기독교방송국 회장님 인터뷰 (기독교방송국, 2:00pm : 이경로 회장)  

             ￭ John Liu 방문 (한인회관, 3:00pm : 이경로 회장, 홍명훈 부회장, 이승원 부장, 최정아 부장,  
                         정현준 사무총장)  

             ￭ ‘사랑방한인회‘ 녹음 (라디오코리아, 4:00pm : 이경로 회장, 이명우 부회장, 정서임 부회장,  
                         김근옥 뉴욕한인총연합회 회장)  

 

14(토) ￭ 집행부 회의 (금강산, 8:00am : 이경로 회장, 홍명훈 부회장, 박종진 부회장, 이명우 부회장, 송정훈 부회장,              

                   조동인 부회장, 박종만 부장, 허 성 부장, 조원희 부장, 장준영 부장, 정현준 사무총장)  

         ￭ 제16회 경로의 날 행사 (플러싱고등학교 대강당, 11:00am : 이경로 회장, 조동인 부회장, 홍명훈 부회장,               

                박종만 부회장, 박종진 부회장, 김인희 부장, 정현준 사무총장)  

        ￭ 기술인협회 골프대회 (Mill Pond G.C,1:30pm : 이경로 회장)  

 

15(일) ￭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및 문화한마당 (불광선원, 11:00am : 이경로 회장, 박종만 부장,  

                    정현준 사무총장)  

 

16(월) ￭ 재미전국 동포연합 관계자 한인회관 방문 (한인회관, 2:00pm)  

 

17(화) ￭ 29대 집행부 뉴욕일원 주요 언론사 방문 (10:00am~5:00pm : 이경로 회장, 홍명훈 부회장,  

                   한범희 부회장, 이명우 부회장, 손인자 부회장, 조동인 부회장, 박종만 부장, 최안숙 사무간사)  

         ￭ ‘2005년도 훌륭한 어버이상‘ 시상식 (금강산, 7:00pm : 이경로 회장, 손인자 부회장, 송정훈 부회장,  

                    조동인 부회장, 정현준 사무총장)  

         ￭ 직능단체장협의회 정기모임 (금강산, 7:30pm : 이경로 회장, 정현준 사무총장)  

 

19(목) ￭ 미국안보와 절차적인 이민법안(SAOI) 캠페인 관련 좌담회(주최: 한국일보)  

            (한국일보 본사, 2:00pm : 이경로 회장, 한범희 부회장)  

 

신청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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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인협회 회장 이.취임식 (NJ대원, 7:00pm : 이경로 회장, 조기환 부회장, 손인자 부회장,  

                   송정훈 부회장, 허성 부장)  

 

20금) ￭ 우리은행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Fort Lee Hilton Hotel, 5:30pm-8:00pm : 이경로 회장,  

                 손인자 부회장)  

        ￭ ‘사랑방한인회‘ 녹음 (라디오코리아, 4:00pm : 이경로 회장, 송정훈 부회장, 손인자 부회장, 정현준 사무총장)  

 

21(토) ￭ 부동산 박람회 (효신장로교회, 9:30am : 이경로 회장, 최안숙 사무간사, 권주리 사무간사)  

         ￭ 봉제협회 골프대회 (Middle Island Country Club, 10:30am : 이경로 회장, 이명우 부회장 )  

        ￭ 재미한인학교 동북부 지역협의회 주최 어린이 예술제(JHS189, 2:00pm-5:30pm :  

                 박종진 부회장, 최안숙 사무간사)  

        

22(일) ￭ 탈북동포 및 불우이웃을 위한 나눔의 바자회 관련 미사 (아씨 시 프란치스코 성당, 9:30am,               

                    이경로 회장, 최안숙 사무간사)  

         ￭ 탈북동포 및 불우이웃을 위한 나눔의 바자회 (32nd St. &Broadway, 11:00am-6:00pm :  

                    이경로 회장, 최안숙 사무간사)  

         ￭ 원광학교 주최 어린이 민속 큰잔치 (장소: 코로나파크, 12:00pm : 이경로 회장, 최안숙 사무간사)  

