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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s Program Overview
안녕하십니까?
2016년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부 주최 수학 및 과학 경시대회
(KMSO)의 학부모 프로그램에 한인 학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1994년 부터 매년 개최되어온 수학 및 과학
경시대회 (KMSO)의 기존 학부모 프로그램은
자녀들이 미래의 글로벌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학계 및 관계 등에서 활동하는 훌륭한 한인
연사들의 강연으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최근 몇년간 새로운 포맷의 다양한
프로그램 시도로 많은 학부모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참석하신 학부모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본 프로그램의 성장에 큰
바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학부모님들이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IT/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바이오/의학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과학과 연관된 학문에 대해
쉬운 이해를 드리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연구분야를 엿볼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학 전문가 분들과의 간담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분야로
진로를 선택한 대학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을 패널로 초대하여 그들이
과학분야로 진로를 선택한 이유와 학업 과정등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과거 KMSO 수상자 중
한 분 을 초 대 하여 KMSO 참 석 이 본 인 의 진 로 선 택 에 미 친 영 향이 나
과학분야에서의 만족도 등을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 과학 분야 전문가들을 한
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 과학은 모든 분야의 전문 직업에
필요하므로 자녀의 관심이 인문 사회 분야이더라도, 학부모들께서는 과학에
관심을 갖고 자녀를 교육시키며 조언하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와 같이 좋은 기회에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바쁜 삶 속에서 자녀들의 교육에 정성을 다하는 학부모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하며, 자녀들이 훌륭한 인재가 되어 한인사회 및 전 인류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석, KMSO2016 학부모 프로그램 좌장

Agenda
10:00 AM – 10:10 AM

Welcome Remarks
Min Suk Kang,
Chair of Parents Program
Columbia University Medical Center

10:10 AM – 12:00 PM

Meet with Scientists I
Moderator: Min Suk Kang

Junior Scientist
Students panelists
12:00 PM – 1:00 PM

Lunch

1:00 PM – 1:30 PM

KMSO Opening Ceremony

1:40 PM – 3:40 PM

Meet with Scientists II
Moderator: Min Suk Kang

Senior Scientist &
2009 KMSO Science Awardee

Panelists of Parents Program 2016
Meet with Scientists I
Moderator: Min Suk Kang

Doyun Kim
Columbia University

Joanne Lee
Columbia University

Jisoo Park
Cooper Union

Jiwon Park
Cooper Union

Ji Min Son
St. John's University

Meet with Scientists II
Moderator: Min Suk Kang

Celline Kim
Brown University / Long Island Conservatory
2009 KMSO Science Awardee

Myung Jong Le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Bong Jun Ko
IBM T.J. Watson Research Center

K. Stephen Suh
Hackensack University Medical Center

Ju-hyun Lee
Nathan Kline Institute/NYU Langone medical center

Ohbong Kwon
New York City College of Techn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