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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제14회 ‘세계한인의 날’
유공 재외동포 포상 추천 접수
한국의 외교부는 2020년 제14회 <세
계한인의 날>(10.5)을 기념하여 재외동
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의 발전
에 공헌한 재외동포 유공자 및 국내유
공자에 대하여 포상한다.
이와 관련해 LA총영사관은 지난 22
일“동포사회 발전과 대한민국 국위선
양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가 있을 경
우 5월 4일(월)까지 총영사관으로 추
천해 줄 것”을 공지했다.
추천 시에는 주어진 양식에 따라 작
성된 공적조서, ②정부포상에 대한 동
의서와 함께 이력서, 증빙 자료(공적
및 인적사항, 상벌 관계 등) 등을 LA
총영사관(3243 Wilshire Blvd., LA, CA
90010 )으로 제출해야 한다.
포상 기준은 ●수공 기간 : 훈장(15년

이상 공적), 포장(10년 이상 공적), 표창
(5년 이상 공적) ●재포상 금지 기간 :
훈장 7년 / 포장 5년 / 표창 3년 (단체
표창 : 3년 이내 동일 분야) ●포상 금
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또는 단체), 형사처분 받은 자,
도덕적 결격사유가 있거나 사회적 지
탄을 받는 자이다.
LA총영사관은 접수된 피추천자를
대상으로 관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
최, 포상추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LA총영사관 홈
페이지(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thku97@mofa.go.kr
(구태훈 영사)

OC평통, 마스크 기부 및
온라인 통일 강연회 개최

대한항공, 15% 할인 선불 항공권
이벤트 ... 지인 선물도 가능
대한항공은 최대 15%까지 저렴하게 항
공권을 살 수 있는‘선불 항공권’판매 이
벤트를 오는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선불 항공권은 목적지나 일정에 구애
받지 않고 구매 가능하며, 추후 여정을 확
정한 후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필요한 티
켓을 구매할 수 있는 항공권이다. 오는 7
월 1일부터 한국을 출발하는 국제선 전
노선에서 일반석, 프레스티지석, 일등석
등 모든 좌석 등급을 대상으로 한다.
선불 항공권은 구매 가격에 따라 향후
사용시 대한항공 홈페이지 운임에서 100
만 원은 10%, 300만 원은 12%, 500만 원
은 1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100만 원짜리 선불 항공권을 구매한 고
객이 실제 여행 시 대한항공 홈페이지 운
임의 80만 원짜리 일반석 좌석을 구매할
경우 10% 할인된 72만 원이 적용되는 방
식이다.
만약 실제 여행시 120만 원짜리 일반석
좌석을 구매할 경우에도 10%가 할인된

108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 사용하고 남
은 선불 항공권 잔액은 다른 항공권 구
매 시에도 할인 적용을 받거나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선불 항공권’은 유효기간은 2년이다.
또한 선불 항공권 발급 고객 명의를 기준
으로 스카이패스 회원 가족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여행을 계획 중
인 지인에게 선물로도 활용할 수 있어 한
국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좋
다. 유효기간 내 환불 시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으나,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3만 원의 환불 수수료가 공제된다.
선불 항공권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은
오는 5월 31일까지 대한항공 선불항공권
전담데스크 (02-2656-2370/주말 포함
08:30~17:30 운영)로 연락하면 된다. 홈
페이지에서는 구매할 수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news.koreanair.com
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고교생 위한 ‘온라인 과학콘서트’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오렌지샌
디에이고지역협의회(이하 OC평통, 회
장 오득재)가 지난 17일 오렌지카운티
(OC) 내 6개 양로병원에 각 500장씩,
총 3,000장의 수술용 마스크를 기부
했다.

피털과 부에나파크너싱센터(이상 부
에나파크)등이다.
OC평통은 4월 3일엔 UC어바인 메
디컬센터에 KN 95 마스크 2,000장을
기부하기도 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회
장 오준석)가 고교생들을 위한 초청해
‘온라인 과학 콘서트’(KSEA Science
Concert)를 연다.

OC평통 측은“이번 마스크 기부는
OC평통이 이달 들어 시작한 마스크
기부 캠페인의 일환”이라며“특히 한
인이 많은 양로원을 선정해 기부했
다.”고 전했다.

한편 OC평통은 4월 28일(화) 오후 7
시 30분 그룹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줌’(ZOO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 개성공단 전문가인 김진향 교수의
온라인 통일강연회를 연다.
이날 강연회에서 김 교수는 개성 공
단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과 통
일 정책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이다.
줌 아이디는 336 369 4444이다.

4월 29일과 30일, 5월 5일, 7일, 12일등
5차례에 걸쳐 열리는 이 행사에는 세계적
인 한인 과학 석학이 출연해 대학에서 과
학기술 분야를 전공할 예정인 고교생들
이 미래 과학기술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
도록 조언한 예정이다.
강연은 ksea.org/us/sconcert에서 들을
수 있다.

의 세계적 권위자인 하버드대 필립 김 교
수 ●4월 30일(오후 3시): 나노바이오융
합기술의 세계 최고 석학으로 꼽히는 하
버드 의대 루크 이 교수 ●5월 5일(오후3
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의 권위자인 코
넬대 대니엘 이 교수 ●5월 7일(오후3시):
코비드19 진단검사 키트를 생산하는 세
계적 바이오테크 기업 애봇(Abbott)의 에
스더 양 전 선임디렉터 ●5월 12일(오후3
시): 입자물리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시카
고대 김영기 교수 등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강연자와 쌍방향 소통
도 할 수 있다.

강연자는 ●4월 29일(오후 3시 30분, 이
하 LA시간 기준): 그래핀(graphene) 연구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 인원 제한이 있
다. 선착순으로 참가할 수 있다.

마스크는 오렌지그로브양로병원(가
든그로브), 애너하임크레스트너싱센
터와 선마너싱센터(이상 애너하임), 그
린필드케어센터와 플러싱매너너싱홈
(이상 풀러턴), 오렌지그로브리햅하스

▶ 문의: (714) 537-6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