 

23(월) ￭  한인회비 납부운동 관련 은행방문, 구좌오픈  

            -우리은행, 조흥은행, 나라은행, 리버티은행, BNB은행  

                    (11:30am-3:00pm : 이경로회장, 정현준 사무총장)  

        ￭  회관관리위원회 모임 (금강산, 7:00pm : 이경로 회장, 홍명훈 회관관리위원장, 신성호 부위원장,  

                   김기철 위원, 최재복 위원, 이영철 위원, 권주리 사무간사)  

 

24(화) ￭  Korean Night 관련 뉴욕aT센터(구 뉴욕농업무역관) 관계자 방문  

            (한인회관, 2:00pm :  이경로 회장, 홍명훈 부회장, 장준영 부장 )  

         ￭  29대 집행부 총영사관 방문 (총영사관, 4:00pm : 이경로 회장, 홍명훈 부회장, 김정환 부회장,  

                    한범희 부회장, 조동인 부회장, 손인자 부회장, 이명우 부회장, 박종진 부회장, 송정훈 부회장, 조기환 부회장,                

                    김기원 부회장, 정서임 부회장, 김크리스탈 부장, 박종만 부장, 정현준 사무총장 )  

        ￭  뉴욕한인학부모협의회 주최 스승의날 행사 (아스토리아 월드매너, 6:00pm)    

        ￭  뉴욕한인 변호사협회 연례만찬 (Harvard Club, 7:00pm~10:00pm : 이경로 회장, 홍명훈 부회장,  

                   손인자 부회장, 송정훈 부회장, 정현준 사무총장)  

 

26(목) ￭ TKC 녹화 (TKC방송국, 10:00am : 이경로 회장, 이명우 부회장, 박종만 부장)  

         ￭ 올림픽유치 지지관련 City Hall 방문 (주최: 뉴욕한국일보)  

           (City Hall, 2:30pm : 이경로 회장, 홍명훈 부회장, 최안숙 사무간사 )  

         ￭ 청소년재단 회장 이.취임식 (금강산, 7:00pm : 이경로 회장, 강병목 부회장, 조기환 부회장, 송정훈 부회 장,  

                  한범희 부회장, 손인자 부회장, 정현준 사무총장)                            

         ￭ 29대 집행부 단합대회 (뉴욕곰탕,7:00pm : 이경로 회장 외 집행부)                              

 

27(금) ￭ YWCA 노인운동회 (Kissena park, 11:00am : 이경로 회장, 조동인 부회장, 손인자 부회장, 송정훈 부회장,              

                   정현준 사무총장)     

         ￭ ‘사랑방한인회‘ 녹음 (라디오코리아, 4:00pm : 이경로 회장, 김정환 부회장, 김기원 부회장,  

                    원광학교 소예리 교무)  

 

28(토) ￭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초청 뉴욕대법 (아스토리아 월드매너, 6:30pm : 이경로 회장,  

                    김기원 부회장, 박종만 부장, 정현준 사무총장)  

         ￭ 미동부한인기독교평신도협의회 주최 제1회 가족찬양제 (퀸즈한인교회, 7:00pm :송정훈 부회장)  

         ￭ 미 육군사관학교 한인후원회 주최 미 육군사관학교 (한국학생) 졸업파티  

                  (뉴져지 메리어트 호텔, 7:00pm)  

30(월) ￭ 교협 체육대회 (Alley Pond Park, 8:00am : 이경로 회장, 정현준 사무총장)  

         ￭ 커네티컷한인회 야유회 (Black Rock State Park, 10:00am  ; 이경로 회장, 정현준 사무총장)   

 

31(화) ￭ 뉴욕한인회 주최 뉴욕시의회 Gifford Miller의장 간담회 (한인회관, 2:00pm : 이경로 회장,  

                    홍명훈 부회장, 조기환 부회장, 박종진 부회장, 손인자 부회장)  

         ￭ 뉴욕한인여성네트워크 주최 창립 2주년 기념식 (금강산, 7:30pm ; 이경로 회장, 최안숙 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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