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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한인회 ‘차세대 장학생’ 선발

오렌지카운티(QC)한인회(회장 권석대)가 장학

생을 선발한다.  

이는‘미주한인회 서남부연합회’가 한인 2세대

를 위한 꿈나무를 키우고 미래 한인 리더로서의 

인재를 발굴하며 한국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

고 한국 문화와 언어 및 역사관을 배움과 동시에 

미래에 주류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한 목적으로 처음 실시하는‘제 1차 차세대 장학

생’선발 사업의 일환이다.

선발 대상은 한인 자녀로 고교 졸업반 - 대학원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선발 기준은 커뮤니티 봉사, 학업 성적 등이다.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영문)와 지역사회 단체

장 추천서(한글과 영문), 최근 두 학기 학업 성적

표, 수상 경력(한글과 영문) 등이다.

장학생 신청 기한은 2021년 1월 30일이며, 장학

생 선발 결과는 2021년 3월 31일 발표한다.

▶ 문의: (714) 530-4810

               kafocmail.com (OC한인회)

LA총영사관·LA한국교육원,
한미 우호관계 동영상 공모전 개최

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과 LA한국교육원

(원장 신주식)이 공동으로‘한미 우호관계 동영

상 공모전(The Friendship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미국 거주 청소년들이 한국과 한국

어·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장려하고, 미래 친

한·지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응모 대상은 유치원 ~ 12학년 학생이며 공모전 

주제는‘한미 우호관계’이다. 

형식 제약 없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상을 제작

하면 된다. 영상의 길이는 3분 내외이며 영어로 제

작해야 한다.

응모 신청서는 LA한국교육원 홈페이지(www.

kecla.org)에서 다운로드한 후 작성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제작 동영상 링크 주

소(유튜브 등)를 기재해야 한다. 

응모 기한은 이달 25일이다.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등, 고등등 그룹별

로 최우수상(노트북 컴퓨터), 우수상(태블릿), 장

려상(무선 이어폰)을 선정해 시상한다. 참가자들

에게는 USB를 선물한다.

공모전 결과는 12월 1일 LA한국교육원 웹사이

트에 공고하며 개별 공지도 한다.

시상식은 12월 11일(금)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박경재 총영사는“한류 확산으로 미국 사회에

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

지고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인 등 청소년들

이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배우고 이해하면 좋겠

다. 더 많은 청소년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

는 기회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A한국교육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213) 386-3112, 3113 

 

LA에 ‘SM 엔터테인먼트 
스퀘어’ 생긴다

LA시에‘SM 엔터테인먼트 스퀘어(SM ENTERTAIN 

MENT SQUARE)’가 생긴다.

6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따르면 LA 시의회

는 지난달 28일 LA 시내에 위치한 6번와 옥스퍼드 애

비뉴의 교차로를‘SM 엔터테인먼트 스퀘어’로 명명하

기로 했다. 미국 거리에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이

름이 붙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SM은 이번 명명을 두고“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SM이 K-POP 열풍을 이끌며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고, LA 현지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

는데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A 시의회 허브 웨슨 의원은“SM엔터테인먼트와 이수

만 총괄 프로듀서가 K팝을 세계 무대로 이끌면서 가요

계에 세운 혁신적인 공헌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경재 LA 총영사도“새로 지정되는‘SM 엔터테인먼

트 스퀘어’가 영화와 문화 산업의 본고장인 LA에서 

전 세계에 K팝과 한류 문화를 알리는 한국 엔터테인먼

트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SM의 복합문화공간인‘SMT LA’도 내년 

초에 들어설 예정이다. SMT LA는 외식 공간을 포함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한국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알리

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SM 엔터테인먼트 스퀘어 명명식은 연내에 거행될 것

으로 알려졌다

▲ LA 한인타운 6가와 옥스포드 애비뉴 교차로에 지정되는 

  SM 엔터테인먼트 스퀘어 전경. 사진= SM엔터테인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