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2018 제 2 차 이사회 초록 

 

일시: 2018 년 4 월 7 일 3 시(동부시간) 

장소:   동부(NY 지역), Teaneck Marriott at Glenpointe, Teaneck, NJ 

서부, JJ Grand Hotel,  Los Angeles California         

참석자 (동부)  

한승신(76), 주광국(68), 강민종(91), 이선희(81), 서윤석(68), 이만택(58), 서귀숙(84), 김정아(76), 

문대옥(73), 백승석 fund manager, 채규철(59), 이희경(61), 허선행(64), 한기현(63), 강창홍(71), 

유영걸(76), 남명호(81), 이선규 (89), 서 량(66), 김현제 (2007) 

참석자( 서부)  

이건일(68), 김명원(68), 김태웅(63), 김성환 (71), 김일영 (71), 이원택 (71), 고용규 (73), 정균희(72), 

전경배(75), 김대중(76), 박일우(77) 

Proxy;  

신용계(68), 권정덕(64), 이명희(66), 송경민(2009), 김택수(63), 최준희(64), 최광휘(76), 최순채(66), 

백승원(79), 오용호(72), 장세권(2001), 추재옥(63), 오무현 (89), 김동훈(77), 

 

<회의 진행> 

1. 동, 서부 참석 인원 소개 및 Proxy 점검 후 한승신 회장이 제 2 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함. 

a. 지난 “2017-2018, 제 1 차 이사회 회의”의 초록에 대하여 강민종 총무가 간략히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재청과 승인이 있었음 - 발표한 초록 내용은, 2018 년 1 월호 

시계탑에 보고한 내용과 동일함. 

 

2. 주광국 (68) 재무의 재무보고 및, 이에 대한 재청 및 승인이 있었음. 

a. Income   (02/28/2018 년 현재): Transfer ($226,781.37), Due & Donation, etc 

($41,338.50), Scholarship Management Fund ($16,961.84) -> Total ($385,081.71)을 

보고함. 

b. Expense ($99,079.85): Salary ($19,146.59), Utilities, Phone($4,583.47), Office expenses 

& Supply ($936.46), Storage ($1,136.00), Meetings & Travel ($6,841.70), Members 

Condolence ($1,300), Sharing Revenue ($510), Sigetop Publication & Postage 

($22,867.37), Scholarship ($28,900.00), IT & Web ($1,600), Accountant ($3,000), 

Charity ($3,000.00), Taxes ($5,258.26)의 상세 내역을 보고함. 

c. Total Current Balance (03/31/2018 년 현재: $287,226.23) 을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재청 및 승인이 있었음. 



3. 백승석 Fund manager 로부터, “Scholarship Fund Management”의 보고 및, 이에 대한 재청 및 

승인이 있었음 - 2017 년 12 월 31 일 현재 총 시가 ($252,790)와 관련된 지난 이십 여년 간의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짐. 1999 년에 처음 기금이 만들어진 이후, 연 평균, 약 5.9%의 

평균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동일 기간 동안의 S&P 500 의 연평균인 4.3%에 비하여 

우수한 성적임. 또한 First quarterly payment (08/15/2017): $5,703 가 지급되었고, 최소 10 여년 

간 이 배당금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4. 서윤석 (68) 편집 위원장으로부터, “Publication Committee Report” 보고 및 이에 대한 재청 및 

승인이 이루어짐 

a. 제 2 회 우수 작품상 모집이 현재 활발히 진행중임을 보고함. 

b. 동문 사모님들로부터의 더 많은 원고 투고를 환영한다는 말씀이 있음. 

c. 또한 동기들의 행사 소식과 각 지역 동창회 소식을 편집위원회에 활발히 알려 주기를 

당부함. 

d. 지난 12 년 간 출판된 시계탑의 내용이 모두다 동창회 웹사이트 (snucmaaus.org)에 실려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 덧붙여짐. 

