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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소식

OC한인회, 회장단 및 이사 
선거 일정 돌입 ... 7월 18일 선거

USC, 김병수 변호사
법률 담당 수석 부총장 지명 

소망소사이어티,
‘치매 가족 돌봄 교육’ 화상 세미나

“국제 사회 이끄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2020 ‘타운뉴스 장학생’ 장학금 전달
오렌지카운티(OC)한인회(회장 김종

대)가 제27대 회장단 및 이사 선거 일정

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

입했다.

OC한인회가 발표한 선거 일정에 따

르면 선거는 7월 18일(토), 가든그로브, 

부에나파크, 어바인 지역에서 실시된

다. 가든그로브 지역 투표 장소는 OC

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으로 결정

됐으며 그 외 지역은 추후 공지한다.

회장단 및 이사 후보 등록은 6월 18일

까지, 유권자(만 18세 이상의 한국인 및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OC지역에 거주

하고 있는 자) 등록은 6월 20일부터 7

USC가 9

일, 한인 김

병수 변호

사(사진)를 

법 률 담 당 

부총장 겸 

고 문 으 로 

지명했다.

캐롤 폴트 USC 총장은 이날“오랫동

안 연방검찰 LA 검사를 역임하고 카이

저 퍼머넌테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하

고 있는 김병수 변호사를 법률 담당 부

총장 겸 고문으로 지명한다.”며“신임 

김 부총장은 오는 7월1일부터 USC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롤 폴트 총장은“김 부총장 지명자

는 높은 식견을 지닌 법률 전문가로 높

은 도전 정신과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

다.”며 부총장 지명 이유를 밝혔다.

남가주 우드랜드힐스 출신인 김 변

호사는 하버드대에서 사회학을 공부

하고 런던대(정치학 석사)와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수학했다. 10여 년 전 검찰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비

전으로‘웰 비잉, 웰 에이징, 웰 다잉’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소망소사이어

티’(이사장 유분자)가 6월 24일(수), 오

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치매 가

족 돌봄 교육’화상 세미나를 진행한다.

‘치매가족 돌봄 교육'은 알츠하이머 

오렌지카운티협의회와의 협력사업으

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간병

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성격과 

행동 변화: 왜, 어떻게 반응하는가?’,‘공

감하는 대화: 새로운 이야기 방법’,‘가

정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주

제로 연속으로 진행된다. 

오는 24일에는 연속 교육 첫 시간으

로‘공감하는 대화: 새로운 이야기 방

법’을 주제로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 대

상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간

본보는 2020 타운뉴스 장학생으로 

박준재(18, 미국명 June Park) 군을 선

정해 지난 10일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어바인 우드브리지고등학교(Wood 

-bridge High School)를 졸업한 박 군

은 오는 9월 UC Riverside에 진학해 경

영학을 공부할 예정이다.

본사의 안창해 발행인은“큰 포부를 

월 11일까지이다. 

등록 장소는 OC한인회관 내 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실이다.

회장 입후보자는 OC한인회 선거관

리위원회(위원장 김태수)가 정한 소정

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서류 일

체와 5만 달러의 선거 등록금을 본인이 

직접 제출, 등록해야 한다.

현재 자천 타천 회장 후보로 거론되

고 있는 인물은 김경자 현 한인회 이사

장, 정영동 25대 한인회 이사장, 권석대 

전 오렌지샌디에이고 민주평통회장 등

이다.

▶ 문의: (714) 530-4810

청 사기 전담반에서 근무하면서 의료

보험 부풀리기, 정부지원금 가로채기,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의 난제들을 풀어

내며 주목받았으며 USC 법대에서 형

사법을 강의하기도 했다.

김 부총장 지명자는“명문 USC의 일

원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면서“USC

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 시키고 

준법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힘을 쏟겠

다.”고 소감을 전했다.

병인 또는 친구 등이다. 

교육은 알츠하이머 오렌지카운티협

의회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소망 

소사이어티의 남궁수진 간사가 진행

한다.

소망소사이어티 측은“이번에 진행

하는 연속 교육은 코로나19 여파로 불

가피하게 화상 세미나로 개최된다.”며          

“이 교육을 통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간병인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 참가 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으나 

6월 22일(월)까지 소망소사이어티로 참

가 신청을 해 화상 세미나  참석 안내를 

받아야 한다.

▶ 문의: (562) 977-4580

     somang@somangsociety.org 

가지고 한인 커뮤니티를 넘어 국제 사

회를 이끌고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인

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박 군의 

앞날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박 군은“타운뉴스 장학생으로 선

발돼 자랑스럽다. 주변 사람들의 기

대에 부응해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

다.”며“장차 한인 커뮤니티와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바로잡습니다

지난주 본보(1319호) 표지

와‘지니의 한국 사는 이야

기, 나는야 1.5세 아줌마’내

용 가운데“I can't breath”

를“I can't breathe”로 바로 

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