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N – CME PROGRAM 
 
June 23, 2018 (Saturday) General Session – Ball Room C 
 
  7:50 – 10:00 General Session I 
10:00 – 10:20 Coffee Break 
10:20 – 12:00  General Session II 
12:00 –   1:00 Town Hall Meeting with Lunch  
 
12:00 –   1:00  Lunch (Ball Room A/B) 
 
 
 
June 23, 2018(Saturday) – East Ball Room  
  

1:00 pm – 1:05 pm 김영애(Mrs. 김성환 71) Moderator 

1:05 pm – 2:15 pm   서성환    스마트폰 잘 사용하기  

2:15 pm – 3:15 pm Joshua Grayson PhD:  George Gershwin's music and New York City 
3:15 pm – 3:30 pm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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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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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24, 2018(Sunday) – East Ball Room 
 

7:55 am – 8:00 am  최광휘(76)   Mod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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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5 am – 9:30 am 한혜원(61)   오페라 인생은 풍요하다.    

9:30 am  –  10:15 am 최도빈 – 박은경(00)부군 The Year of 1776 (그 해 1776 년) 

10:15 am – 10:30 am     Cofee Break   

10:30 am – 11:15 am  김영애(Mrs. 김성환 71) 수필에 대하여 

11:15 am – 12:00 am 최광휘(76)   Aging change on face and what can we do about it? 

 
 
 
 

서성환 (6 월 23 일 토, 1:05 – 2:15) 

약력:  

   학력: 경북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 박사(PhD),  

        고신대학교 대학원 기독교교육학 석사(M.A.), 재미고려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M.Div.) 

 경력: 동양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역임 / 뉴저지공대(NJIT) 교환 교수 역임 

 현재: 뉴욕 상록회(KASCS; 뉴욕 플러싱 소재) 및  

      뉴저지 한인커뮤니티센터(FGS KCC; 뉴저지, 컴퓨터 클래스 강사/ 

      뉴저지브니엘제일장로교회담임목사 / 재미고려신학대학원(동부) 교수(사무처장) 



제목: < 스마트폰 잘 사용하기 > 

요약:   

스마트폰의 개념 및 중요한 사용법 -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재미있는 활용법 

 
 

Joshua Grayson PhD (6 월 23 일 토, 2:15 – 3:15) 

약력:  
 Joshua Grayson received his PhD in historical musicology from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in 2017; he 
wrote his doctoral dissertation on the late choral music of Arnold Schoenberg as a reflection of the composer's Jewish ethnic 
and national identity.  
 Active as a scholar and a musician, he has given performances in Los Angeles, Indiana, and throughout the New 
York City metropolitan area, and received a double bachelor's degree in piano performance and mathematics from Indiana 
University in 2006.  
 Currently a resident of Los Angeles, he is originally from New Jersey and attended the Juilliard School of Music's 
prestigious Pre-College Division while in middle and high school.  
His research interests center on music as a reflection of personal and group identity; he is particularly fascinated at how some 
of the same forces shaping society today also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classical music.  
 Aside from music, Dr. Grayson is the founder and director of Lost Roots Family History, a genealogy research 
company specializing in Jewish families from Central and Eastern Europe. His other interests include foreign languages, 
classic literature, traveling, and theoretical physics.  

제목: < George Gershwin's music and New York City - history of an association > 

요약:  
Nothing says "New York City" like the music of George Gershwin, but how exactly did the music of this particular composer 
come to symbolize the city itself -- especially when so many elements were taken from musical sources foreign to NY? 
The music of George Gershwin (1898-1937) has been indelibly linked in the public imagination with New York City. Born in 
Brooklyn to Russian Jewish immigrants, Gershwin's story in many respects mirrors American life, the experience of the 
American Jewish community, and the city of New York in particular. Yet many of the musical styles he used were in fact drawn 
from African-American cultures, and Gershwin himself spent time in Charleston, South Carolina, immersing himself in a culture 
far removed from the urban Northeast when preparing his opera Porgy and Bess. To what extent does Gershwin's music 
attest to the various musical cultures of early twentieth-century New York City, and how much does it reflect elements foreign 
to the city?  
When and how did Gershwin's music become so synonymous with the particular place of New York City? My talk will bring 
up these questions and will offer some suggestions as to their answers. 
 