 

5.  “Charity Committee”서면 보고가 있었음. 

a.  “Charity Committee”의 새 구성원으로 박계영 (90) , 홍선경(64), 최광휘(76)동문이 

새롭게 유입되어 앞으로 명실상부하게 활발히 사회 봉사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는 

최영자 위원장님의 포부 발표가 이루어짐. 

b. 현재 본 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지원 대상에 잘 들어맞는 비영리기관을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함. 

c. 또한 “fund rasing activity”를 활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활동 내용을 모색하고 있음. 

 

6. 이선희 (81) 위원장으로부터 “Scholarship Committee”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a. 최종적으로 선정된 “서울의대 미주 동문회 그린 프로젝트 장학생  5 명에 대한 심사 

결과가 간략히 보고됨 – 이들 선정자의 명단은, 이승한, 민훈, 이지영, 이예지, 조승현 

등임. 

b. 또한 김태웅 (63) 장학생 2 명에 대한 심사 결과가 간략히 보고됨 – 이들 선정자는 

정동재 및 권예라 학생임. 

c. 지난해 (2017 년) 7 월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미주 병원 연수 참가 서울의대 

학생과의 만남”  행사를 올해에는 지역별 미주 동창회가 주관하는 선배님들과의 만남 

형식으로 바꾸어 진행하기로 함 – 원래, 35 차 학술 대회 기간 중에 미주 병원 연수 참가 

학생들을 초청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였으나, 본교 학사 일정상 실현이 어려움이 확인됨.  



d. 2019 년 부터 모교 학사 일정의 변화에 따라 해외 병원 연수 참가 시기가 매해 1 월로 

바뀜에 따라, 그에 맞추어 2019 년 1 월에“미주 병원 연수 참가 서울의대 학생과의 만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인데, 그 내용을 준비하기 위한 “Task force team”이 구성중에 있음. 

e. 장학생 선정 기준에 대하여 동문회 내에서 숙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선희 위원장께서 

제안함. 이와 관련하여 문대옥(73) 동문께서, 본 미주동문회의 설립취지를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이 있음. 즉, 미주 지역 진출의 관심이 높은 

학생을 우선적으로 장학생으로 선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됨. 

 

7. “Nominating Committee” (위원장: 이건일 전임 동문회장)로부터, 2018 – 19 년 회기를 맡아 

새롭게 동문회를 이끌어갈 차기 동문회장으로 정균희 (72) 동문 (현 남가주 지부 동창회장)이 

추천됨. 이에 큰 박수와 함께 만장일치로 승인이 이루어짐. 

 

8. 유영걸 (76) Convention 위원장으로부터 “Convention Committee”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a. 2018 Convention 일자: 6 월 21 (목) – 6 월 24 (일), 장소: Teaneck Marriott at 

Glenpointe Hotel (Teaneck, NJ), Room Rate: $139.00 per day, Cutoff Date: June 1st, 

2018 (Friday) 등, 현재 결정된 사항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b. Convention Format 변경: CME/Non-CME meeting 시간을 금, 토(오전) 에서 토, 

일(오전- 오후 2,3 시)로 변경/ General Session 신설 (CME/Non-CME 구분 없는): 약 4 

시간/ Preconvention Tour: 금 요일 – FDR House/Museum 및 Vanderbilt Mansion/ 

post-convention Tour: 일요일 New York City Tour/ Golf: 목요일, 금요일/ Grand 

Banquet: 토요일 -> 등, 지난 1 차 이사회의 승인 이후에 추가로 진행된 상세한 세부 

내용이 보고됨. 

c. 젊은 세대 참여 증진(travel support 를 통한)을 위해 Fund Raising - Convention 

Program 에 병원, 제약회사, 의료 기계 회사 등의 광고 계제 허용에 대한 보고 및 이에 

따른 재청 및 승인이 이루어짐. 

d. 지난 1 차 이사회 때에 결정된, Convention Registration Fee: Regular Member ($200), 

In- training Member ($50)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짐.  

