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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H마트, 고객 감사 경품 이벤트 … 대상 G70

H마트가‘고객 감사 경품 이벤트’

를 연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H Mart 스마트 카드 회원들을 대

상으로 내년 1월 17일까지 열리며 

H Mart LA 한인타운 마당몰(62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코리아타운 프라자(92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시티센터점(3500 W. 6th, 

Los Angeles, CA 90020 )에서 물건

을 구입한 후 영수증으로 응모하면 

된다. 

내년 1월 19일 추첨을 통해 대상-

제네시스 G70(1명), 1등-1,500달러 H마트 상품권(1명), 

2등-1,000달러 H마트 상품권(2명), 

3등-100달러 H마트 상품권(20명), 

4등-50달러 H마트 상품권(50명), 

5등-20달러 H마트 상품권(100명)

등 총 174명에게 푸짐한 경품이 주

어진다.

행사 결과는 각 매장 내 게시판

과 H마트 홈페이지(www.hmart.

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H마트 스마트카드는 회원이 사용

한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1,000포

인트(1달러=1point)를 적립하면 10

달러 상품권 지급하는 등 회원들에

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각 

매장 고객 서비스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사진=H마트 홈페이지

LA한국문화원,
‘한국문화가 있는 날 프로젝트’ 영상 제작

< Korean Art @ Home “보자기” >… “한국문화 체험 기회 제공 위해 기획”

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 이

하 문화원)은‘2020 한국문화가 

있는 날 온라인 프로젝트’로 문

화원 SNS 계정을 통해 집에서 체

험하는 < Korean Art @ Home“

보자기”> 영상을 제작했다.

지난 14일 문화원 홈페이지 및 

YouTube채널, 페이스북, 인스타

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계정

을 통해 소개된 영상은 보자기 및 

한국의‘보자기 싸는’문화에 대

한 소개와 보자기의 활용도, 네 가지 전통 매듭 기법 등

을 엘렌 이(Ellen Lee) 보자기 작가의 영상 강의를 담고 

있다.

 문화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이번 영상은 문

화 체험 플랫폼을 오프라인에서 YouTube 채널, 웹사이

트,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현지인들

에게 집에서 직접 한국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해 기획하였다.”고 밝혔다.

 

문화원은 매월 전시, 공연, 워크

샵, 영화, 태권도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주제로‘한국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열고 있다.

 

한편 보자기는 한국의 물건을 

감싸는 천이다. 물건을 보자기로 

감싸 선물하고, 보관하고, 이동하

는 것은 한국의 아주 오래된 전통

이며, 일상 생활 전반에 널리 퍼져 

있던 문화이다. 보자기는 용도에 따라 소재와 색, 장식

이 달라지면서 저마다의 다른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아

름다움을 뿜어낸다.

아기를 감싸면 아기보, 책을 감싸면 책보, 상을 덮으면 

상보가 되고, 먼 길을 떠날 때 필요한 물건을 모두 넣어 

감싸 짐을 꾸리면 보따리가 된다. 갖가지 문양으로 수

를 화려하게 놓은 것은 수보, 삼베로 만든 보자기를 삼

베보로 부르며 만든 방식이나 소재를 표현하기도 한다.

▲ 사진=LA한국문화원

 

LA동부한인회, 
회장 이취임식 및

장학기금모금 골프대회

LA동부한인회(회장 조시영)는 회장 이취

임식 및 장학기금 골프대회를 연다.

LA동부한인회는 지난 11일 오후 5시 로렌

하이츠 신원 중식당에서 21명의 이사가 참

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 및 장학기금모

금 골프대회 준비모임 열고 오는 11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로얄비스타 골프코스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조시영 회장    

(사진)은 지난달 

10일 15대 회장

으로 추대됐으

며 10대, 11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임기는 

2년이다.

LA동부한인

회는 행사를 위해 이종문 전 LA동부한인

회장을 대회장으로, 명예대회장에는 최재현 

전 LA평통회장, 박수웅 고문, 최은수 고문, 

박세원 홍보 이사를, 준비위원장에는 박재

현 전 이사장을 선임했다

조시영 회장은“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어려

움 속에서도 한인들을 위한 봉사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행사 축하 화환 등은 정중하

게 사절하며 그 대신 한인회 발전 기금으로 

기부해 달라.”고 말했다.

행사의 대회장을 맡은 이종문 전 회장은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

수하며 열 것이다.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

해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고 전했다. 

▶ 문의: (626) 624-9119

              siyoungj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