서정훈 (6 월 23 일 토, 3:30 – 4:00) 

약력: 1982-1984 삼성 연금상품 개발팀 근무 

 1985-1987 MBA from St. John’s University, New York 

 1987-2018 AXA Advisor, 1290 6th Ave, 4th Floor, New York, New York 

제목: < IRA 를 손주세대까지 상속방법 - 일명 “STRETCH IRA” > 

요약:   

For Wealthier Retiree: Tax-Deferred to Grandchildren’s life expectancy - 방법: 수혜자 변경 

 

 

온기철 (6 월 23 일 토, 4:00 – 5:00) 

약력:서울의대 71 년 졸업, 마취과 전문의 

제목: < 대원군과 민비 그리고 서재필 > 

요약:  



서재필이 태어날 무렵, 흥선대원군은 12살난 고종을 앞세워 집권 했다. 10년동안 집권 했던 그는 

민비에게 밀려 나게 된다. 이후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엎치락뒤치락 권력 다툼을 하는 동안 나라는 

망해 간다. 민비가 개화파 사냥에 나서자 개화파는 갑신정변을 일으키나, 3 일천하로 끝나고 

서재필은 일본으로 피신 했다. 고종은 삼족을 멸 한다는 역적 죄를 지은 그를 암살 하려고 자객을 

보내는 등 신변이 위험 해지자 미국으로 망명 하여 한국인 최초의 미국 의사가 되는 데...... 

 

 
 

이원택 (6 월 24 일 일, 8:00 – 8:45) 

약력:  

 서울의대 71 년 졸업, 미국 노인 정신과 전문의(1983) 

 문단활동:  계간 <문학예술> 수필 등단(2010), 격월간 <한국문인> 시 등단(2012) 

   계간 <미래시학> 평론 등단(2015) 

 저서: <민화경>, <요지경>, <무아경>, <혼미경>, <신비경>, <<Meta Writing>> 

 

제목: < 의사들의 외도 > 

요약: 

사람들은 하나같이 호기심이 많다. 한가지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찝쩍거리길 좋아한다. 

의사라고 한 구멍만 파라는 법은 없다. 아니, 숱한 의사들이 바람을 피우려고 안깐힘을 써 

왔다.이와 같은‘과외활동’에는 외도·오입·난봉의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신세 조지는 일들이다. 

짜릿하고 신선한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본처의 악다구니하며 주위의 따가운 눈총은 어찌할 

것인가? 미치지 않고서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짓거리이다. 과연 우리 의사들 중에 어떤 

분들이 정도를 벗어나‘예술의 세계’로 빠져들어 갔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 

 
 

한(이)혜원 (6 월 24 일 일, 8:45 – 9:30) 

약력:  

 서울의대 61년 졸업, Harvard 병원에서 7 년간 레지덴트와 Oncology fellowship 훈련받음 

Philadelphia 의 Fox Chase Cancer Center 에서 HBV 발견자로 노벨상수상자인 Dr. Baruch 

Blumberg 의 연구팀에서 HBV 와 간암에 대한 연구 17년함, 1988년 Thomas Jefferson University 로 

초빙되어 B형간염, 감암 환자진료와 HBV research를하고 있음.  

 지난 30년간 동기생남편 Dr. 한수웅(Allergy and Immunology 전문)과 함께 HBV 계몽운동으로 

교포 3 만여명을 screen, vaccination 그리고 HBV treatment 를 실시함, Philadelphia 교포를 위한 

무료상담소를 30 년간 동료들과 함꼐 창립, 운영, 봉사함  

 Opera fan 으로 Metropolitan Opera Saturday Matinee 정규멤버로 20여년간 관람함  

 저서: 오페라는 누구나 즐길수 있다 

제목: < 오페라 인생은 풍요하다 > 

요약:  
오페라를 즐기는 것은 참으로 풍요한 생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개의 오페라는 작곡가가 우선 좋은 

스토리 (주로 명작)를 찾아서 그 내용을 연극으로 만들도록 대본작가에게  연극 대사(가사)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연극의 대화를 노래로 표현해야 하므로  짧으면서 의미가 전달되도록 대사 (libretto)를 만듭니다. 