e. 현재 본 학술대회에 참석이 확인된 한국 임원 및 강사에 대한 보고가 있음 – 홍정용 (75, 

서울의대 동창회장), 서창석 (85, 서울대학 병원장), 신찬수 (87, 서울의대 학장), 김종일 

(90, 서울의대 교무부학장), 윤강섭 (81, 서울의대 정형외과 교수), 김연수 (88, 

서울대학교병원 부원장), 권용진 (97, 공공의료 사업단장), 양종인 (98, 서울의대 내과), 

문형곤 (00, 서울의대 국제협력실장) 등의 참석이 확정되었음. 



f. 제 35 차 학술대회의 사전예약 방법에 대해 널리 홍보하기로 함. 또한 마감 기한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빨리 사전 예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학회 준비에 

큰 도움이 됨을 널리 홍보하기로 함. 사전예약 정보는 다음과 같음. 

g. 제 35 차 학술대회의 예약 전화 번호: 1-800-992-7752, Block name: SNUCMAA  

h. 제 35 차 학술대회의 호텔 예약 웹사이트: https://book.passkey.com/e/49569783  

 

9. “Scientific Committee”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a. Opening Session:  General Program for all participants: Theme:  Aging-related 

conditions and management ( 박승균(61) : Mental Conditions affecting Senior 

Population and its management / 김연수(88) : 노년의 신장 건강 

/  김원정(75) :  Childhood Mental Disorders / 김종일(90)  :  한국인 암 유전자 연구 /     

권용진(00) :  한국 의료 보험 소개)      

b. General Session II (June 23, (Sat), 10:20 – 1:00 pm)  Healthcare disparity for Korean-

American population (Moderator:  Dr. 임종식 (57) / Panelists: 송민경 : Consortium 

Research Grant for Minority Health Focus / 양종인(98) : Gastric and Liver Cancer-

Current State of Care in Korea / 한수웅(61) : Challenges in K-A hepatitis screening / 

한혜원(61)  : Liver Cancer prevention and management in K-A / 이은정 : 

Epidemiologic studies in K-A Gastric cancer / 박찬형(62): Challenges in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s in K-A Gastric Cancer) 

c. Non-CME Schedule: (June 23, (Sat), 1 – 5:00 pm) 김영애(Mrs. 김성환 71) Moderator 

/  1:05 – 2:15 pm  서성환    스마트폰 잘 사용하기 /  2:15 – 3:15 pm  Joshua Grayson 

PhD:  George Gershwin's music and New York City /  3:15 – 3:30 pm    Coffee 

Break / 3:30 – 4:00 pm 서정훈    IRA 를 손주세대까지 상속방법 - 일명 “STRETCH IRA” 

/ 4:00 – 5:00 pm 온기철 (71)   대원군과 민비 그리고 서재필) 

d. Non-CME Schedule: (June 24, (Sun), 7:55 – 12:00 am) 최광휘(76)   Moderator /      

8:00 – 8:45 am       이원택(71)    의사들의 외도 / 8:45 – 9:30 

am       한혜원(61)   오페라 인생은 풍요하다.  / 9:30 – 10:15 am     최도빈   The Year 

of 1776 (그 해 1776 년) / 10:15 – 10:30 am     Coffee Break / 10:30 – 11:15 am   

김영애(Mrs. 김성환 71) 수필에 대하여 / 11:15 – 12:00 am   최광휘(76)   Aging 

changes on face and what can we do about it? 

e. CME Session I (June 23, (Sat), 13:00 – 15:00 ) Panel Discussion:  Advances in 

Medicine - Regenerative Medicine - Moderator:  Un Jung Kang, M.D., Ph.D. 

