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연혁 

 
1대 (1972-73년) 

회장: 이광수(41)  총무: 강상진(59)  재무: 박영준(63) 

- Greater New York에 SNUCMAA가 설립됨. 

- 첫 Directory 출간함: 회원수 850명. 

- 비영리, 비과세 기관을 신청함. 

- SNUCM library 지원을 시작함: 1992년까지 $30,000 ($1,000/year)을 보내기로 함. 

 

2대 (1973-74년) 

회장: 이규용(41)  총무: 강상진(59)  재무: 박영준(63) 

- 1974년 1월 5일: 첫번째 annual ball & delegate meeting이 New York의 Commodore Hotel에서 

열림.  

- 1974년 3월 7일: 비과세 기관으로 승인됨. 

- 1974년 6월 29일: 시계탑 1호를 출간함: 첫 편집장에 노용면(55). 

- 함춘 Club: 첫 회장 Mrs. 김정준(52). 

- 두번째 Directory 출간함. 

 

3대 (1974-75년) 

회장: 한용현(48)  총무: 이희경(61)  재무: 이준우(61) 

- 1975년 1월 4일: annual ball & delegate meeting이 New York의 Commodore Hotel 에서 열림. 

- SNUCM student hall에 $1,500을 기부함. 

- 세번째 Directory 출간함. 

- 장학회가 설립되고 SNUCM 재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시작됨. 

- China Medical Board (CMB) Matching Fund 협의; 이광수 초대회장과 이희경 총무가 수차 Dr. 

Patrick Ongly CMB 회장실로 초빙 방문하여 시행세칙 설명 듣고 차기 회장단과 협의 거쳐 

수락 합의에 이름.   

 

4대 (1975-76년) 

회장: 김정준(52)  총무: 이종욱(63)  재무: 권정덕(64) 

- 1975년 11월 29일: Annual ball이 NJ의 Sheraton Heights에서 열림. 

- 1976년 6월 12일: Delegate meeting이 NJ의 Sheraton Heights에서 열림. 

- 장학회를 special fund raising committee로 바꾸고 “CMB Matching Fund” 모금을시작함. 권기

홍(60) 동문이 $10,000를 기부함.  

- 김중오(66) 신부를 위한 모금 시작함. 

- 네번째 Directory 출간함: 회원수 1,084명.  



 

5대 (1976-77년) 

회장: 곽홍(51)  총무: 민병덕(59)  재무: 김준환(59) 

- 1976년 11월26-27일: 1차 학술 대회가 NJ의 Sheraton Heights에서 열림. 

- CMB Matching Fund $150,000가 모금됨. “Fellowship Matching Fund”가 시작됨. 

- 재학생에 $2,000의 장학금이 수여됨. 

 

6대 (1977-78년) 

회장: 박승서(48)  총무: 송관호(64)  재무: 김용두(64) 

- 1977년 11월 26일: Annual ball이 Manhattan의 Plaza Hotel에서 열림. 

- Research & Fellowship Fund $160,000이 모금됨. Chase Manhattan Bank에 Research & 

Education Fund 계좌가 CMB Matching Fund, Research & Fellowship Fund와 함께 열림. 

- Local chapter를 위한 revenue sharing이 시작됨. 

- 함춘 Club에 의해 첫 Youth Party가 NY Kennedy High School에서 열림. 

- 재학생에 $2,000의 장학금이 수여됨. 

- 두번째 시계탑 편집장에 김승업(60).   

 

7대 (1978-79년) 

회장: 박요수아(55)  총무: 한기현(63)  재무: 추재옥(63) 

- 1978년 11월 11일: Annual ball이 NY의 Rye Town Hilton에서 열림: 350명이 참가. 

- SNUCM Hospital의 개원식에 참가함. 

- 세번째 시계탑 편집장에 이희경(61). 

 

8대 (1979-80년) 

회장: 김재남(53)  총무: 권정덕(64)  재무: 윤홍기(64) 

- 1979년 12월 1일: Annual ball이 NY의 Rye Hilton에서 열림. 

- 장학 기금 모금을 위해 회비를 $25에서 $35로 인상함. 

- CMB chairman Dr. Ongley를 SNUCMAA 명예 회원으로 추대함. 

- SNUAA Hall에 $1,000 기부함. 

- 5번째 Directory 출간함. 

 

9대 (1980-81년) 

회장: 박근수(49)  총무: 김건언(65)  재무: 한규상(65) 

- 1980년 11월 1일: Annual ball이 OH의 Marriott at Cleveland Airport에서 열림. 

- Research & fellowship committee가 설립: 초대 위원장에 김윤범(58). Research grant 수혜자를 

찾기 시작함. 

- College Night이 함춘 club에 의해 개최됨. 

 



10대 (1981-82년) 

회장: 노용면(55)  총무: 김용두(64)  재무: 박진섭(73) 

- 1981년 11월 7일: Annual ball이 IL의 Marriott at O’Hare Airport에서 열림. 

- 1981년 12월 26일: College Night이 함춘 club에 의해 Tarry Town Hilton에서 열림. 

- 1982년 5월 22일: 뉴욕에서 첫번째 Dean’s Cup Tennis Tournament가 열림. 

- 1982년 6월 5일: Cleveland, OH에서 첫번째 Dean’s Cup Golf Outing이 열림. 

- 두 회원의 자제들에 $3,000의 장학금이 전달됨. 

- 김중오(66) 신부께 $10,000을 기부함.  

