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2018 제 1 차 이사회 초록 

일시: 2017 년 10 월 9 일 3 시(동부시간), 정오 12 시(서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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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 JJ Grand Hotel,  Los Angeles California         

참석자 (동부) 

한승신(76), 주광국(68), 강민종(91), 이선희(81), 이명희(66), 서윤석(68), 이만택(58), 서귀숙(84), 

김정아(76), 백승석 fund manager, 채규철(59), 이희경(61), 곽승용(71), 한기현(63), 권정덕(64), 

강창홍(71). 

참석자( 서부)  

김대중(76), 최광휘(76), 이건일(68), 김성환(71), 김일영(71). 

Proxy;  

신용계(68), 조세진(71), 장세권(2001), 문대옥(73), 박일우(77), 최영자(66), 송경민(2009), 

유영걸(76), 남명호(81), 신규호(68), 남영재(94), 김택수(63), 최준희(64), 허선행(64), 최순채(66), 

백승원(79), 신원석 (88), 김태웅(63), 이원택(71), 오용호(72), 전경배(75), 심완섭(73), 이성춘(70).  

 

<회의 진행> 

1. 동, 서부 참석 인원 소개 및 Proxy 점검 후 한 승신 회장이 이사회 개회 선언함. 

2. 지난 “2016-2017, 제 2 차 대의원 회의”의 초록에 대하여 재청과 승인이 있었음 

3. 새롭게 임명된 임원진 소개 및 이에 대한 인준이 있었음. 

a. 곽승용 (71) 동문 – 송영두 (62) 동문을 대신하여, “Board of Trustees”의 새 임원으로 

임명됨. 

b. 강민종 (91) 및 조수정 (03) 동문 – “scholarship Committee”의 새 임원으로 임명됨. 

4. 2017-2018 회기 임원진에 대한 소개 및 이에 대한 인준이 있었음. 

a. President: 한승신(76) (* 지난 대의원회의에서 임명되었음) 



b. President Elect:김동훈(77) 

c. Vice President: 김대중(76) 

d. Treasurer: 주광국(68) 

e. Secretary: 강민종(91) 

f. 그 외, Finance: 신용계(68), Scholarship:이선희(81), Fund Raising: 최광휘(76), 

Scholarship Fund Management: 이명희(66), Research & Fellowship:조세진(71), Green 

Project: 이선규(89), Publication: 서윤석(68), By Law : 문대옥(73), Advisory & Exchange: 

이만택(58), Nominating : 이건일(68), Silver Project: 박일우(77), Office Management: 

서귀숙(84), Charity: 최영자(66), Website: 주광국(68), Convention Chair: 유영걸(76), 

Scientific Chair : 남명호(81), Non-CME Chair: 김명원(68) 의 각 위원회장 또는 담당 

임원이 소개되었고, 이에 대한 인준이 있었음. 

5. 2017-2018 회기 중, 지난 7 월 – 9 월 말까지 진행된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강민종 (91) 총무가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재청 및 승인이 있었음. 

a. 서울의대 동창회 미주회원 주소록을 업데이트하여 서울의 동창회에 전달함. 이에 따른 

“총동창회 주소록”이 출판되면, 150 부는 서부 동문들을 위하여 김 성환 동문님께 우송, 

50 부는 Virginia 지역 동문들을 위하여 서 윤석 동문님께 우송, 200 부는 New York 

지역 동문들을 위해  학술대회장에서 배부 예정이며, 예비로 50 부를 동창회 사무실에 

보관 예정. 

b. 젊은 동문들을 위한 (GP) 주소록 완성및 Mass E-mail 전달체계 갖춤 (Web site 

Chair/Co-chair 에 감사)을 보고 

c. “서울의대 미주 교육 병원 근무 동문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진행 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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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ncome   (7/1/2017 - 10/1/2017): Transfer ($90,200), Due & Donation, etc ($56,075), 

EFT Transfer ($5,629.27) -> Total ($151,904.27)을 보고함. 

b. Expense ($38,981.44)의 상세 내역을 보고함. 

c. Current Balance ($112,922.83) + 이건일 회기 ($136,581.37) = Total ($249,504.20) 을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재청 및 승인이 있었음. 

