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TOWN NEWS 15July 6, 2020   Vol. 1323커뮤니티 소식

 

오렌지카운티(OC) 한국전 참전 미군 용사 기념비 건립

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진다.

OC 한국전 참전 미군 용사 기념비 건립위원회(회장 노

명수)는 1일, 다음달 14일 OC 한국전 참전 미군 용사 기

념비(이하 기념비) 건립 예정지인 풀러턴 힐크레서트 공

원에 기념비 건립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내판은 별 모양 기둥 5개로 구성될 기념비 모형도 등

을 담게 되며, 가로 8피트, 세로 4피트 크기로 제작된다.

노명수 회장은“기념비 건립 시작에 앞서 지역 주민들

에게 기념비 건립 취지를 사전에 알리고 한·미 우호증

진에 기여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하는 것”이라며“이 행

사의 세부 일정과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

했다. 노 회장은 또“기념비 설계와 모형도 제작은 이미 

마친 상태”라며“풀러턴시는 현지 기념비 건립 예정 부

지 조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념비 건립에는 총 72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현재 33만7,088달러가 모금됐

LA와 오렌지카운티 식당들

의 영업이 다시 배달과 픽업 서

비스로 제한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

사는 지난 1일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한 19개의 카운

티 내 식당들에 영업 중단 명

령을 내렸다. 남가주에서는 리

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컨, 샌

타바버라 카운티 등이 포함됐

다. 이들 카운티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

고 있다.

이로 인해 식당 내 영업은 다시 중단됐다. 뉴섬 주지사

의 명령에는 식당 외에도 술집과 양조장, 영화관, 볼링장, 

아케이드, 카드실, 동물원과 아쿠아리움, 어린이뮤지엄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는 16일 오전 

10시, 7월 정기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

한다.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통해 열

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천하보험’의 마케

팅 담당 매튜 김 상무가 UHC 글로벌 헬스

플랜, 기업의 건강보험 준수 의무를 주제로 

강의한다. 

글로벌 헬스 보험료와 보험 적용 등의 면에

서 경쟁력이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의 건강

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https://zoom.us/j/ 

94515729676?pwd=dVBGc0RNdnlMOT-

VQUFo2SGFYODRCUT09)를 통해 참여

할 수 있다(ID: 945 1572 9676, Password: 

216670)

 

한편 KITA는 남가주에 진출한 상사, 지사

들의 권익 도모와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1980년대 초에 설립 되었으며 1996년에 법

인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주류사회 인사들과 교류로 2008년 한

미 FTA 협정 체결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2012년 협정 발효 이후 에도 FTA의 효율적 

이용과 확대를 위한 계몽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문의: (323) 939-9500, info@kita.com

‘OC 한국전 참전 미군 용사 
기념비 부지’ 안내판 세운다

LAC·OC, 식당내 영업 다시 중단
‘거리두기’ 불이행하면 단속

KITA, 7월 정기세미나 
온라인 개최

으며, 한국 보훈처가 해외 보훈사업으로 승인해 21만

6,000달러를 지원한다.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고펀드미(gofund-

me.com)에도 계정(https://www.gofundme.com/f/or-

ange-county-korean-war-memorial-monument)을 

열어 25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 중이다. 

3일 오전 10시 현재 모금된 기부금은 총 2,510달러다. 

등 실내 레크리에이션 장소들

의 영업 제한도 포함됐다.

아울러 뉴섬 주지사는 캘리

포니아 내 해안가 주차장을 폐

쇄하는 한편 6피트 거리두기

를 지키지 않는 업체를 단속

하겠다고 경고했다. 단속은 가

주 주류통제국(ABC), 소비자

국(DCA)과 고속도로순찰대

(CHP)가 합동으로 벌인다. 처

음 적발되는 경우 구두경고에 그치지만 재적발되는 경

우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LA카운티의 경우 업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 사

례가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보건국에 신고해야 

한다.

▲ 지난 5월 화상으로 열린 KITA의 5월 세미나 모습. 

                                                                사진=KITA

▲ OC 한국전 참전 미군 용사비 디자인 시안.  사진=건립위원회

▲ LA 코리아타운. 사진=Sutter sto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