- 네번째 시계탑 편집장에 송관호(64). 

 

11대 (1982-83년) 

회장: 정구영(57)  총무: 정정수(62)  재무: 양운택(64) 

- 1982년 12월 18일: Annual ball이 PA의 Valley Forge Hilton에서 열림. 

- 1982년 12월 26일: College Night이 함춘 club에 의해 Tarry Town Hilton에서 열림. 

- 1982년 7월 5일: Korean-American 학술대회가 Washington, DC에서 열림. 한국에서 참가한 

동문들을 위한 welcome reception이 있었슴. 

- 뉴욕에 permanent central office를 설립함. 

 

12대 (1983-84년) 

회장: 김현규(47)  총무: 임현재(65)  재무: 김길중(65) 

- 1983년 11월 5일: Annual ball이 MI의 Westin Hotel at Detroit에서 열림. 

- 1983년 12월 26일: College Night이 함춘 club에 의해 The Manor in NJ에서 열림. 

- 1984년 6월 30일-7월 4일: 첫번째 Summer Convention이 WI의 Olympia Resort & Spa at 

Silver Lake에서 열림: 110명의 회원과 가족 포함 총 430명이 참석함. 

- 두번째 Dean’s Cup Golf Outing이 Chicago, IL의 Pheasant Run Resort Golf Club에서 열림. 

- 6번째 Directory 발간함.  

 

13대 (1984-85년) 

회장: 강상진(59)  총무: 최순채(66)  재무: 이영일(66) 

- 1984년 11월 24일: Annual ball이 Manhattan의 Plaza Hotel에서 열림. 

- 1984년 12월 28일: College Night이 함춘 club에 의해 NY의 Rye Hilton에서 열림. 

- 1985년 6월 30일-7월 4일: 두번째 Summer Convention이 NY의 Grossinger Hotel at Catskill에

서 열림. 

- Amendment of the By-Laws: 매년 선출되는 이사수를 4명에서 10명으로 늘림. 

- 다섯번째 시계탑 편집장에 허선행(64).  

 

14대 (1985-86년) 

회장: 박준홍(51)  총무: 정태(62)  재무: 이한중(66) 



- 1985년 12월 21일: Annual ball이 LA, CA의 Century Plaza에서 열림. 

- 1985년 12월 27일: College Night이 함춘 club에 의해 The Manor in NJ에서 열림. 

- 1986년 6월 25-29일: 세번째 Summer Convention이 MI의 Grand Traverse Resort Village에서 

열림. 

- SNUCM Children’s Hospital의 개원식에 시계를 기부함. 

 

15대 (1986-87년) 

회장: 이만택(58)  총무: 김영남(68)  재무: 우준균(67) 

- 1986년 11월 22일: Annual ball이 PA의 Valley Forge에서 열림. 

- 1987년 6월 28일-7월 2일: 네번째 Summer Convention이 Lancaster, PA의 American Host 

Farm Resort에서 열림. 

- Convnetion 의 질을 높이 위하여 세계적  석학을 제약 회사 후원을 받아 간암 특강과 

Pannel Discussion을 가졌슴. Dr. Brauch Blumberg (노벨상 수상자, Hepatitis B virus 발견자), Dr. 

Mattews (Chairman, Internal Medicine of Thomas Jerfferson University; 간 질환의 대가), 이혁

상 (62; 서울대 외과교수 간암수술 대가)과 한혜원(61)이 Pannel Discussion에 참가했슴. 

- Permanent Scholarship Fund를 위한 기금 모금을 시작함: $75,000이 모임 (법대 입학 James 

Jujin Kim (Chairman of Amko Co.)께서 $ 5,000을 기부함). 이준우(61) 동문이 $10,000을 기부

함 (이준우 장학금으로 명명함). 

- 회비를 $70으로 인상하고 revenue sharing을 $15로 인상함. 

- 여섯번째 시계탑 편집장에 유진일(67).  

 

16대 (1987-88년) 

회장: 채규철(59)  총무: 조영갑(70)  재무: 강창홍(71) 

- 1987년 11월 28일: Annual Ball이 NY의 Rye Hilton에서 열림. 

- 1987년 12월 26일: College Night이 함춘 club에 의해 The Manor in NJ에서 열림. 

- 1988년 7월 4일-8일: 다섯번째 Summer Convention이 NY의 Concord at Catskill에서 열림. 

- SNUCMAA of NA의 15주년 기념식이 열림. 

- 이만택 회장때 시작한 여덟번째 Directory 발간함.  

 

17대 (1988-89년) 

회장: 이동성(57)  총무: 홍준호(64)  재무: 이신재(72) 

- 1988년 11월 5일: Annual ball이 OH의 Marriott at Cleveland Airport에서 열림. 

- 1988년 12월 28일: College Night이 함춘 club에 의해 Sheraton heights in NJ에서 열림: 110명

이 참가함.  

- 1989년 6월 18일-23일: 여섯번째 Summer Convention이 PA의 Seven Springs Mt.에서 열림. 

- 장학금에 대한 rules & regulations을 정하고 permanent scholarship fund에서 11명의 재학생에 

$1,000씩 장학금이 수여됨.  

 



18대 (1989-90년) 

회장: 민병덕(59)  총무: 김중권(69)  재무: 김광호(72) 

- 1989년 11월 28일: Annual ball이 NJ Teaneck에 있는 Glenpointe Hotel에서 열림. 