7. 이명희 (68) 동문으로부터, “Scholarship Fund Management”의 보고 및, 이에 대한 재청 및 

승인이 있었음 - 2017 년 9 월 22 일 현재 총 시가 ($259,455)를 보고함. 또한 First quarterly 



payment (08/15/2017): $5,629 가 지급되었고, 약 10 여년 간 이 배당금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8. 이만택 (58) Advisory & Exchange Committee 위원장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66 년도 졸업  Newport Beach, CA 에 사시는 김헌동문께서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을 통하여 

병리학교실 연구지원금으로 50 만 달러 ( $ 500,000) 를 기부하시었습니다. 매년 5 만달러가 

병리학 연구로 지불 됩니다. 김헌 동문께서는 병리학을 전공 하시고 특히 Hematopathology 를 

연구 하시었습니다. 

 

현재 모교 의과 대학을 위하여 기부하여 주셔서 재단에서 매년 장학금과 연구기금을 지원하는 

Fund 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기태 (58) - 노정옥 장학기금 ( $ 500,000) 

김용재 (66) 장학기금 ($ 500,000) 

이만택(58) – 이안나 장학기금 ($ 100,000) 

김의신 (66)  핵의학 교육기금 ( $ 250,000) 

이홍표 (64)  심장-혈관학 연구 및 교육 기금 ($ 300,000) 

유인경 (59)  미생물학 교수 기금 ( $ 900,000) 

총 305 만 달러 ( $ 3,050,000) 

 

미주재단에을 통하여 의학도서관 건립 기금으로 모교에 송금된 기부액은 10 만불 ($ 100,000) 

이 됩니다. 

많은 동문들께서 모교 발전을 위하여 기부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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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이 이루어짐. 

a. 제 1 회 작품상 심사 결정: 산문 (노영일), 시부문 (김병오), 농담골목 (이덕숭) (* 이 상의 

후원금은 함춘공로상을 수여받은 편집위원님들의 물심양면 Donation 으로  수상이 

진행되고 있슴) 

b. 원고를 보내실때: 투고를 하실때에  그동안 의사로서 경험한 꼭 발표하시고 싶었던 

숨겨놓은 이야기가 있으면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70 년 방준재 의견 ) 



c. 대담시리즈: 인기가 좋은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시리즈가 박은경 편집위원이 만난 젊은 

동문이야기와 함께 Senior 동문 대담도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Senior 동문 나수섭 (50), 

강수상(53)동문 부터 “시니어 대담 시리즈”도 함께 시작됩니다. 

d. 지나치게 긴 원고는 줄여서 보내주시기바랍니다. 아니면  그 원고는  Website 로 

해결됩니다. 

10. “Charity Committee” 보고가 있었음. 

a. Donation to COCO: $2000.00 (Funded by Charity Fund 2016-2017) 

b. 한승신 (76) 동창회장님으로부터, 허리케인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헌금 지급 제안이 

들어옴: Hurricane Harvey: $ 1,000.00, Hurricane Irma: $1,000.00, Hurricane Maria: 

$ 1,000.00 (총 $3,000.00). 이의 지급에 대해 재청 및 승인이 있음. 구체적인 예산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짐. “Charity Committee” 자체에서 이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번 일회에 한하여, “General Fund”에서 지급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50%는 “Charity Committee” 자체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등등이 제시되어서, 투표를 진행함. 그 결과 앞도적인 다수결에 의해, 이번 일회에 

한하여, “General Fund”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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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미주 지역 병원 실습에 참여한, “SNUCM Student”들을 

대상으로 “1st Panel Discussion & Student Q&A” Retreat 에 대한 보고. 

b. 총 19 명의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장학생” 및 “김태웅 장학생”지원자 중, 최종적으로 

