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주 서울 의대 동창회 제 37 차 학술 대회 

                            NON CME PROGRAM ABSTRACT 

                                      Room : Oaks #2 

 

 

2022 년 6 월 24 일 (금요일) 
 
 

10:00 AM - 10:50 AM   불경스러운 말들                                   서 량 

 

육두문자, 욕설, 쌍말, 쌍소리 또는 막말이 있다. 경건한 말에 맞서는 쌍스러운 말을 

연구 분석한다. 재미있다. 군대와 사회에 계급이 있듯이 말에도 계급과 서열의식이 

숨어있다. 영어도 그렇다. 우리 말은 더 심하다. 

 

11:00 AM - 11:25 AM    시계탑 발행과 동문들 자기 책 소개                     서 윤 석 

시계탑 편집, 발행 과정의 설명, 우송, 현재의 운영 실정과 미래의 대책, 모든 독자 

들과의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많은 동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또 지난 5 년간 

발간된 동문들과 부인, 자녀들의 저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임낙중, 이원택, 

서윤석, 강창욱 따님 Lydia Kang 등...   참석한 동문 모두가 같이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11:25 AM -11:50 AM   Private Investment                        Morgan Stanley 
 

금리와 물가상승으로 우려가 큰 현재 상황에서 주식마켓이 아닌 부동산 현물투자를 통해 

꾸준한 월소득을 배당 받고, 최근 개정된 세금혜택까지 보면서 성장가능성도 추구하는 

전략을 세계적인 상업용 부동산 투자기관인 BROOKFIELD / OAK TREE 에서 소개하게 

됩니다. 일반 투자가가 참여할 수 없는 기관, 투자 간의 private investment 을 모건 

스탠리를 통해 소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12:00 Noon -1:00 Pm Lunch Brake (Room Birches) 

 

1:00PM- 1:50PM  치매와 영성(Dementia &Spirituality)           배 성 호 

현사회에 노령화가 짙어 가면서 치매가 증가함에 따라 항간에 대중의 관심도 깊어져 

간다. 그럴수록, 많은 환자들과 가족 친지들이 불확실하고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확실한 치료법과 예방책이 결여된 현상태에서 치료와 예방에 대한 

가지각색의 정보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건강과 치유’를 논할 때 

‘총체적이고 전인적 ’인 것을 거론하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영적인 면을 간과하고 있다. 

더욱이 치매에서는 두뇌의 활동과 기능을 빼놓고 의미 있게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면, 곧 영성의 문제를 치매에서 도외시해 버릴 수가 없다. 본 강의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영성을 포함해서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를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2:00 PM -2:50 PM    사진 자신 있게 찍는 방법                              나 두 섭 

사진 찍기 위한 요소, 사진기의 종류와 구조, DSLR 과 Mirrorless 의 차이점, 렌즈종류, 

사진사의 기술, Mode dial, 사진구도 및 저장법,  

카메라에서 Smart phone 으로 사진 보내는 방법과 카톡으로 사진 보내기 

 

 

 

 

 

 

 

 

                             



 2022 년 6 월 25 일 (토요일) 

 

9:00 AM-9:50 AM 시어(詩語) 문어(文語) 구어(口語) 아니면 속어(俗語)?     

서 량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성경 구절을 구어체로 옮길 수 있을까? 고리타분한 

고전 시(詩)가 생기발랄한 현대시로 진화하는 와중에 구어가 속어로 탈바꿈하고 있다. 

말 속에 숨어있는 말의 그림자에 혼을 빼앗긴다. 

 

10:00 AM - 10:50 AM   스마트폰 필수 사용법                         조 병 선   
 

우리 동창회 회원 대부분이 시니어이시지만 이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단조롭고 더욱 발전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있습니다. 

4 차 산업 혁명의 문턱을 넘어 들어오니 우리 생활에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이  이제 인공

지능이 추가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경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스마트혼에서 매일 사용하는 KakaoTalk,  Messages,  email, 

YouTube 등이 있지만 인공 지능으로 사용되는 Google Lens, Snapseed 사진 편집, 

Google 다루려 합니다.강의는 Galaxy Phone,모든 iPhone 등 

기종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린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11:00 AM - 11:50 AM  역사는 애국이 아니고 과학이어야 한다.        이 영 묵 

역사관은 그 시대의 국가가 처한 위치나 그 시대의 영향력이 강한 사람에 의해, 왜곡되 

기도  변질되기도 하며 해석되어 왔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역사관. 때로는 그것이 

실증적 역사관을 외면하고 순진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사상을 오염시키고 있다. 나는 

역사는 애국이 아니라 과학의 눈으로 보며 진실한 역사를 인지하고 올바르고 균형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국의 비래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12:00 Noon -1:00 Pm  Lunch Brake (Room Birches) 

 



 

2:00 PM -2:50 PM    이광수의 Short Story 영문 번역                             강 창 욱 

춘원 이광수는 한국현대문학의 문을 연 거장이다.  한국최초의 한글 장편소설 “무정”을 

1917 년 발표 하면서  파란 만장을 살다 간 비운의 작가.  서울의대 출신이 중오 정신과 

전문의가 펴낸 “이광수를 변호함”이란 책은 춘원연구의 한 획을 그은 명저가 되었다.  

예전부터 춘원 이광수 소설을 즐겨 읽었지만, 도미하여 우연한 기회에  그 분 소설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전과 다른 소감으로 춘원 선생의 문학을 탐독하던 중, 우연하게 그 분의 

아들 이영근 박사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춘원 선생이 자신의 소설이 외국어로 번역되기를 

평소 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분의  뜻을 받아 들여 처음으로 단편집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그것이 “ The best Short Stories of Yi Kwang-S”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광수 선생의 염원이던 소설 ‘유정’을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것 역시 곧 출판될 

예정이다. 

 

3:00 PM -3:50 PM   감정 표현과  우울                                    배 영 훈 

1.  8 가지 기본 감정 

2. 감정과 생각:  감정의 뒷면에는 자동 생각(Autonomic thoughts)이 있다. 

3. 감정과 인지: 두뇌에 나타나는 현상.  

    예: 두려운 감정을  경험하면 두뇌는 이를 인식하고 기억한다.  

4. 우울증에 나타나는 감정과 인지: 우울하면 나와 나의 주변 그리고 미래를 어둠 침 

침한 색깔로 칠하게 된다.   그리고 얼굴에는 우울한 표정도 드러난다. 

5. 우울증과 Mental Well-being /  Positive e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