- 1989년 12월 27일: College Night이 함춘 club에 의해 Sheraton Heights in NJ에서 열림. 

- 1990년 7월 1일-5일: 일곱번째 Summer Convention이 Absecon, NJ의 Seaview Marriott에서 

열림. 

- Korean-American Scientific Convention에 참가한 한국의 동문들을 위한 welcome reception이 

Manhattan의 Tavern on the Green에서 열림. 

- 회비를 $100으로 인상하고 장학금 fund도 $30으로 인상함.  

- Korean War Memorial Hall 건립에 $1,000, Church Ave in Brooklyn Riot Fund에 $1,000, LA Riot 

Fund에 $1,000씩을 기부함.   

- 일곱번째 시계탑 편집장에 임안무(69).  

 

19대 (1990-91년) 

회장: 강수상(53)  총무: 하용수(69)  재무: 김용명(67) 

- 1990년 11월 10일: Annual ball이 IL의 Westin Hotel at O’Hare Airport에서 열림. 

- 1990년 12월 26일: College Night이 함춘 club에 Sheraton Heights in NJ에서 열림. 

- 1991년 7월 3-7일: 8차 Summer Convention이 IL의 Indian Lake Resort에서 열림. 

- 전체 Research & Fellow Fund $1,550,000를 SNUCM으로 이전하고 SNUCMAA of NA 회원에

게 수여함: 첫번째 수혜자로 조세진(71)과 박종희(75) 동문이 선정됨. 

- 아홉번째 Directory 발간함.  

 

20대 (1991-92년) 

회장: 이운순(57)  총무: 서인석(73)  재무: 이강우(74) 

- 1991년 11월 3일: Annual ball이 NJ의 Secaucus Hilton에서 열림. 

- 1992년 7월 1-5일: 9차 Summer Convention이 Vernon, NJ의 Four Seasons Hotel & Great 

Gorge Country Club에서 열림. 

- Summer Convention 동안 Orchestra Club Reunion이 열림: 동문 및 가족, 그외 NY Chamber 

Orchestra 단원들이 참가함: 지휘자; 최진훈(70). 

- Research & Fellow 기금 수혜자로 강수상(53) 동문. 

 

21대 (1992-93년) 

회장: 오형원(59)  총무: 윤병인(68)  재무: 홍성진(71) 

- 1992년 11월 14일: Young Adult Party가 함춘 club에 의해 Cliffside Park, NJ의 Palisadium에서 

열림. 

- 1992년 11월 28일: GNY Chapter Annual ball이 Manhattan의 Windows on the World에서 열림. 

- 1993년 2월 11-15일: 10차 Scientific Convention이 CA의 Industrial Hills & Sheraton에서 열림. 

- North American Medical Missionary에 $10,000을 기부함. 



- 1993년 7월 3-5일: Summer Convention이 Pocono, PA의 Mt. Airy Lodge에서 열림: 240명의 회

원 포함 총 470명 참석함.  

- Research & Fellow grant 수혜자로 유태준(59) 동문이 선정됨. 

- 박성남 회계사를 SNUCMAA of NA의 central office secretary로 임명함.   

 

22대 (1993-94년) 

회장: 이희경(61)  총무: 조득환(67)  재무: 엄규동(69) 

- 1993년 11월 27일: Annual ball이 Cliffside Park, NJ의 Palisadium에서 열림. 

- 1994년 2월 11-15일: 11차 Scientific Convention이 Bahamas의 Princess Resort에서 열림. 

- 1994년 7월 3-5일: Summer Convention이 MD의 Ocean City에서 열림.   

- Summer Convention 기간 중 시계탑의 창간 20주년 기념식이 열림.  

- 시계탑 20주년을 맞아 첫번째 시계탑 문집이 출간됨: 표지 그림; 김명원(68). 

- Research & Fellow grant 수혜자로 유태준(59) 동문이 선정됨.  

- 열번째 Directory 발간함. 

- 1993년 7월 1일: 여덟번째 시계탑 편집장에 서인석(73).  

- Dr. Neal L. Gault 를 명에회원으로 추대하여 Directoy 1면 전면에 기재함.  

 

23대 (1994-95년) 

회장: 한승업(59)  총무: 김충규(66)  재무: 강광원(62) 

- 1994년 11월 27일: Annual ball이 Baltimore, MD의 Stouffer Plaza Hotel에서 열림. 

- 1995년 6월 28일-7월 2일: 12차 Summer Scientific Convention이 Ellicott City, MD의 Turf 

Valley Resort에서 열림. 

- "Shotgun"을 처음으로 시행하여 오전에는 동문 부인들이 매일 평균 60명, 오후에는 동문들이 

매일 평균 120명이 3일동안 실력을 겨루고 친목을 도모하였음. 

- Arts Club Reunion으로 미술 전시회가 열림. 

- 시계탑 이름으로 열린 photo contest 최우수상 $500을 조세진(71) 동문에게 수여함.  

- Univ. of Minnesota의 Dr. Neal L Gault를 명예 회원으로 임명함. 

- Research & Fellow grant 수혜자로 김승업(60) 동문이 선정됨. 

- SNUCMAA 회원을 위한 Retirement Village에 대한 의견을 모음.   

 

24대 (1995-96년) 

회장: 한기현(63)  총무: 정인용(71)  재무: 조영갑(70) 

- 1995년 11월 25일: Annual ball이 NJ의 Marriott Hotel at Newark Airport에서 열림. 

