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35회 학술대회를 마친 소감 

남명호 학술대회장 (81)  

 

처음 한승신 회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scientific committee chair를 부탁 하셨을때 얼떨결에 맡게된지 벌써 훌쩍 

일년이 넘었다.  지나고 나면 좋은 기억만 남는것인지, 몸과 마음이 많이 바빴지만 많은 선후배 동문 여러분들과 

함께한 보람있는 경험이었다. 

한승신 회장님과 김정아 선배님의 자상한 guide와 support는 가끔씩 지쳐있을때 오아시스의 샘물같은 

존재였고,  남영재 scientific committee co-chair, 이선규, 장세권 GP Committee chairs, 송경민 Web committee co-

chair 등 젊은 동문 여러분들과의 teamwork는 환상적이었고, 그들의 반짝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올해 

프로그램의 highlight들을 이루었다.  

 

올해 CME program은 다음 세가지 사항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첫째, 선배님들과 젊은 동문들,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참가하는 program, 둘째, 젊은 동문들에게 피가되고 살이되는 프로그램, 셋째, 한국과 미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의대와 젊은 미주 동문들의 학술 발표및 네트워킹.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모르겠지만.... 

젊은 동문들의 참가를 encourage 하기 위해서 기존의 금요일-토요일 오전에 진행하던 CME 스케줄을 토요일-일요일 

오전으로 기꺼이 바꿔주신 회장단, 컨벤션 chair 및 선배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의 짧은 문장력과 

빡빡한 지면으로 모든 프로그램 내용 전부를 정리할 수는 없으니, 연사들과 강의 topic, panel discussion 및 새로운 

시도들은 아래 첨부한 프로그램을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린다. 

 

토요일 오전의 General Session I 은 다양한 전문분야의 topic들을 40년이 넘는 참석자의 연령대 차이와 동문 

가족들을 포함한 비전문가들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연사들의 

강의와 서울 의대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를 소개하는 demo가 있었다.  선배, 후배 그리고 동반 가족들이 즐기셨으면 

감사할 뿐 - CME Evaluation은 아주 좋게 받았으니 (5점 만점에 4.75-4.9) 해마다 모든 동문들과 가족들이 컨벤션을 

같이 시작하는 General Session으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다음, General Session II 및 lunch time Town Hall Meeting 에서는 의료 수준 최고인 미국에서 삼각지대에 해당하는 

미국 주류에는 드물지만, 한국인에게는 상당히 흔한 "바이러스성 만성 간질환, 간암 및 위암"의 조기 진단및 

치료에관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panel discussion이 있었다.  간질환의 경우 조기 진단및 계몽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위암의 경우는 한국의 통계에 많이 쳐지는 상황임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해주는 session이었다.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AASCTF - Asian American Stomach Cancer Task Force"가 발족해서 미주 전체의 한국인 뿐만이 

아닌 High-risk Asian들의 위암 조기진단을 위한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하게된것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수 있겠다 -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라는 옛말도 있듯이... 

 

젊은 동문들을 대상으로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Moderator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새로운 시도들, 젊은 동문들의 

활발한 참여, 그리고 현 회장단의 절대적인 support의 3위 일체가 이룩한 결과였다.   

송경민 동문의 WebEx 시도 (송 동문의 시계탑 글 참조) 이외에도 “Career Track panel discussion”, “Women in 

Medicine”, “Physician Leadership Training”, “GP Committee Meeting (banquet후 술마시며 새벽까지 열띤 토론 

후에도 아침 7:30분에 podium presentation에 늦지않고 참석하는건 우리 서울의대 졸업생들의 저력임을 다시 

확인하였음)” 등등 앞으로도 다음 학술대회에 theme과 speaker들을 바꿔서 당분간 지속적으로 컨벤션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한다. 