6 명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장학생 4 명, 김태웅장학생 2 명)이 “장학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보고함. (송하림, 지예하, 김연수, 김무현, 김미현, 이소은 등 6 명) 

c. 장학생 선발과 관련한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재청, 승인이 이루어짐 

(그 내용으로는, “Application form”에 Green card 와 US Citizen 여부를 묻는 항목 신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포 자녀 발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구비서류”에 

부모의 지난 해 income tax return 을 포함시키는 것, 향후 서류 제출 방식을 이메일을 

이용하여 “electronic application”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 포함됨) 



12. 주광국 (68) 위원장으로부터 “Website Committee”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a. http:// snucmaaus.org  or snucmaaus.com: 2016 년 9 월 15 일 추석에 Launching  

b. Associate Chair 인 송경민 (09) 동문:  maintenance of Web and IT 부문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 또한, Website 를 이용하여 동문들에게  전체 email 로 동시에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는 편리한 연락망 구성 

c. 동창회에 오는 새로운 소식을 바로 Update  부고소식, 동문들의 활약상(전희택동문의 

첨단의학 소개), Minnesota project 소개, 사는 이야기, 모교학생들의 미국 연수교육 및 

기타 웹 페이지가 소개됨. 

d. http:// snucmaaus.org  or snucmaaus.com 을 많이 click 해 주실 것, 또한, email:  

snucmaaweb@gmail.com 으로 지부 소식이나 수필 기행문 등을 많이 투고해주길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음. 

13. 한승신 (76) 동창회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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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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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대한 보고 및 이에 따른 재청 및 승인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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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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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재청 및 승인이 이루어짐. 

d. Convention Registration Fee: Regular Member: $200.00  요청에 따른 재청 및 승인이 

이루어짐. 또한 Senior Member:  $100.00 로 할 것인가, 그리고 Senior Member 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승신 (76) 동창회장이 요청함. -> 

이에 대해, “시니어 할인”이 학술대회 참석을 독려하는 데에 큰 유익이 되지 않으며, 

선배로서 후배들과 함께 하는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할인 혜택이 없이 

정규 등록비를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의 재청 및 승인이 이루어짐 

(만장 일치로 통과됨.) 

14.  “Scientific Committee”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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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itions and management / Panel Discussion I:  Healthcare disparity for Korean-

American population / Panel Discussion II:  Regenerative Medicine / Panel Discussion 

III:  How to find the job you want to keep? 

b. GP forum:  After dinner banquet - How to find the first training program in US? 

c. Program for Career advancement: Physician leadership training with case studies / 

Forum for Women in Medicine / Poster Competition and Award Ceremony 

d. GP-CENTERED PROGRAM: How to find the first job you want – Panel discussion / 

First training program – Experience of the recent NRMP matching / Ph.D. track for 

academic career? / What can SNUCMAA US Website do for you? 

e. Networking: Friday day evening - Get to know dinner/snack at the GP headquarters / 

Saturday evening – After banquet 등등의 계획에 대한 보고 및 위의 사항들에 대해 

이견 없이 승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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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015 년 이후, 지속적으로 GP 회원 수가 증가하고 있음 (2016 년 주소록: 118 명 -> 

2017 년 주소록: 128 명으로 증가됨) 

b. 재정: Starting budget in 2016: $1,649.07, Expenses in 2016: $476.45, Carry over from 

2016: $1,212.62 



c. 향후 추진 계획: GP member 현황 분석(Per graduation year, Immigration and 

professional status, Geographic location, Working place/institution)을 통해 맞춤형 

사업 (예: Encouraging and sponsoring small, local (regional) GP events) 개발 예정 

d. “자랑스런 Mentor 상” 제정 목적 및 내용에 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토의가 있었음 

(15 번 항목에서 따로 자세히 설명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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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회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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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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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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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제 1 차 대의원 회의” 일정이 정해짐. 

a. Date and Time: Jan. 6th , 2018  at 3:00 PM for the East, 12:00 PM for the West 

b. Place: East Coast: Double Tree Hotel, West Coast: JJ Grand Hotel 

c. “제 1 차 대의원 회의” 때에, 서울의대미주동창회 장학생 시상식 예정 

 

 

Prepared by  총무 강 민종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