- 1996년 6월 28일-7월 2일: 13차 Summer Scientific Convention이 PA의 Hershey Park에서 열

림. 

- Research & Fellow grant 수혜자로 김의신(66) 동문이 선정됨. 

- Amendment of the By-Laws: Nominating committee는 4명의 전대 회장과 4명의 local chapter 

president로 구성해야됨. 



- SNUCM 이순형 학장이 Research & Fellow grant를 $10,000로 올리기로 결정함.  

 

25대 (1996-97년) 

회장: 김기태(58)  총무: 임윤명(68)  재무: 김원정 (75) 

- 1996년 12월 7일: Annual ball이 Detroit, MI의 Ipsiland Marriott Hotel에서 열림. 

- 1997년 7월 2-6일: 14차 Summer Scientific Convention이 Detroit, MI의 Ipsiland Marriott Hotel

에서 열림. 

- Research & Fellow grant 수혜자로 이종식(82) 동문이 선정됨. 

- 함춘 동문 회관을 위한 기금 모금 시작: 1997년까지 $120,000이 모금됨.  

- 권중희(49) 동문을 기억하기 위해 named scholarship fund ($50,000)을 시작함. 

- SNUH의 newspaper의 이름을 시계탑으로 정함. 북미주 동창회의 이름으로 선정된 이름을 

고려해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함.  

- 1996년 7월 1일: 아홉번째 시계탑 편집장에 노재홍(71).   

 

26대 (1997-98년) 

회장: 송관호(64)  총무: 김영철(67)  재무: 석창호(72) 

- 1997년 11월 22일: Annual Ball이 뉴욕 Pearl River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열림. 

- Annual ball과 같은 장소에서 Young Professional Party를 개최함. 

- 1998년 6월 28일-7월 5일: 15차 하기학술대회를 버뮤다 크루즈 선상에서 개최함. 

- 모교 동창회 함춘회관 건립 기금 모금을 시작함. 

- 이종식(82) 동문이 연구 기금을 수상함. 

 

27대 (1998-99년) 

회장: 배영섭(58)   총무: 서상헌(71)   재무: 위장호(73) 

- 1999년 7월 1-5일: 16차 하기학술대회를 IL Bloomingdale에 있는 Indian Lake Resort에서 개

최함. 

- 시계탑 창간 25주년을 기념하여 1994년-1999년 시계탑에 계제된 작품들을 모은 시계탑 문

집” 제2집을 발간함. 

- 1998년 7월 1일: 열번째 시계탑 편집장에 서량(69). 

- 1998년 12월: 유태준(59) 동문이 제 1회 함춘의학상을 수상함. 

 

28대 (1999-2000년) 

회장: 한성수(60)   총무: 이근웅(67)   재무: 이치훈(69) 

- 1999년 11월 13일: Annual Ball을 클리블랜드 메리옷 호텔에서 개최함 (130명 참가함). 

- 2000년 6월 30일-7월 4일: 17차 하기 학술대회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근교에 있는 Quail 

Hollow Resort에서 개최힘 (280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석함). 

- 1999년 12월: 김승업(60) 동문이 제 2회 함춘의학상을 수상함. 

- 2000년 1월 1일: 송관호(64) 동문 KAMA 회장 취임함. 



- 2000년 3월 18일: 한혜원(61) 동문이 “아주인 평등회”가 수여하는 “평등의 꿈 

상을 수상함. 

 

29대 (2000-01년) 

회장: 동형근(57)   총무: 이종현(66)   재무: 이창석(78) 

- 2001년 1월 29일: Annual Ball을 KAMA 학술대회장인 라스베가스 MGM Grand 호텔에서 개최

함 (200여 회원 및 가족이 참석함). 

- 새 Directory를 발간함. 

- 2001년 6월 27일-7월 1일: 18차 하기 학술대회를 캐나다 Kananaskis에 있는 델타 호텔에서 

개최함. 

- 2000년 7월 1일: 뉴욕 후러싱에 동창회 사무실 개설함. 

- 함춘회 일동이 동창회 사무실에 컴퓨터 및 프린터를 기증함. 

- 2000년 12월: 조세진(71) 동문이 제3회 함춘의학상을 수상함. 

- 고 이내열(71) 메모리알 펀드를 동창회 장학 기금에서 운영하기로 함. 

- 2001년 4월: 동형근 회장 모교 방문시 함춘회관 건립 위치 선정 문제에 대한 미주 동창회의 

의견을 전달함. 

- 2000년 7월 30일-8월 3일: KAMA 주최 백두산, 두만강 유역 의료 봉사에 21명의 동창회원들

이 참가함. 

- 함춘회에서 불우한 여성들에게 교육과 직장을 알선해 주고 있는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에 기금을 전달함. 

- 함춘회에서 한국 안양에 있는 나병 환자촌 ”라자로 마을”에 기금을 전달함. 

- 2001년 5월: Green Project Committee를 발족 시킴. 

 

30대 (2001-02년) 

회장: 조한원(63)  총무: 김홍서(69)   재무: 윤성수(72) 

- 2001년 11월 18일: 뉴욕지부 Annual ball과 같은 장소인 뉴져지 대원식당에서 Young 

Professional Party를 개최함. 

- 2002년 1월 24일-28일: 19차 학술대회를 캘리포니아 Indian Wells에 있는 르네상스 에스메랄

다 호텔에서 개최함 (120여명 참석). 

- 9.11 세계무역센타 테러사건의 희생자들을 위해 $1,000을 적십자사를 통해 성금함. 

