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2018 제 2 차 대의원회 초록 

일시: 2018 년 6 월 21 일 4 시(동부시간) 

장소:   동부(NY 지역), Teaneck Marriott at Glenpointe, Teaneck, NJ 

서부, JJ Grand Hotel, Los Angeles, California         

참석자  

한승신(76), 이명희(66), 고흥호(62), 서윤석(68), 이만택(58), 최영자(66), 김정아(76), 이성길(71), 

김의신(66), 박진섭(73), 김원정(75), 유영걸(76), 정균희(72), 김성환 (71), 전경배(75), 백승석 fund 

manager, 강민종(91), 채규철(59), 최준희(64), 곽승용(71), 한기현(63), 이원택(71), 권정덕(64) 

Proxy;  

김응식 (55), 김택수(63), 김명원(68), 주광국(68), 김태웅(63), 신용계(68), 이건일(68), 임응규(69), 

한성택 (57), 신두식 (64), 추재옥(63), 신규호(68), 이영인 (86), 손정현 (90), 심인보(83), 신원석 (88), 

이성춘(70), 강창홍(71), 김일영 (71), 조세진 (71), 석창호 (72), 김대중(76), 최인섭 (72), 민인기 (73), 

한민우(75), 남명호(81), 서귀숙(84), 남영재(94), 강현석 (2000),   송경민(2009),  

 

<회의 진행> 

1. 회의 참석 인원 소개 및 Proxy 점검 후 한승신 회장이 제 2 차 대의원회 개회를 선언함. 

a. 지난 “2017-2018, 제 2 차 이사회 회의”의 초록에 대하여 강민종 총무가 간략히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재청과 승인이 있었음 - 발표한 초록 내용은, 2018 년 1 월호 

시계탑에 보고한 내용과 동일함. 

2. 재정 위원회의 재무보고 및, 이에 대한 재청 및 승인이 있었음. 

a. Income   (05/31/2018 년 현재): Income ($244,158.68), Expense ($127,632.17), Transfer 

from last fiscal year ($226,781.37) -> Total ($343,307.84)을 보고함. 

a. Expected Expense ($101,500): Food and Beverage provided by Hotel ($ 38,000), Lunch 

and Reception provided by Sue Kim (15,000), Facility fee (AV including Microphone 

and mixer; 3,500), Fee for professional MCs and Photographer (5,000), Banner, plaques, 

printing program and etc. (5,000), Award and Gift (5,000), Lodging for invited guest 

(including Guest from Korea and travel expenses for speakers;      20,000), Expenses 

for pre and post-convention tour and Golf (10,000), 등 등의 상세 내역을 보고함. 

b. Expected Balance after the 35th Convention ($241,010.37) 을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재청 

및 승인이 있었음. 

3. 재정 위원회로부터, 현재 보통 예금 구좌 (checking account)에 머물러 있는 동문회의 운영 기금 

중, 일정 금액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이 안건으로 제시됨 (Following the 

review of the Financial Statement of June, 2017, Financial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accrued Scholarship donations (about $97,000) be transferred to Scholarship Management 



Fund. ). 이와 관련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5 만 달러의 금액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기로 함. 이는 지난 이사회에서 건의된 내용으로 백승석 Fund 

manager 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고 이 번 대의원회에서 승인이 됨. 

 

매년 받고 있는 Financial statement 에 나타나는 committee 별 잔고 액수가 누적이 된 액수로 

매년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실제상으로는 없는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음. 

 

근래 7 년 내의 기록에서는 각 committee 의 잔고가 매년 소진이 되고 있고, 

서윤석 회기에서부터 scholarship fund 에 남은 잔여 scholarship fund 를 은행구좌에서 투자 

fund 로 넣고 있음이 다시 상기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는 것이 이 번 대의원회에서 다시 

발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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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이 이루어짐 

a. 제 2 회 우수 작품상 모집이 현재 활발히 진행중임을 보고함. 

b. 동문 사모님들로부터의 더 많은 원고 투고를 환영한다는 말씀이 있음. 

c. 또한 동기들의 행사 소식과 각 지역 동창회 소식을 편집위원회에 활발히 알려 주기를 

당부함. 

d. 지난 12 년 간 출판된 시계탑의 내용이 모두다 동창회 웹사이트 (snucmaaus.org)에 실려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 덧붙여짐..  

5.  최영자 위원장으로부터 “Charity Committee” 보고가 있었음. 

a. 본 동문회가 주도하여,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기관에서 진행하는 “See, 

Test & Treat® From the CAP Foundation Collaborative Patient Centered Model” 연구 

기금에 응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함. 이와 관련된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 및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추가 설명이 있음. 

b.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문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대의원회에서 승인함. 

6.  “Scholarship Committee” 활동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있었음. 

a. 지난해 (2017 년) 7 월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미주 병원 연수 참가 서울의대 학생과의 

만남” 행사를 올해에는 지역별 미주 동창회가 주관하는 선배님들과의 만남 형식으로 

바꾸어 진행하기로 함 – 원래, 35 차 학술 대회 기간 중에 미주 병원 연수 참가 학생들을 

초청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였으나, 본교 학사 일정상 실현이 어려움이 확인됨.  

b. 이와 관련하여, 한승신 회장께서 이미 지역별 미주 동창회 동문들께 협조를 부탁하는 

이메일을 보낸 바 있음. 



7. 2018 – 19 년 회기를 맡아 새롭게 동문회를 이끌어갈 차기 동문회장으로 결정된 정균희 (72) 동문 

(현 남가주 지부 동창회장)으로부터 동문회의 발전 방향과 관련된 신임 회장의 포부 및 간략한 

인사말이 있었음. 

8. 유영걸 (76) Convention 위원장으로부터 “Convention Committee”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a.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발표된 바와 같음.  

9. “Scientific Committee”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a.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발표된 바와 같음.  

10. “GP Committee”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a. 특히“자랑스런 Mentor 상”과 관련하여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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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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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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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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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Unfinished business 및 기타 사항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마지막으로 “제 1 차 

이사회” 일정과 관련하여, 신임 회장님께서 추후 일정을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Prepared by 총무, 강민종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