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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소식

LA총영사관, ‘한미 FTA 무역 통관 세미나’ 개최
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가 11월 5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30분(서부시간 기준)까지‘한미 FTA 무역 통
관 세미나’를 연다. 이 행사는 줌(zoom) 온라인 화상 프
로그램을 통해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한다.

세미나 참여를 위해서는 bit.ly/FTAseminar에서 사전
등록해야 한다.

▲ 한미 FTA 무역 통관 세미나’ 개최 포스터.

이 행사는 LA총영사관과 한국 관세청이 주최하고 한
미관세무역연구포럼(KACTS)가 주관한다.
▶ 문의: (213) 385-9300 (Ext.304) 손성수 영사

코윈LA, 부모와 함께하는 글·그림
장학 공모전 개최
글은“애야, 우리도 꿈이 있단다”(부모),“엄마(아빠),
저도요”(자녀)로 시작해야 하며 부모와 자녀가 각각 한
편씩 워드와 손글씨로 작성해서, 그림은 10x14인치 도
화지에 그린 자녀의 그림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코윈, KOWIN)LA(회장 정석
란)’가 제2회 부모가 함께하는 글과 그림 장학 공모전
을 개최한다.
세대간 소통을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
는‘애야, 우리도 꿈이 있단다, 엄마·아빠 저도요’이며
부모와 자녀가 서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를 글과 그림
으로 표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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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소사이어티,
‘제 4차 소망 건강
콘서트’ 개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비전으
로 '웰 비잉, 웰 에이징, 웰 다잉'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
분자)가 11월 7일(토) 10시 30분부터‘재미
있게 배운다: 한국 드라마로 알아보는 정밀
건강/개인 맞춤형 의료(Precision Health)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제 4차 소망 건강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의 강사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손영수 영사(LA총영사관) - 한미 FTA 활용 현황과
원산지 규정 개요
●김시태 주무관(관세청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 한
국 관세청의 중소 수출기업 FTA 황용 지원 프로그램
●김진정 변호사·관세사 - 미 세관의 통관 정책 및
FTA 원산지 검증 현황과 대비 방안
●Jane Kim 공익관세사(LA총영사관) - 최근 변경된 통
관제도와 수입자 자격 검사

LA총영사관 측은‘한미 FTA는 2012년 3얼 발효되어
한미 양국간 무역 증대와 한국 기업의 미국을 비롯한 글
러벌 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학 있다.”며“이번 웨비나에
서는 한미 양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 관세사, 변
호사 등 전문가들이 최신 정보 및 미국 무역제도를 직접
설명할 것이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최근 미 세관의 원산
지 검븡 동향, FTA를 이용한 대미 수출 비즈니스 모델
등 FTA 활용 정보를 얻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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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대상은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과 학부모이며,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장학금)을 수
여한다.
마감 기한은 오는 12월 20일(도착기준)이다.
▶ 보낼 곳: 3530 Wilshire Blvd. #1260
Los Angeles, CA 90010
▶ 문의: kowinlosangeles@gmail.com

정밀 건강/개인 맞춤형 의료란 왜 똑같은
약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잘 낫는데, 어떤 사
람은 효과가 없는지, 담배를 안 피우는데 왜
폐암에 걸렸는지 등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
원인과 치료 과정이 달라지는 것을 연구하
는 의과학 분야다.
강사는 소망 소사이어티의 고문이며 UC
어바인 치매 연구센타인 UCI MIND의
Director of Asian American Outreach이자
카이론 토탈/리드 최고 과학연구 책임자인
신혜원 박사이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소망 건강 콘서트
는 무료이며, 모든 참여자에게는 $10의 선물
권을 증정한다. 또한 강연 도중에 추첨을 통
해, 또 화상으로 콘서트에 참여한 후 강연 평
가에 대한 간단한 설문 조사를 마치는 참가
자를 대상으로 $30의 선물권도 제공된다.
이 행사 참여 인원은 50명으로 제한되며
참가 신청 기한은 11월 4일(수)까지다.
이번에 열리는 소망소사이어티 건강 콘
서트는 미 보건 복지부(NIH)의 연구지원
을 받은 스탠포드대학교의 연구 프로젝트
‘Stanford SPHERE’일환이다. SPHERE
프로젝트의 연구 목적은 한국계 미국인 커
뮤니티를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의료에 대
한 교육을 실시하며 과거 연구 결과를 나누
고 이해시켜 잠재적으로 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문의 및 참가 신청: (562) 977-4580
somang@somahsociet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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