- 회비를 $100에서 $125로 인상함. Scholarship fund에 $30, revenue sharing에 $15은 변함이 

없음. 

- 2001년 12월: 한혜원(61)동문이 함춘의학상을 수상함. 

- 2002년 3월 20일: 정구영(57)동문이 함춘대상을 수상함. 

- International Scholar Exchange Program committee를 신설하여 이만택(58)동문을 위원장으로 

위촉함. 

 

31대 (2002-03년) 



회장: 정정수(62)   총무: 문대옥(73)   재무: 심완섭(73) 

- 2002년 12월 21일: Annual Ball을 뉴져지에 있는 대원 식당에서 개최함 (186명 참가함). 

- Green project를 위한 모금을 시작함; $23,000 기금을 마련함. 

- 2003년 7월 2일-6일: 20차 하기 학술대회를 볼티모어 근처 Turf Valley Resort에서 개최함 

(238명 참가함).  

- 함춘회관 건립기금 21만불을 모교에 전달함. 

-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 총액의 50%($ 10,000)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함. 

- 2003년 1월 1일: 추재옥(63) 동문 KAMA 회장에 취임함. 

- 미네소타 펀드에 $57,000이 모금 되었음. 

- 2002년 12월: 최영자(66)동문이 제6회 함춘의학상을 수상함. 

 

32대 (2003-04년) 

회장: 이재승(61)   총무: 도상철(69)   재무: 조병선(71) 

- 2003년 12월 28일: Annual Ball을 KAMA 학술대회장인 올랜도 메리옷트 호텔에서 개최함 

(110명 참가함). 

- Green project committee를 ad-hoc에서 standing committee로 확정시킴. 

- 2004년 6월 30일-7월 4일: 21차 하기 학술대회를 펜실바니아주 허쉬 호텔에서 개최함  (200

명 참가). 

- 2004년 7월 2일: 시계탑 창간 30주년 행사를 하기 학술대회 기간 중 거행함. 

- 시계탑 창간 30주년 기념으로 “시계탑 문집” 3집을 발간함. 

- 미네소타대학 자매 결연 50주년 행사에 $ 5,000을 지원함. 

- 2003년 7월 1일: 열한번째 시계탑 편집장에 김병석(59). 

- 김윤범(58) 동문이 함춘대상을 수상함. 

- 2003년 9월 17일: 이재승(61) 회장이 신축된 함춘회관을 방문함. 

- 노용면(55), 박경민(59), 한혜원(61)동문이 “인물로 본 미주 한인 100년사”에 수록된 101명 

명단에 선정됨. 

 

33대 (2004-05년) 

회장: 이한중(65)   총무: 이태석(67)   재무: 오동환(71) 

- 2005년 3월 9일-12일: 22차 학술대회를 후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

함 (104명 동문 참가). 

- 박명근(60)동문이 함춘대상을 수상함. 

- “현대의학 100주년 기념회 (이길여(57) 위원장)”에 $ 2,000을 희사함. 

- 강칠용 교수 (Virology, Univ. of Western Ontario)를 명예 회원으로 추대함. 

- 최순채(66) 동문이 유타주에서 개최된 내셔날 챔피언쉽 스키대회(NASTAR)에서 우승함. 

- 염선영(2002) 동문이 세계 생물 정신 의학협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함. 

- 미네소타대학 자매 결연 50주년 행사에 이재승(61) 전 회장, 이종욱 WHO 사무총장등이 참

석함. 



 

34대 (2005-06년) 

회장: 최준희(64)   총무: 서인석(73)   재무: 심인보(83) 

- 2005년 11월 19일: Annual Ball을 뉴져지주 대원 식당에서 개최함. 

- 2006년 6월 25일-29일: 23차 하기 학술대회를 뉴져지주 아틀란틱 시티에 있는 타지마할 호

텔에서 개최함. 

- 처음으로 도입된 컴퓨터 클래스가 민경탁(65), 김길중(65) 동문의 노력으로 큰 호응을 얻었음. 

- 새 Directory를 발간함. 

- 2006년 1월 1일: 1997년 가동을 시작한 동창회 website가 오랫동안의 동면기를 거쳐 산뜻한 

단장으로 재 가동됨. 

- 오태요(62) 동문의 자제인 오유진이 모교 재학생 2명에게 4년간 학비 총액의 50%를 제공하

는 장학금을 수여함.  

 

35대 (2006-07년) 

회장: 조동준(64)   총무: 김홍서(69)   재무: 정균희(72) 

- 2007년 1월 31일-2월 4일: 24차 Scientific Convention이 CA의 Pacific Palm Conference 

Resort Hotel에서 열림. 

- 전대 SNU 회장인 정운찬교수가 ‘한국 경제의 중요한 과제; 서울대학교의 과거, 현재, 미래.’

에 대한 강의를 함. 

- Walt Disney Performing Art Hall 의 음악 concert에 무료 ticket과 전세 버스를 동창회에서 제

공함. 

- 2006년 12월: 안연승(64) 동문 함춘의학상을 수상함. 

- 박세록(63) 동문 장기려의도상 시상. 

- 2006년 9월 16일: 조동준(64) 회장이 이규용(41) 동문의 90세 생일을 축하하는 GNY chapter 

골프대회에 참가함.  

- 2007년 5월 19일: 김승업(60) 동문이 “함춘대상 학술연구부문”을 수상함. 

