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젊은	세대(Green	Project)	의	역사	

			1977			

26대	송관호(64)회장이		GP	committee를	설정	

	

			2001	-	2002	

		6월	1-3일	29대	동형근(57)회장과	부회장	임안무(69)가	서인석(73)동문을	GP	Committee	

Chair로	임명.		

		9월	29일	뉴욕 Chapter	모임에	젊은	세대	10명	참여	

11월	18일	뉴욕	Chapter	Annual	Ball	젊은	세대	22명	참여	

	

		2002	-	2003	

			1월	17일	이사회때의	의결사항	

			GP는	1974년	후에	졸업자	

			GP	들의	주소록	작성	

			GP들의	직장	알선을	도와준다	

			조형기동문(92)이	Guide	Book	for	American	&	Dental	Education		System	발간	

			9월	21일	이사회에서	결의사항	

			한기현(63)	장학위원장이	모교학생에게	매년$10,000까지	사용할	것을	통과시킴	

			12월	21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31대	정정수(62)회장의	노력으로	$25,000	을	모금,	미주동문들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정함.	

	

	2004	-	2005	

	2월	23일	겨울방학연수로	온	모교재학생	들과	오용호(72),		서인석(73),	이도은(99),		염선영(02)	

회동	

				3월	20일	이사회에서	GP	Committee가	정식	승격됨.	



	

			2005	-	2006	

					3월	7일	이명희(66)동문을		Website	Committee		Chair로	임명.	

					9월	3일	강현석(2000)에게	동아리조직	부탁	

					$4,000을	지원할	것을	통과,	이만택(58)동문이		지도교수를	모시고	학생단체로	등록할	것을			

주장함.	

				문대옥	장학위원장	모교방문,	Website	비용을	GP	fund에서	지출예정.	

	

			2006	-	2007	

			6월	25일	Convention	에	115명동문	참가	5명이	GP임	

			왕창규	학장	연수학생에게	Pass/Fail	학점발표.	최순채	(63)	

			장학위원장	장학금은	반드시	교육용으로만	사용되어야함을	강조함.	

			2007	-	2008	

			4학년	학생	이정석,	옥찬영,	박종한	MEXIM(More	Experience		In	Medicine)동아리를	설립함	

			10월	6일	이사회	

			오용호(72)	장학위원장	지침마련	

							7월	1일	시계탑,	신문광고	

							9월	중순까지	신청서류	

							장학위원회의	결과를	이사회에서	추인받을	것	

			김윤희,김민주,	이익재	박성욱	SNUCMAA	장학생으로	선발됨	

			이영인	학술위원장(86)	활약	

	

			2008	-2009	

			10월	3일	이사회	MEXIM	윤찬	회장과	협조의논	

	



			2009	-	2010	

				2대	백시한(99)GP	위원장이	사퇴	3대	안상훈(94)동문이	임명됨	

	

			2010	-	2011	

				이영인(86)동문이	4대	GP	위원장에	임명됨	

				7월	8일	이사회에	4명의	학생이	애로사항을	의논함	

	

2014	-	2015		

Dr. Mooyeon Oh-Park (89)이 GP Committee Chair 를 맡아 Drs. Sunhee Lee (81), ChangGyu 

Hahn (81)  YoungJae Nam (94) 와 함께 GP 부활을 목표로 task force를 구성하였음.   GP 

committee 월례 회의가 President Dr. Seo In-Suk및 새로 영입된 GP 멤버들과 선배들의 

참석하에 열려서 현실적으로 이를수	있는	목표를	정하였음.		(세부	사항및	결과는	아래	

테이블	참조)	

Areas identified for GP Actions and Results 

Incomplete directory & poor 

communication among young alums (post 

1980 graduation)  

New Facebook group launched. ~100 young 

alums identified via Facebook and personal 

contacts 

Research career development A session devoted to research career 

development was offered by Drs. ChangGyu 

Hahn and YoungJae Nam at the 2015 

Convention, Green Project forum 

Private practice career development A forum devoted to Private practice building 

was offered by Drs. Wonsok Shin (88), Inbo 

Sim & SungEung Yoo (94) at the convention 

Women in Medicine & Science  Data from SNUCM presented and discussed 

at the convention  

Medical Student Electives/Career advice Meetings with MEXIM members and SNUCM 

students during summer elective period 

2015 scientific convention 에 25 명의 1980년 이후에 졸업한 동문들이 참석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GP 멤버들만으로 진행된 scientific session과 Green Project Forum 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GP forum 에서는  젊은 동문들이 당면한 어려움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이 논의 되었다.  현재 트레이닝 중인 동문들, 석박사 과정 중인 동문들과 아직 

미국 의료시스템에 정착하지 못한 동문들에게 동창회에서 여행 경비를 

제공하였다.  젊은동문들의 간단한 약력을 프로그램 abstract book 에 개제하였다. 

 

2015	-2016	

남명호	동문	(81)	이	GP	chair로	임명됨.		송경민	(2009),	박종철	(1999),	장세권	(2001)등	젊은	

동문들이	멤버로	활약하여	작년에	이어	또	한번의	성공적인	GP	Committee	활동들이	

집행되었다.			

지난	GP	리더쉽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	

1.    White	Paper:	Dr.	Chang	Gyu	Hahn	(81)과	몇명의	GP	멤버들이	협력하여	향후의	GP	movement의	

지속적인	성공과	좀더	안정된	GP	platform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제안이	시계탑에	

2회에	걸쳐	게제되었다.		

2.    매월	진행된	Washington	GP	meeting이외에도	각	지역의	Local	GP들의	networking	meeting들이	

Boston,	Chicago,	Houston,	Nashville	등에서	선후배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고,	GP	발전및	2016년	

annual	convention	참가등에	관한	진지한	토의를	하였다.				

3.    White	Paper의	내용에	대한	전체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한글	(시계탑에	

간지	첨가)과	영문	(Survey	Monkey이용)으로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시계탑	2016년	7월호에	

게재함.	

4.    2016년	annual	convention에도	GP	동문들의	scientific	session	에	적극적인	참여가	돋	

보였다.		이번에는	Personalized	(Precision)	Medicine		theme을	가지고	GP동문들이	Panel	

Presentation을	발표하였으며,	2회의	GP	Forum을	개최하여	Website의	GP	section과	GP	White	

PaperSurvey	data	발표가	있었다.		

5.    강현석	동문	(2000)이	2016-2017GP	Committee	chair로	결정됨.		이로서	처음으로	GP	proper	

member가		GP	committee를	이끌게	됨.		젊은	동문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는	

동문들이	열심히	참가함으로써	세대교체가	이루어	졌음.		기존의	GP	리더쉽의	지속적인	

support예정.	

	



오랫동안	혼동이	되어온	GP에대한	Definition은	2015년	44대	서윤석	회장이	해당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서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GP(젊은	새대)의	정의는	졸업후	20년	이내이며	2015년	현재	는 1996년	졸업	이후의	

동문이	된다.	따라서	Honorary	GP는	GP를	돕고자하는	모든	희망자들이다.	젊은 GP만이	

이에	준한	동창회의	혜택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