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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의 맑고 투명한 햇살로 키웠습니다”
<경상남도 특산물 홍보 판매장> 거제시 농산물 판촉행사

경상남도가 경남도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산식품의 미

국 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해 라미라다시에 문을 연 <경

상남도 특산물 홍보 판매장>이 10월 1일부터 11월 31

일까지‘거제시 농산물 판촉전’을 연다.

행사 기간 중 특히 10월 8일 -10일에는 거제시장을 

비롯해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유자효차’,‘알로에겔

쥬스’등의 알로에 제품들, 프리미엄 백화고버섯 분말로 

만든‘활력’,‘울금365’등 거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촉 행사에 나선다.

‘유자효차’는 풍부한 일조량과 눈이 내리지 않는 겨

울, 그리고 건조하지 않은 날씨로 유자 생산에 최적의 조

건을 갖춘 거제도에서 자란 유자를 천연효소를 사용해 

통째로 저온 발효하여 추출해 만들어 유자 특유의 진한 

향이 그대로 살아있다. 유자는 레몬보다 비타민 C가 3

배 많이 함유돼 있어 감기와 피로 예방에 탁월한 효능

을 보이며 유기산도 풍부해 피부미용에도 좋다. 또 유자

에 들어 있는 헤스페리딘은 모세혈관을 보호해 뇌혈관 

장애와 중풍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싱싱한 야채와 과일에 유자효차를 곁들이면 특별한 

풍미의 샐러드를 즐길 수 있으며 시원한 유자에이드로, 

따뜻한 유자차로 만들어 마셔도 좋다. 

백화고버섯은 표고버섯 중에 갓이 칼집 낸 듯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는 버섯이다. 표고버섯 1,000개 중에 

2~3개 정도 나오는 희귀한 버섯으로 세계10대 항암식

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피부노화를 억제하고 아토

피피부염, 여드름,염증 등 피부질환에 효능이 좋으며 식

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경상남도 특산물 홍보 

판매장>의 주정수 대표

는“이번 행사는 거제시의 

특산물을 미주 교포들에

게 저럼한 가격에 제공하

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신

선하고 건강한 거제시의 

농산물들을 구매하기 좋

은 기회”라며“거제시의 

특산물을 통해 한국의 향

기를 느껴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 특산물 홍보 판매장>은 경남도 18개 

시ㆍ군의 대표 농수산식품, 공예품, 한방약초ㆍ차, 건강식

품 등 다양한 특산물이 상시 전시ㆍ판매하고 있다.

▶ 문의: (714) 752-6860

▶ 주소: 15524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2019 상반기 대한민국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TaLK) 모집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

원에서는‘2019 상반기 대한민국 정부

초청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Let's 

TaLK: Teach and Learn in Korea)에 참

가할 해외동포 대학생 및 외국인 대학

생을 모집하고 있다.

한국에 관심이 있는 동포 대학생과 

외국인 대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

해서 한국에서의 소중한 교육 경험을 

얻는 것은 물론 한국의 문화도 체험 할 

수 있다. 

프로그램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

로 시작은 내년 2월부터이다. 

지원 자격은 1) 영어국가 국적자(시민

권자)의 경우 4년제 대학과정 2년 이상

을 마친 학생 2) 해외동포(영주권자 포

함)의 경우는 대학(커뮤니티칼리지 포

함) 재학생 및 졸업생, 대학원 재학생 

3)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자이다.

장학금으로 입국항공료(1회 130만 

원, 총 1회 지급), 장학금(월 150만 원), 

숙소(또는 숙박비), 정착금(1회 30만 

원) 의료보험, 문화체험 지원비 등이 

지원된다. 

지원 마감일은 오는 12월 29일이다. 

조기 지원자를 우선 선발한다. 

TaLK 홈페이지(www.talk.go.kr)는 방

문하거나 LA 한국교육원(www.kecla.

org)으로 문의하면 지원 방법과 지원 

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문의: (213) 386-3112

               jkim.kecl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