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차 이사회 초록 

2023 년 1 월 14 일(토요일) 동부시간 오후 3 시 (서부시간 낮 12 시) 

    Zoom 화상회의  

 

참가자: 

이만택(58),김태웅(63), 최영자(66),서윤석(68), 김성환(71), 김영애,  

김일영(71), 서인석(73), 전경배(75), 남명호(81), 김자성(85), 

강민종(91), 박종철(99), 송경민(09),박혜성(06) 

proxy:  

한기현(63), 권정덕(64), 허선행(64), 최준희(64), 이명희(66), 주광국(68), 신규호(68), 

이원택(71), 강창홍(71), 조병선(71), 정균희(72), 고용규(73), 한민우(75), 안우성(76), 한승신(76),  

최광휘(76), 김동훈(77), 이선희(81), 차민영(82),  

서귀숙(84), 임경빈(99), 박은경(00) 

 

1. 2023 년 1 월 14 일(토요일) 동부시간 오후 3 시에 Zoom meeting 으로  

1 차 이사회를 김성환(71)사회로 진행으로 시작하였다. 

 

2. 지난 회의 초록(2022 년 8 월 27 일 제 1 차 이사회)을 요약하여 읽은 이후 

참석 전원의 동의를 받고 2 차 이사회의 각 부서 보고가 이어졌다 

 

3. Treasurer(85 김자성)의 재무 서면 보고: 

2023 년 1 월 13 일 현재의 은행 잔고 액수와 2022 년 7 월 1 일에서 2023 년 1 월 

13 일 현재까지의 동창회비의 합계와 각 committee fund 의 합계액수를 보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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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inance committee(71 김성환): 지난 회기의 세금보고가 잘 진행이 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5. Fund Management committee report(Fund Manager, John Baek)의 보고: 

1998 년에 투자 금액이 얼마이고 그 동안 지급이 된 액수, 현재 원금과 이자에 

대한보고가 있었다. 

 

2022 년 한 해 주식시장이 평균 25% 하락한 상황에서 미주서울의대 fund 는 YTD 

4.7% 수익률 이었음을 보고 하였다. 

 

 

6. Scholarship committee report(91 강민종):  

2022 년 9 월 11 일로 서류 마감이 된 미주교포 자녀에게 수여되는 장학생 선발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2 명의 김태웅 장학생과 4 명의 SNUCMAA 장학생이 선발이 되었고, 

수상자의 감사편지를 선별하여 시계탑과 website 에 올렸다고 보고 하였다. 

김태웅(63)장학생을 다음 회기에서 부터는 3 명을 선발해 달라는 김태웅 선생님의 

의견이 있으셨고, 본인 생전에 매 해 1 만 불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다. 

다음 회기에, 고 이상설(58) 부인 김정화 여사님께서 지원금 2 천 5 백불과 고 

정일환(63) 선생님의 부인이신 최문숙 여사님께서 지원하신 5 천불에 대한 장학생 

선발이 이어질 계획이다.  

그리고 Scholarship 과 Green Project 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지원금의 사용에 관하여 

 고 김국민(60)선생님의 부인이신 김공자 여사님께서 매년 1 만불씩 지원하시는 것은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Green Project member 들에 대한 지원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상일(60) 선생님의 1 만불 지원금 등 fund 로 서울의대 본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추가 study 를 추진하는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하여 구체적이 방안은 별도 

회의에서 정하여 보고를 하기고 하였다. 

             



            이는 Green Project 임경빈 chair 와 Research and Fellowship 박혜성 chair 와 함께  

            의논을 하기로 하였다. 

 

7. 시계탑 편집위원회 보고(68 서윤석): 

2023-01-14 오늘 이사회 이전 Zoom 으로 편집회의가 있었고, 

한국 동창회에서 발간을 한 2022 년 동창회 명부는 3 월 말에 열리는 제 38 차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그 곳에서 받아 갈 수 있다고 보고를 하였다. 

계속 이어지는 변화에 미주서울의대 동창회에서 발행한 2015 년 동창회 명부에서  

Update 가 된 것이나 한국 본교에서 발행 한 2022 년 명부를 미주로 보내오는 것은  

제한적이라서 부득이 참석자에게 돌려 진다는 설명이 있었다. 

시계탑 운영은 다양하고 우수한 원고를 보내오시고 많은 성원을 입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다. 

 

8. Scientific committee report(99 박종철): 

             38 차 학술대회의 Scientific session 주제도 지난 학술대회에 이어서 

             Healthy Aging 으로 Living Long and Living Well 과  

             Next Generation in medicine 을 두고 session 이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 하루 전체의 

             강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보고 하였다. 

             Green member 들이 다수 동부에 있음으로 서부로 항공여행을 하게 되면  

             시간 차 이유로 원래 계획인 토요일 하루전체와 일요일 오전 강의가 

              금요일 오후 강의와 토요일 전체 강의로 변경을 요청 하였다. 

             추가 다른 주제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연락을 부탁 드린다고 하였다. 

             Green Project member speaker 의 우수한 Abstract 을 얻고자 이에 대한 지원을  

             전원 각 $500 씩 지원하여 이 번 38 차 학술대회에는 6 명의 speaker Abstract 지원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다.  



 

9. Convention committee(71 김성환): 

38 차 학술대회의 General Program 소개가 있었고, 이 번 1 월호 시계탑에 상세 

내용과 Registration form 이 나갈 예정임을 보고 하였다. 

골프 (3 월 30 일)에 대한 문의는 박일우(71) 동문의 연락처 이라고 보고 하였다. 

 

10 Non CME committee(71 김성환 부인, 김영애): 

3 월 31 일(금)과 4 월 1 일(토) Non CME 강의는 이미 강사와 내용이 정해져서 

순조롭게 준비 중 이라고 보고 하였다. 

 

11. Charity committee (66 최영자 chair)의 보고: 

Charity committee 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NYCOCO(뉴욕장애 아동지원센터)이  

COVID 사태 이후, 장애 아동이 격리 지침을 지키는 일도 어렵고, 구인도 힘든 상황이 

아직도 나아 지지 못함에 아쉬움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 

미주서울의대 동창회의 Chaitable activity 가 매우 중요한데 다른 곳에 지원 할 것을 

현재 찾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알아 본 것은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는 것인데 더 큰 fund 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받기를 청하였다. 이에 대한 상의는 임원들 사이에 고려해 보기로 하였다. 

12. 전경배 회장 보고:  

새해 인사로 마무리 인사를 시작하시고, 38 차 학술대회의 참여를 각 동기대표가 

동기들께 긍정적으로 참여를 구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현재 미주서울의대 동창회의 앞으로 갈 길에 Green Project member 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동창회의 연로하신 회원의 작고 시에는 원하신다면 조화를 

보내는 것을 본인 회기에는 진행을 하겠고, 그 다음에도 이어지기를 원한다고 

발표하셨다. 

2019-2022 10 명의 이사진의 유임을 부탁 예정이고, 만약 사양을 하시는 분은 더 젊은 

층으로 이사진이 채워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히셨다. 

 



모든 참석자의 본인의 간략한  근황 소개 등, 담소이 이어졌고, 

다음 38 차 학술대회에서 얼굴을 보기를 희망하면서 회의가 마무리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