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2019 제 1 차 이사회 초록 

 

일시: 2018 년 9 월 29 일 3 시(동부시간) 

장소:   동부(NY 지역), Double Tree Hilton hotel, Fort Lee, NJ 

서부, JJ Grand Hotel, Los Angeles California      

    

참석자 (동부)  

 

참석자(서부)  

 

Proxy;  

 

<회의 진행> 

1. 동, 서부 참석 인원 소개 및 Proxy 점검 후 정균희 회장이 대의원회 개회 선언함. 

2. 지난 “2017-2018, 제 2 차 대의원회 회의”의 초록에 대하여 재청과 승인이 있었음. 

3. Agenda 로 AASCDTF 에 대한 의논이 있었음 

10 월 6 일 처음 열리는 AASCTF forum 이 현철수 chairman(외부인사) 주최로 열리는데 

서울의대미주동창회 회원의 지지가 있도록 격려를 하자는 의논이 있었고, 

광고비 정도의 지원을 동창회에서 하자는 의논이 되었음. 

 

 

4. 지난회기 주광국 (68) 재무의 회계 보고가 finance committee chairman 의  

audit 을 거쳐서 이사회에 보고가 되었음(한승신 전임 회장의 대리 보고가 이사회에서 됨) 

a. Income    

Total $279,471.51  

동창회비 $70,280.17 



35 차 학술대회 Registration $55,890.00 

각 donation $111,746.14 

Scholarship fund includes 김태웅 장학금 $10,000 하여 $41,555.20 이 내용임. 

 

b. Expense  

Total $232,279.34 

각 committee expense 와 Scholarship, 인쇄비, 사무실 경비, Revenue sharing 과 

35 차 학술대회 지불의 상세 내역이 발표됨.  

 

c. Total Current Balance 한승신 회기는 $45,192.17 임을 이사회에 보고가 되었음. 

d. 그리고 한승신 회기에서 죤백이 투자하는 investment account 로 $50,000 로 보내져서 

정균희 회기의 은행구좌 시작이 $226,973.54 임을 발표 하였음. 

이는 이건일 회기의 은행 구좌 balance 에 한승신 회기의 surplus 잔액이 합해진 액수에서 

Special investment $50,000 이 보내진 것을 뺀 액수임. 

 

e. 35 차 학술대회의 financial 내용이 상세 보고가 되었음. 

전체 revenue 가 $123,388.30 이 들어왔고, expense 는 $91,981.21 로  

$31,406.09 의 surplus 가 났던 35 차 학술대회 였다고 보고가 되었음. 

 

f. Green Project fund 에 대하여서 

전체 revenue 가 $6,920.70 인데 expense 는 $8,435.55 로 $1,514.85 의 적자가 났음도  

보고가 되었음. 

 

g. Scholarship fund 에 대하여서 

전체 revenue 가 $46,251.90 으로, expense 는 $29,800.00 이 되어 $16,451.90 surplus 가 

되었고, 이는 general fund 와 합쳐서서 $50,000 special 투자에 보내졌음이 보고가 됨. 

 

5. 이명희 (68) 동문으로부터, “Scholarship Fund Management”의 보고와 죤백 fund 

manager 로부터 현재 서울의대미주동창회의 fund 상세 설명이 있었음. 

분산 투자로 가감의 위험성을 줄이고, 현재 투자 한 곳이 경제 변화에 안전함이 설명 됨. 

 

6. 서윤석 (68) 편집 위원장으로부터, “Publication Committee Report” 보고가 있었음. 