- 2007년 5월 19일: 이만택(58) 동문이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서 “자랑스런 재미동문상”

을 수상함. 

- 2007년 5월: 모교에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끼리 모여 만든 동아리인MEXIM이 설립

됨. 자체 운영이 가능할때까지 일년에 $4,000씩 보조해주기로 결정함. 

   

36대 (2007-08년) 

회장: 최영자(66)   총무: 이선희(81)   재무: 백승원(79) 

-  2007년 12월 NJ 에서 Annual Ball 개최함. 

- 2008년 3월 16-20일: 25차 Scientific Convention이 Las Vegas Suncoast Hotel에  

- 서 성황리에 열림. 

- 의대 미주 총동창회 역사 上 최초의 女人天下 {회장 최영자(66), 총무 이선희(81), keynote 

speaker 이길여(57) 선배님의 gathering이었슴. 함춘 여자동문모임 (9명)과 fashion show를 특



별 구상했슴. 

- Travel fellowship을 설립, resident training중인 young alum들을 초청했슴.  

- Non-CME program: 귀중한 사진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대금을 동창회 기금으로 기부한 조의

열(66) 예술 전시 위원장, 김택수(63) 고문, 귀한 예술 작품을 준비하여 판매 대금을 동창회 

기금으로 기부한 Mrs. 박웅길(66)등께 감사를 드림.  

- Silver Project 의 일환으로 남아메리카 여행. 

- 북미주 동창회 website “snucmaa.us”를 개설 운영하기 시작함. 익명의 동문이 봉사를 자청하

여 운영되고 있음.  

- Charity Ad-hoc Committee를 설정함. $3000을 사랑의 왕진가방(MESK)에 donation함.   

 

37대 (2008-09년) 

회장: 윤효윤(69)   총무: 오동환(71)   재무: 장연웅(78) 

- 2009년 7월 5-7일: 26차 하기 학술대회를 미시간주 Detroit에 있는 Ritz Carton Hotel에서 개

최함. 

- 송관호(64) 동문의 유언으로 송동문의 가족이 $100,000을 약정하여, “Dr. Kenneth Kwan Ho 

Song Scholarship”을 설립함. 

- “Dr. 오태요 장학금”을 금년부터 동창회에서 운영하기로 약속함. 

- 시계탑 창간 35주년을 맞아 시계탑 문집 4호를 출판함. 

 

38대 (2009-10년) 

회장: 이성춘(70)   총무: 박진국(71)   재무: 박일우(77) 

- 2010년 3월 17-21일: 27차 학술대회를 CA Anaheim에 있는 Paradise Pier Hotel에서 개최함. 

- 임정기 학장께서 SNUCMAA of NA Schoalrship의 matching fund로 대학에서 매년$10,000씩 

협조해 주실 것을 약속함. 

- 매년 $10,000씩 10년간 약정하여, “Dr. Tae Woong Kim (63) Scholarship”을 설립함. 

 

39대  (2010-11년) 

회장: 정인용(71)   총무: 강창홍(71)   재무: 오용호(72) 

- 2010년 11월 13일: Annual Ball을 NJ Teaneck에 있는 Glenpointe Marriott Hotel에서 개최함. 

- 2011년 7월 1-5일: 28차 하계학술대회를 CO Bloomfield에 있는 Omni Interlocken Resort에서 

개최함. 

- 2011년 5월 27일–6월 11일: Silver project의 일환으로 40여명이 참석한 “Alps 여행”를 가졌슴. 

- 서울대학교 미주 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이만택(58) 동문 취임 

- 2010년 12월: 임종식(57) 동문이 함춘학술상을 수상함.  

 

40대 (2011-12년) 

회장: 문대옥(73)   총무: 권오기(78)   재무: 심인보(83) 

- 2011년 11월 5일: Annual Ball을 NJ에 있는 Teaneck Marriott at Glenpointe Hotel에서 SNUAA 



Greater New York Chapter(백승원회장) 함춘의 밤으로 개최함. 

- 2012년 1월 20-22일: 29차 학술대회를 FL Orlando에 있는 Grand Cypress Hyatt Regency 

Hotel에서 개최함. 기존의 CME/Non-CME외에 특별한 program들로  

- 전회원이 참석하는(점심제공) General Business Meeting을 마련: 특별히 앞으로 발행되는 주

소록에 2세 자녀의사들을 수록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 “Geriatric Medicine”주제하에 Panel Discussion 제도를 도입함. 

- On-line을 통한 Post-convention CME certificate를 획득할 수 있게함. 

- Round Table discussion of past and present presidents 과 “Book author’s forum”를 개최함. 

- CME/Non-CME/Golfing등 모든 Program을 이틀에 걸쳐 하루종일 병행시도함.  

- 고 박준홍(51) 회장님의 유언으로 마련된 GP기금 $10,000으로, 8명의 resident및 가족들이 

travel fellowship 명의로 가정당 $1,500 (max)보조로 참가하였슴. 

- 2012년 1월 22-31일: Post-convention의 일환으로 가진 7박8일의 Western Caribbean Cruise

에 23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슴. 장시간의 Non-CME도 핳해중 함께 병행했슴.  

- 미주동문들의 졸업년도별 분포, 은퇴 /개업 현황도표를 집계발표함. 

- 전번에 보류된,  Charity committee 를 Ad-hoc Committee 에서 Regualr committee로 승격하

는 안이 이사회에서 통과: 한편 모든 사업의 집행은 먼저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기로 의결함. 

