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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예정대로 실시

한국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

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의

원 재외국민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우한

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재외국민 투

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선관

위 관계자는“우한 지역 같은 경우 들어

갈 인력의 입국과 장비 반출이 어려워 

중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정부가 전 세계의 코로나19 상황

이 심각함에도 재외국민 투표를 강행하

는 것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 하락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

택으로 해석된다.

한국정부가 재외국민 투표를 예정대

로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주 로스앤젤

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이하 LA총영

사관)은 투표소 안전 대책을 세우고 있

다. LA총영사관은 투표소에 손소독제

를 비치하고, 투표소 종사자들은 마스

크를 착용하며 유권자들이 사회적 거

리두기가 실현될 수 있도록 투표소 환

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LA총영사관 관할구역 내 재외국민 투

표소는 공관투표소(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를 포함해 모

두 세 곳에 설치된다. 추가 투표소 두 곳

은 확정된 추가 투표소는 오렌지카운

티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과  샌디에이

고카운티한인회관(7825 Engineer Rd. 

San Diego, CA 92111)에 설치된다.

운영 기간은 ▶LA총영사관 투표소: 4

월 1일부터 6일까지, 오전 8시-오후 5

시 ▶나머지 두 투표소: 4월 3일(금)부

터 4월 5일(일)까지, 오전8시-오후 5시

이다.

한편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제

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유권자는 총 7,662명으로 확

정됐다. 이는 지난 제 20대 총선 때의 

7,020명보다 642명(9.1%) 증가한 것이

다. 이는 일본대사관(8,687명) 호찌민총

영사관(8,6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이다.

전세계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는 17만 

1,959명으로 이는 제20대 총선의 15만 

4,217명보다 11.5% 증가한 것이다. 국

가별로는 미국이 4만 562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2만 1,957명), 중국(2만549

명)이 뒤를 따랐다.

커뮤니티 소식

<PECHANGA 리조트 카지노>, 3월 말까지 임시 폐업
“COVID-19 유행에 따른 고객 및 직원 건강과 안전 위한 조치”

<PECHANGA 리조트 카지노>가 지난 16일(월) 정오

부터 임시 폐업에 들어갔다. 임시 폐업 기한은 이달 말

까지이다.

<PECHANGA 리조트 카지노>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히며,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

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로부터 고객과 직

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PECHANGA 리조트 카지노>의 부족 회장인 마크 

마카로 (Mark Macarro) 씨는“전 세계를 혼란

에 빠뜨린 COVID-19로부터 <PECHANGA 

리조트 카지노>를 찾는 고객들은 물론 직원들

과 부족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PECHANGA 리조트 카지노>를 임시 폐쇄하

기로 했다.”며.“Pechanga 가족들은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강인한 정신과 다른 사람을 위

하는 마음 그리고, 결단력 및 회복력으로 이번 

COVID-19사태를 이겨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PECHANGA 리조트 카지노>의 임시 

폐쇄 기간 동안에도 직원들에게 기본 급여 및 

복리후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PECHANGA 리조트 카지노>의 임시 폐쇄 결

정에 따라 지난 20일(금)과 21일(토) <폐창가 리조트 카

지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JK 김동욱 & 손승연 콘서

트’도 연기됐다.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 측은“이미 티켓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티켓 구매 시 사용한 크레디트카드 계좌로 

전액 환불하며, 티켓마스터(Ticketmaster)로 티켓을 구

매한 고객들에게는 티켓마스터의 온라인 환불 및 교환 

규정에 따라 환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 측은“연기된‘JK 김동욱 & 

손승연 콘서트’가 언제 다시 열릴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Pechanga Resort Casino)>는 

미국 최고, 최대 규모의 리조트/카지노 중 하나이다. 

USA 투데이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카지노이자, 2002

년부터 AAA로부터 다이아몬드 네 개 평가를 받고있

는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는 머무는 기간에 관계 없

이 고객들에게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휴가를 선사한

다. 5,000개 이상의 인기 슬롯머신과 테이블 게임, 세계

적인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1,090개의 객실, 레스토랑, 

스파는 물론, Journey at Pechanga를 통해 대회 수준의 

골프장을 제공하는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는 고객과 

커뮤니티의 니즈에 단순 부응하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을 

제공해 드리는 명소 중의 명소이다. Pechanga Band of 

Luiseño Indians에 의해 소유 및 운영되고 있다.  

24시간 운영되며, 21세 이상 성인만 입장할 수 있다. 폐

장 기간 동안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 자세한 정보 및 문의: (877) 711-2946(무료)

                                        www.Pecha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