 



조금 아쉬웠던 점들은 자꾸 연사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강의 시간을 줄였어야 했던점과, laser pointer 와 timer등 

준비가 부족했고, 한두분의 연사들이 시간을 넘겨서 커피 break 타임이 아주 짧아졌다는 점, 그리고 General Session 

이후의 좋은 강의에 참석자가 너무 적었다는 점, 등등.  Non-CME session topic들이 선배님들께 너무 인기가 좋아 

달걀로 바위 칠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하는CME program에 non-SNUCMAA 단체들 (nurses, pharmacists, 

technologists, local medical students' club, etc.)을 초청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마지막으로 모든 교통 정리 해주느라 수고한 제이미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35회 학술대회 Program 

 

DAY 1  6월 23일 (토요일) 

 

GENERAL SESSION I     Moderator –  남명호, MD (81) 

 

1. Mental Conditions Affecting Senior Population &  It’s Management 박승균, MD (61) 

2. 소아 정신 질환 (Childhood Mental Disorders)     김원정, MD (75) 

3. 한국 의료보험 소개 (Healthcare Policy in Korea)    권용진, MD PhD, SNUCM 

4. 노년의 신장 건강 (Renal Dysfunction Affecting Senior Population)  김연수, MD PhD, SNUH 

5. 한국인 암 유전체 연구 (Genetics of Korean Cancer Patients)  김종일, MD PhD, SNUH 

6. Demo for New SNUCMAA-NA Website    송경민, MD, MPH, MBA (09) 

 

GENERAL SESSION II    Moderator –  임종식, MD PhD (57) 

 

Panel Discussion I: Healthcare Disparity in Korean-American Population:  

Emphasis on Stomach Cancer and Chronic Liver Disease including Liver Cancer 

1. Consortium Research Grant for Minority Health Focus:   송민경, PhD, NCI, NIH 

2. 한국의 위암, 간암, 간염의 검진과 치료성적:    양종인, MD PhD, SNUH-BoonDang 

(Stomach and Liver Cancer – Current State of Care in Korea) 

3. Challenge in Screening for Hepatitis in Korean-American:   한수웅, MD (61) 

4.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iver Cancer in Korean-American:  한혜원, MD (61) 

5. Epidemiology of Stomach Cancer in Korean-American:   이은정, PhD, USC 

6. Treatment Results of Stomach Cancer in Korean-American:  박찬형, MD, PhD (62) 

 

Town Hall Meeting (Lunch Meeting)  Moderator –  한승신, MD(76) 

Discussants       Panelists for General Session II 

Invited guest:        오인환, PhD 

        Chul Hyun, M.D. 

 

Panel Discussion II:    Moderator  –  강운중, MD PhD 

“Advances in Medicine – Regenerative Medicine” 

1. Neurologic Disorders:      강운중, MD PhD 



2. Orthopedic Disorders:      윤강섭, MD PhD, SNUH (81)  

3. Blood Disorders:      최태웅, MD PhD (02) 

4. New FDA Guidelines on “Cellular Therapy”:    남명호, MD (81) 

 

“Physician Leadership Training by Polaris Exercise” 

 Margaret Carey, MD (Georgetown Univ.) & Penny Potter, PhD (George Mason Univ.) 

 

 

 

Day 2   6월 24일 (일요일) 

 

1.  GP Podium Presentation I    Moderator –  서귀숙, MD PhD (84) 

 

김현제, MD PhD (07)  임경빈, MD MS (99) 박종철, MD (99) 

신재현, MD PhD (05)  윤정현, MD PhD (06)  이준구, MD PhD (08) 

   

2.  Panel Discussion III     Moderator –  이선규, MD PhD (89) 

 

Special Lecture:  “NIH Funding Opportunities for Career Development Awards and Other Research Grants” 

         송민경, PhD, NCI, NIH 

“Career Choices in the US: Advice from Real-Life Experience” 

1. Academic Career 

    a. Trainee: Dept. of Radiology, Univ. of Iowa    박은경, MD PhD(00) 

    b. Clinical Career  

Early Career: Medical Oncology, Assistant Prof. Northwestern Univ.  채영광, MD PhD (02) 

Mid-Career: Pulmonology and Critical Care, Univ. of Illinois  박계영, MD PhD (90) 

    c. Research Career: Yale Univ.       강민종, MD PhD (91) 

2. Private Practice: Endocrinologist, California    이도은, MD (99) 

3. Non-Medical Practice:  

    a. Biomedical Career:       강현석, MD MS (00) 

    b. Non-Biomedical Career:      송경민, MD, MPH, MBA (09) 

 

3.  Panel Discussion IV (Lunch Meeting): 

 

“Women in Medicine”      Moderator –  오무현, MD (89) 

 

Panelists:  송경민, MD, MPH, MBA (09); 서귀숙, MD PhD (84); 오무현, MD (89) 

 

4.  GP Podium Presentation II    Moderator –  장세권, MD (01) 

 

강민종, MD PhD (91) 채영광, MD MPH MBA (02)  김태곤, MD PhD (01)   이도은, MD (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