- 2012년 1월 7일: 문대옥(64)회장이 LA의 남가주지부 신년총회 및 하례식에 참석함.  

- Office Management Committee 부활, 새 사무장으로 Mrs, Jamie Kim이 임명, 특히 e-mail 재

정비를 통해 동창회와 committee활동의 홍보및 활성화를 추진함.  

- 동부와 서부를 잇는 teleconference의 동시 이사회를 시작함. 또한 power point를 통한 

presentation, 그리고 이사회 2주전 committee report를 이사들께 e-mail하도록 추진함.  

- 2012년 3월 이사회는 특별히 강대희 학장님과 International Affairs 김한석교수가 참석하여 모

교연혁, 국제 교류를 포함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발표함. 

- 2011년 12월: 최인섭(72) 동문이 동아대상을 수상함.  

 

41대 (2012-13년) 

회장: 김일영(71)   총무: 이원택 (71)   재무: 김성환(71) 

- 2013년 3월 14-17일: 30차 학술대회를 CA City of Industry에 있는 Pacific Palm Hotel에서 개

최함. 

- 2013년 3월 17-22일: “Classical Grand Circle Adventure” post-convention tour를 가짐. 

- 2012년 12월 16일: 한창규(81) 동문이 함춘의학상을 수상함 

 

42대 (2013-14년) 

회장: 김성환(71)   총무: 최광휘(76)   재무: 고용규(73) 

- 2014년 5월 16-23일: 31차 학술대회를 Alaskan Cruise에서 개최함. 

- 2013년 7월 4일: 이만택(58) 동문이 미주한인의사회에서 “최재창상”을 수상함. 

- 2013년 12월: 최용성(61) 동문이 함춘의학상을 수상함. 

- 박찬형(62) 동문의 요청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위암 진단및 치료를 도울 사업을 위



한 Ad-hoc committee를 차기회장단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함. 

 

43대 (2014-15년) 

회장: 서인석(73)   총무: 한창규(81) 재무: 심인보(83) 

- 2014년 11월 22일: Annual Ball을 NJ Ft Lee에 있는 Double Tree Hilton Hotel에서  SNUAA 

Greater New York Chapter와 공동 개최함. 

- 준회원: 11월 22일 대의원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됨. 

- 시계탑 문집 5호 출판: 11월 22일 annual ball에서 배부함. 

- 모교 박중신 (89) 대외협력 본부장이 대의원회에 참가하여 모교도서관의 현황및 renovation

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 켐페인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함. 

- Travel Fellowship: Training중인 resident, fellow 혹은 PhD동문들의 학술대회 참석 비용의 일

부를 장학기금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legal clearance를 확인 후 만장일치로 승인함. 

- 2015년 6월 4-7일: 32차 학술대회를 NJ Teaneck에 있는 Glenpointe Marriott Hotel에서 개최함. 

- 2015년 6월 5일: 시계탑 40주년 행사를 개최함. 

- 2015년 6월 6일: 북미주 동문들을 위한 “함춘공로상”을 신설, Grand Banquet도중 학장께서 

직접 수여함. 

- 동창회 역사 및 2세 자녀들의 정보가 새로이 첨가된 새 Directory를 발간함.  

- 2014년 7월 1일: 열두번째 시계탑 편집장에 이원택 (71). 

- 2014년 12월 16일: 강유구(71) 동문이 함춘의학상을 수상함. 

 

44대 (2015-16년) 

회장: 서윤석(68)   총무: 신원석(88) 재무: 주광국(68) 

- 2015년 12월 6일 Westin Tysons Corner Hotel, Virginia 에서 Annual Ball 을 서울대학교 지역 

동창회와 같이 성공적으로 개최함. 

- 미주 동문 중 GP (젊은 세대)의 회원자격을 졸업 후 20년 이내로 정하여 대의원회를 통과함.  

Honorary GP 는 GP 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은 새 GP 회원의 발굴, 그 

합리적인 활성화에 솔선수범하여 주력하였음. 

- 서울의대 동창회와 모교 학장실에 함춘 미주공로상과 함춘 학술의학상에 대한 수정안을 실

무자를 직접 면담하여 제시함. 그 결과로 제2 차 미주함춘공로상에 시계탑 편집위원회, 김의

신(66)과 조세진(71) 세 분이 수여됨. 

- 미주 동창회가 주관하는 Website 의 신설안이 대의원회에서 통과되어 그 신설을 시작하여 

테스트 단계에 있음.  

- 회기 중에 일어난 동문들의 조사에 정중히 예의를 표시했음. 

- 2016년 6월 1일- 5일에 있었던 33rd Medical Scientific Convention 을 성공리에 Virginia, 워싱

톤에서 개최함. (참가 동문 178명, 총 300멍).  

- 미주 서울대학교 동문과의 유대를 넓히고자 노력했고, 역대 사업의 하나인 장학금 재원의 중

요성을 인지하고 수십 년 만에 그 기금으로 저축하는 것을 실제로 처음 실천했음. 

 



 

45대 (2016-17년) 

회장: 이건일(68), 총무: 김홍서(69), 재무: 김명원(68) 

- 안타깝게도 갑작스런 김홍서 동문의 서거로 김성환(71)동문의 부인인 김영애 여사가 총무대

행을 맡아서 한 회기 열심히 봉사를 하여 총무대행 수행을 성공적으로 하였다. 