 



a. 지난 7 월호 시계탑부터 신문 종이의 재질을 높힌 것에 대한 반응이 매우 호응적임이 

발표가 되었음. 

b. 투고 장려를 위하여 실시하여온 우수 작품상을 매 2년에서 3년에 한 번으로 재조정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함. 이유는 현재 들어오는 원고가 많기 때문임. 

c. 양질의 원고를 시계탑에 실을 수 있는 길이의 원고(letter size 2-3 장 이내로)로 

다양한 주제가 시계탑에 오르게 너무 개인 취향의 원고가 아니기를 바란다는 보고였음 

7. Website committee 보고가 서면으로 들어와 서윤석 편집장의 대신 보고가 있었음. 

많이 안정된 상태로 현재의 website 를 더욱 많이 알려서 전 회원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보고가 있었음. 

a. Snucmaaus.org 에 log in 하면 homepage 에 새로운 소식과 공고가 바로 볼 수 있고, 

b. 매년 있는 학술대회의 행사소식과 사진이 올라 있으며, 

c. 돌아오는 36 차 학술대회의 공고 내용과 AASCDTF(Asian American Stomach Cancer  

Task Force) Forum 소식도 게재 되어 있음. 

d. 각 지역의 소식과 부고 등도 바로 올리고 있음. 

e. 이런 각종 소식을 바로 올릴 수 있도록 각 지부장, 각 동기대표의 협조를 촉구함. 

f. 지부소식이나 수필 기행문 등은 snucmaaweb@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 “Charity Committee” 보고를 최영자 chair 가 함. 

a. Donation to COCO: $2000.00 (Funded by Charity Fund 2017-2018)이 있었다는 보고. 

b. Charity fund 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SeeTestTreat Funding 을 노력 하였으나, 

각 hospital 의 liability 문제에 대면하여 진행을 더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보고가 됨. 

c. 새 구성원의 힘을 입어 제약회사등의 fund 조성에 도움을 더 추구하고 싶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에 많은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함. 

 

9. Nominating Committee 보고가 한승신 전임 회장으로부터 있었음. 

2018-2021 회기의 10 명의 이사가 선임됨 

채규철(59), 최준희(64), 허선행(64), 심완섭(73), 한창규(81), 심인보(83)이 유임되고, 

안우성(76), 남명호(81), 이선규(89), 강민종(91)이 새로 이사로 영입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사회로부터 제청과 승인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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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서부에 참석을 한 김태웅(63) 선생님이 2019 년 9 차 김태웅 장학금으로 1 년 남은  

mailto:snucmaaweb@gmail.com


김태웅 장학금 fund $10,000/year 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이 10 년 만기에 다시 5 년의 장학금 fund 를 제공하시겠다는 pledge 를 하시어 참석하신 

전원의 박수를 받으셨다. 

 

b. 이어서 이선희 Scholarship chairman 의 서울본교학생의 여름 연수 SNU Elective 

retreat 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New Jersey 에서 Green Project member 선생님들의 적극적이 도움과 Publication 

committee 의 공조로 여름 연수생들과의 좋은 만남의 시간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음 

 

c. Scholarship committee 의 구성원 발표가 있었고, 

d. 2018 년 미주서울의대장학금이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자녀 상대로 진행이 된 것이 

올해 처음으로 paperless로 진행한 것이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보고가 있었음. 

이 진행에는 US 거주 status 와 부모의 세금보고가 추가 되어 더욱 확실한 screening 이 

되었음도 발표가 되었고, 결과 많은 양질의 응모자가 있었고,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2 명의 김태웅 장학생과 3 명의 SNUCMAA 장학생을 선발하였다고 보고 되었다. 

이 5 명의 장학생 선발자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 

 

11. 마지막으로 미주재단 보고서가 이만택 이사장으로부터 있었음. 

각 년도마다의 의대 지원 장학생 숫자 발표와 연구기금 발표가 있었음. 

 

12. 36 차 학술대회의 준비 진행 사항에 대한 언급이 정균희 회장으로부터 있었고, 

많은 임원의 참여와 각 동기들의 참여를 부탁 하였다. 

 

13. 별도의 Agenda 로 동창회 사무실의 소정의 봉급인상에 이사회의 제청과 승인이 있었다. 

14. 다음 회의인 1 차 대의원회가 2019 년 1 월 12 일(토)에 있을 것을 발표로 1 차 이사회의 회의는 

종료가 되고 사진촬영과 함께 참석하신 임원들께 감사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Prepared by 재무, 최광휘(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