오페라의 대본작가들은 대개가 시인들이어서 대사가 아름다운 시(詩)로 되어있습니다.  

오페라를 듣고자 하실때 우선 그 스토리를 알아야 하지요. 오페라 CD(전에는 레코드)에 따라오는 

libretto책자 에서 우선 개요(Synopsis) 를 읽으시고, 사실 가능하면 그 전 libretto 를 쭉 한번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다 알게 되니까요. 연극이라면 여기서 끝나지요. 오페라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음악 (record 혹은 CD) 을 틀고, 그 대사를 따라가며 음악을 듣습니다. 일류 성악가들이 오랜동안 연마해서 

그 대사를 음성으로 표현하는 것을 따라가노라면 그때의 감격과 즐거움은 말할수 없는 경지로 이끌어가지요. 



대사는 원어가 이탤리, 불어, 독어, 첵크어, 러시아어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영어번역이 있으므로 

얼른 영어로 대사 내용을 파악한 후 옆의 원어를 따라가며 음악을 듣습니다. 오페라가수들이 가사 내용에 

맞게 노래로 연기(vocal acting) 하는 藝技를 들으면서 경탄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되며 거기서 얻어지는 

감격과 희열은 크고 큽니다.  

 

 

 
 

최도빈 (박은경 00 부군) (6 월 24 일 일, 9:30 – 10:15) 

약력:  

 뉴욕주립대(버펄로)에서 윤리학, 비교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이화여대 생명의료법 연구소에서 의료윤리를 연구하고 있다. 

 저서: 새로운 예술을 꿈꾸는 사람들(2016), 철학의 눈으로 본 현대예술(2012)  

제목: < The Year of 1776 (그 해 1776 년) > 

요약:  

1776년은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의미 깊은 해이다.  

그 해 민주정체가 형성되었고, 자유시장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  

본 강의는 1776년을 기점으로 인간과 사회의 역사철학적 발전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이면에 내재한 그림자를 고찰하여 현재를 바라보고자 한다. 

 

 

 

김영애 (Mrs. 김성환 71) (6 월 24 일 일, 10:30 – 11:15) 

약력: 현, 미국 LA 피오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 후원 회장, 미주 중앙일보“이 아침에”  칼럼 

집필, 이화여대 동창회보 편집장 역임   

미주 크리스찬 문협 소설 부분 당선, 무원 문학상, 경희 해외 동포 문학상,  

한국 수필 해외문학상, 미주 펜 문학상, 국제 펜 한국 본부 해외 작가상,  

오늘의 작가상 등 다수 

 저서: 한 생각 물결되어 출렁일 때, 사각지대의 앵무새, 렌트 인생 

제목: < 수필에 대하여 > 

요약:  

수필(隨筆)은 청자 연적(靑瓷硯適)이다.  

수필은 난(蘭)이요, 학(鶴)이요, 청초(淸楚)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女人)이다.  

처음 쓰는 이에게 수필 쓰는 방법을 알려주며,  

좋은 수필 쓰기에 대하여 다 같이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다독(多讀), 다작(多作), 다상량(多商量)인 수필의 본질과 의미를 생각해 본다. 

 

 

 

최광휘 (6 월 24 일 일, 11:15 – 12:00) 

약력: 서울의대 76 년 졸,  

제목: < Aging change on face and what can we do about it? > 

요약:  

Factors contributing to skin aging can be divided into two major categories  



Intrinsic and extrinsic influences. 

Intrinsic aging refers to skin changes resulting from largely unknown internal bodily and genetic factors 
associated with a person’s chronological age. 
Extrinsic influence are mainly environmental factors, the most significant being sun exposure. 
Sun destroys collagen and elastin layer of dermis, which translate to sagginess of the skin and loss of volume. 
Wrinkles are characteristic signs of photo damage, the result of prolonged exposure to UV light. 
These changes of facial skin can be repaired with sunscreen; anti oxidant and anti aging cream to improve the 
skin surface also lack of volume can be repaired with fat transplantation, filler and collagen stimulating 
solution injection.  
Healthy and young look is more important as we aged and this goal can be achieved with simple skin 
protection and volumization of the face without major surgical interven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