/Panelists: Un Jung Kang, M.D., Ph.D. – Neurologic Disorders / Kang Sup Yoon, M.D.,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book.passkey.com_e_49569783&d=DwMFaQ&c=cjytLXgP8ixuoHflwc-poQ&r=D7ol1cS1_ZVUDn-KL2npacEZKwUYt59yGsRXh5WwnKk&m=13FUQ3ZN0MqO9CWFx9a6hj_qMZM8W0FimYCTqBWXys0&s=nRzQ2ILuTgZvANvKjdd5zney5ymFmRfyR_W6AeewE38&e=


Ph.D. (81), SNUH  – Orthopedic Disorders / Tae Woong Choi, M.D. (02) – Blood 

Disorders / Myong Ho Nam, M.D. (81) – New FDA guidelines on “Cellular Therapy” 

f. CME Session II (June 23, (Sat), 15:30 – 17:30 ): “Physician Leadership Training” by 

Margaret Carey, M.D. (Georgetown U) & Penny Potter, Ph.D. (George Mason U). Title:  

Physician Leadership Training by Case Stories 

g. CME Session III (June 24, (Sun), 8:00 – 10:00) GP Podium Presentation I – 

Moderator:  Gwy Suk Seo, MD (84) / 6 presentations / 10:00 – 10:20 Coffee Break 

10:20 – 12:00 / Panel Discussion:  “Career Choice in the US: Advice from Real-Life 

Experience” – Moderator:  Sun K. Lee, M.D., Ph.D. (89) / Panelists: 1. Academic 

career: a. Trainee: Dr. Eun-Kyung Park (00) (Department of Radiology,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IA); b. Clinical career: i. Early career: Dr. Young-Kwang Chae (02) 

(Medical Oncology, Assistant Professor, Northwestern University, Chicago, IL) / ii. 

Mid-Career: Dr. Kye-Young Park (90) (Pulmonology and Critical Car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hicago, IL); c. Research career: Dr. Min-Jong Kang (91) (Yale 

University, New Heaven, CT) / 2. Private practice: Dr. Do-Eun Lee (99) 

(Endocrinologist, CA) / 3. Non-medical practice: a. Biomedical Career: Dr. Hyun-Suk 

Kang (00); b. Non-biomedical career: Dr. Kyung-Min Song (09) 

h. CME Session IV (June 24, (Sun), 12:00 – 13:30) Panel Discussion (Lunch Meeting):  

“Women in Medicine” – Moderator:  Mooyeon Oh-Park (89) / Panelists: (1) Kyung 

Min (Minnie) Song, MD MPH MBA (09):  Overview of workplace diversity, (2)  Gwy 

Suk Seo, MD, Ph.D. (84):  Physician well-being: Evidence based approach, (3) 

Mooyeon Oh-Park, MD (89):  Graceful self-promotion Panel Discussion & Suggesting 

Launching of Women Taskforce 

i. CME Session V (June 24, (Sun), 13:30 – 14:45) GP Podium Presentation II – 

Moderator:  Se Kwon Jang, M.D. (01), 5 presentations: Min-Jong Kang (1991), 

KyoungBin Im, MD, MS (1999), Hyun Je Kim, M.D., Ph.D. (2007), Jong Chul Park, M.D. 

(1999), Young Kwang Chae, MD, MPH, MBA (2002), Jeong Hyun Yun MD, MPH (2006), 

Tae Kon Kim, M.D., Ph.D. (2001), Jae Hyun Shin (2005), 이도은 (1999),  김종오 (2004) 

 

10. “GP Committee” 활동 및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a. GP member 현황 분석(Per graduation year, Immigration and professional status, 

Geographic location, Working place/institution)을 통해 중, 장기 맞춤형 사업 (예: 

Encouraging and sponsoring small, local (regional) GP events) 개발을 구상하고 

있음을 지난 회의에서 보고함. 



b. 위 사항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던 서베이 결과가 발표되어 큰 호응을 얻음. 