- 34차 학술대회가 California Industry City에 있는 Pacific Palms Resort 에서 3월 2일부터 5일

까지 성대히 진행이 되었다 

- 12명의 Green Project member들이 참여하여 reimbursement 혜택이 주어졌다. 

- 3회 미주 함춘 공로상에는 노용면(55), 이희경(61), 정정수(62)동문들이 모두 수년간 미주동

창회에 봉사한 바가 큼으로 선정이 되어 서울의대 학장으로 부터의 시상식이 학술대회장에

서 있었다. 수상자 전원이 수상액 전액을 미주동창회에 다시 기부를 하였다. 

- 미주 동창회 공식 Website가 9월 15일 추석날에 개진되어 동문회와 동문들의 소식을 신속히 

전달하고 동문들의 이야기와 사진들이 계시되고 있다. 

 

46대 (2017-2018) 

회장: 한승신(76), 총무: 강민종(91), 재무: 주광국(68) 

- 35차 학술대회가 New Jersey Teaneck에 위치한 Marriott Hotel에서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성대히 진행되었고, 13명의 Green Project Member들이 참가하여 reimbursement 혜택을 받았

다. 

- 학술 대회중 Asian American Stomach Cancer Disparity에 대한  열띤 panel discussion 후  

- AASCDTF(Asian American Stomach Cancer Disparity Task Force)가 결성되었다.  

- 학술대회중 원격 화상 회의를 시험하여 한국에 있는 동문들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 기회를 마련하였다. 

- 제 4 회 미주 함춘 공로상이 미주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임종식(57), 한기현(63), 김성

환(71)동문들에게 서울의대 학장님으로 부터 수여되었다. 수상자 전원이 수상액을 미주 동창

회에 기부하였다. 

- 제 1회 서울의대 학장 학술상이 제정되어 첫 수상자로 김원정(75) 동문이 선정 되었고 김원

정 동문은 수상액을 미주 동창회에 기부하였다. 

- 제 1 회 미주 동창회 자랑스런 Mentor상이 제정되어 그 첫 수상자로 김의신(66) 동문이 선

정 되었으며 김의신동문은 수상액을 미주 동창회에 기부하였다. 

- 미주 동창회 특별 공로상에는 백승원(79)동문과 이성근(66)동문이 선정되었다.  

- 학술 대회중 미주 동창회를 위한 모금운동의 일환으로 Silent Auction이 이성길(71)동문의 주

관으로 이루어졌다. 

- 미주 젊은 동문들의 network 구성및 의사소통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GP 주소록 완성및 

Mass E-mail 전달 체계를 갖추었다. 

- 젊은 동문들의 미주 진출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미주 교육병원 근무 동문들의 list를 작성하

여 모교 학장님과 MEXIM member들에게 전달하였다. 

- 모교 학생 미국 연수교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미주 동창회 소개및 미주 진출과 관련된 



Question and Answer, discussion을 주로한 1일 orientation이 이루어 졌다. 

- 미주에 몰아친 거듭된 Hurricane 피해자들을 위해 Hurricane Irma, Maria, 그리고 Harvey 피

해지역에 각각 $ 1000.00의 구호자금이 전달 되었다. 

 

47대(2018-2019) 

회장: 정균희(72), 총무: 안우성(76), 재무: 최광휘(76) 

- 36차 학술대회가California Industry City에 있는 Pacific Palms Resort 에서 3월 21일에서부터 

성대히 진행이 되었다. 

- 이번 학술대회에는 기본 Scientific Session에 AASCDTF(Asian American Stomach Cancer 

Disparity Task Force)forum을 넣은 program으로 유명 외부인사 들이 speaker와 panel로 참여

하였고, group discussion등 다양한 program이 학술대회장에서 열리어 많은 외부 참여자와 실

제 환자가 경험담을 들려주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다. 

- 여기에는 Medtronic의 support가 재정적 도움이 있었다. 

- 서울의대예과를 마치고 도미를 한 고 정병욱 동문의 가족으로부터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 정병욱 fund $10,000지원을 받아서 학술대회에 참여한 11명의 Green Project member들의 

reimbursement에 정병욱 fund가 도움이 되었다. 

- 제 5회 미주 함춘 공로상이  김병석(59), 최준희(64), 서윤석(68) 세 동문이 선출이 되었다. 

- 세 분의 미주동창회에 공헌한 바가 큼을 높이사서 서울의 학장님이 수여하는 시상식이 학술

대회장에서 있었다, 수상자 전원이 수상액을 미주동창회에 다시 기부를 하였다. 

- 또한 제 2회 학장상은젊은 후배들에게 모범이 된 오무연(89)동문에게 주어졌고, 서울의대학

장이 수여하는 시상식이 학술대회장에서 있었다. 오무연 동문도 수상액을 미주동창회에 기부

하였다. 

 

48대(2019-2020) 

회장: 이성길(71), 총무: 신원석(88), 재무: 강유구(71) 

- 37차 학술대회가 2020년 4월 3일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Covid outbreak로 취소되었다. 

- 시계탑은 회기 동안 계속 발간되었다.  

- 11명의 동문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매칭이 되었다.  

- 제 6회 미주 함춘 공로상이 강수상(53), 전희택(64), 허선행(64) 세 동문에게 수여되었다. 수

상자 수상액 일부를 미주동창회에 다시 기부를 하였다. 

- 송경민(09) 동문이 두산연강재단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 또한 제 3회 학장상은 채영광(02) 동문에게 주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