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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발발 70주년 특별 전시회 개최
6월 13일-27일 노스리지 ‘프락시 플레이스 갤러리’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LA 인

근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

26일‘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스리지 

지역에 있는 프락시 플레이스 갤러리

(19860 Plummer St. Chatsworth, CA 

91311) 측은 전날 비영리 학술연구 지

원재단인 퍼시픽 센추리 연구소(PCI·

태평양 세기 연구소)와 공동으로 6월 

13∼27일‘전쟁의 기억, 평화를 위한 기

도’를 주제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

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모린 울프슨, 마이클 

우드, 비니 케이먼, 바버라 네이던슨, 루

어 에켈베리 등 미국에서 활동하는 작

가가 다수 참여한다.

전시회에서는 남북 정상이 올리브 가

지를 든 장면을 형상화한‘끝나지 않은 

일’, 6·25 당시의 신문을 몽타주 형식

으로 엮어 만든‘협상 테이블’, 한국화

와 옷감에서 차용한 이미지로 6·25의 

비극을 형상화한‘잊힌 전쟁’등 한반

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다양한 작

품을 만날 수 있다.

갤러리 측은“전시회를 통해 전 세계

인에게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희망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 사랑과 미소로 섬김 실천
아테시아 <스마일 보건센터>

미국에서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

칙적인 왕성한 활동과, 꾸준한 교제, 노후 생활에 맞는 

맞춤 정보 공유와 교육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개인 혼자

서 이런 활동을 꾸준하게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

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세리토스 인근 아테시아에 문을 연 <스마일 보건센

타>(Smile ADHC)는 어르신들의 노후 복지 증진을 위

해 올해 초 문을 열었다. <스마일 보건센타> 모든 직원

들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부모님 섬기듯이 

사랑과 미소로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

<스마일 보건센타>는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노후 관

련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예방 관리 (Prevention Care)

를 최우선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두

고 실천하고 있다. 

▶ 재미와 친절

<스마일 보건센타>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부터 즐

거운 마음으로 근무한다. 이런 까닭에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모든 어르신들도 모두 즐거워하고 짧은 기간에 표

정도 밝아지고 행동에도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 <스마

일 보건센타>의 진 김 PD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참여하

는 어르신들은 노후에 감소하는 식욕도 되찾아 식사도 

즐겁게 하고, <스마일 보건센타> 다녀온 날이면 잠도 

푹 잔다는 피드백을 많이 준다.  

▶ 사회, 인지, 물리적, 정서적인 종합적 맞춤 관리 

모든 프로그램 활동이 예방 관련 효과를 위해 구체적

이고 실질적으로 맞춰져 있다. 

정서적 부분(미술, 음악, 감상 등), 인지적 부분(빙고, 

단어 의미, 카드 놀이 등), 사회적 부분(팀 워크 프로젝

트), 물리적 부분(스트레칭, 맞춤 운동, 댄스), 정서적 부

분(노래 및 상담 등) 등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프로그램이 운

영되고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맞춤 서비스

<스마일 보건센타>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기간에도 가입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매일 정성스러운 음식과 학습 활 동

자료를 배달하고 전화로 체크하여 집안에서도 꾸준히 

인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매주마다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전화 상담을 통해 건강, 생필품 구

입 관련, 기타 복지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65세 이상의 Medicare + Medical이 있는 사람이면 누

구나 지원할 수 있다. 또는 65세 이하일지라도 Medical

이 있으면 된다

▶ 문의: (562) 402-0111 

▶ 주소: 12220 South St., Artesia, CA 90701

의 목소리를 전달하려 한다.”며“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

는 것이 전쟁에서 희생된 분들에게 보

답하는 진정한 길”이라고 밝혔다.

전시회를 공동 주최하는 PCI는 재미 

기업가 스펜서 김 CB0L그룹 회장이 

설립한 비영리재단으로, 캐서린 스티

븐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이사장을 맡

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