 

11. “GP Committee” – “자랑스런 Mentor 상”  

a. 취지: 후배들 미주 진로 개척에 도움이 된 선배님들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하고, 

후배들을 이끌어 갈 위치에 있는 동문들의 Mentor 로써의 노력 고무하며, 미주 동창회 

회원 수의 증가와 동창회를 공고히 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 

b. 자랑스런 Mentor 상 수상자 추천 광고 (시계탑) 

c. 신청 접수 (Need at least one nominator and one supporter): 1 page statement by the 

nominator 가 제시되어야 함. 

d. 수상자: 1 년에 한 명  

e. 대상자 선정:GP committee 안에 선정위원회 결성 –그 위원회에서 결정 

f. 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SNUCMAA member only” or “Any Physicians or Scientist” 

를 포함하여, 논의가 진행됨. 동문 내로 국한하지 말고, “상의 취지에 맞는 Any 

Physicians or Scientist”로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 재청 및 승인이 이루어짐. 

g. 수상금이 있어야 하며, 그 금액으로는 $1,000.00 의 의견이 제시, 이에 대해 재청 및 

승인이 이루어짐. 

h. 심사기준 (Nominee 의 CV 와 Nominator/ Supporter 의 supporting letter 를 통한 심사):  

(가) Counselling and providing valuable information for a mentee to find his/her own 

path to personal development and professional success / (나)Sponsor and advocate 

for the mentee in academic or professional community / (다) Involves the mentee in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research, publication, conferences or other venues that 

can share and communicate intellectual or professional information / (라) Provide 

support in administrative and professional matters / (마) Successful role model by 

their colleagues / Long term commitment to mentoring 

i. “자랑스런 Mentor 상” 관련하여, 이번에 발간되는 시계탑에 공고하기로 결정됨. 

 

12. Unfinished business 및 기타 사항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a. 그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문대옥 (73) 동문으로부터, 제안이 있음 – 예를 들면, 미주 

동문회의 2 세 자녀들 중, 의료계로 진출한 경우가 꽤 있으니, 이들과의 네트워킹을 

활발히 하여, 미주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젊은 동문들과의 교류를 확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 있슴. 이에 대해 한승신 동문회장 또한 전적으로 찬성함을 

표시하며 이를 추진하기로 함. 

b. 현재, 동문회의 운영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및 그 장, 단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됨. 회의장에서 제시된 이들 의견을 



“SNUCMAA Financial Committee” 및 회장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 

2 차 대의원회와 차기 이사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함.  

  

13. 이만택(58) 동문으로부터“Advisory & Exchange Committee”의 활동 내용이 보고됨. 

a. 2018 년도 유인경 교수 기금은 미생물학교실 김동현 교수에게 연구지원금으로 3 만 

달러가 지급됨. 

b. 2018 년도 의과대학에 지급되는 장학금 및 연구기금으로, 김헌 병리학 (연구기금 5 만 

달러), 김기태 병리학 (연구기금 2 만 달러), 이홍표 순환기내과 (교육 기금 2 만 달러), 

김의신 핵의학과 (학술 기금 8 천 달러) 등이 지원됨. 

c. 2018 년도 의대 장학금으로, 김용재 장학금 (2 만 달러), 김기태-노정욱 장학금 (1 만 5 천 

달러), 이만택-이안나 장학금 (7 천 5 백 달러)가 지원됨. 

d. 현재 시계탑이 약 1,040 여 명에게 배부되고 있음. 동문 평균 연령이 70 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는 동문회의 노령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임. 말년에, “more generous 

giving/donation”을 모교에 베푸는 것도 좋을 것 같음. 

e. 매년 10 명씩 선출하는 이사는 졸업 년도, 거주 지역을 참작하여 균형있게 선출되도록 

운영하고 있는 바, 현재 주소지 변경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 거주 분포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슴. 또한 이사로 선출되어도 참여가 저조한 동문들도 있는 실정임. 새롭게 이사를 

선출할 때에 이러한 거주분포의 변화 및 참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14.  “제 2 차 대의원 회의” 일정이 정해짐. 

a. Date and Time: June 21st, 2018  at 4:00 PM 

b. Place: Essex Room: Teaneck Marriott, NJ 

 

     Prepared by  총무 강 민종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