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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새단장

글렌데일 중앙도서관 옆 

센트럴파크에 세워진‘평화

의 소녀상’이 복구작업을 

마쳤다.

지난 25일 글렌데일자매도

시위원회(위원장 이창엽)에 

따르면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

상은 7년 넘게 한 자리를 지

키는 동안 자연, 인위적 훼손

이 발생해 소녀상 지킴이, 북

부 LA한인회, 화랑청소년재

단, 민주평통LA, 셰익스피어 

클럽 등 한인단체들이 함께 

복구에 나섰다.

복구을 위해 전문복구회

사‘파인 아트 레스토레이

션’(Fine Art Restoration)

과 계약하고 지난 23일부터 복구 작업에 들어가 

이날 모든 작업을 완료했다. 복구 작업 비용은 대

형 의류업체 엣지마인의 강창근 회장이 설립한                      

‘강 드림재단’(Kang Dream 

Foundation)의 기부금과 화

랑청소년재단이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됐다.

 

주변 조경도 개선된다. 글렌

데일시가 최근 평화의 소녀상 

주변 조경 개선안을 승인해 

글렌데일시 공원국이 곧 리

모델링에 나설 예정이다.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3년 7월 일제의 위안

부 만행을 알리고 일본의 사

죄를 촉구하기 위해 건립됐

으며 글렌데일 시정부가 무

상으로 부지를 제공했다. 한

국 밖에서는 처음으로 건립

된 평화의 소녀상으로 그간 미국 내 일본계 극우단

체가 철거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낙서로 훼송되

는 등 수난을 겪기도 했다. 

‘2020 코리아 김치데이’ 
행사 열렸다

올해 처음 한국에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김치의 날

(11월 22일)을 기념하는 행사 ‘2020코리아 김치데

이’가 LA 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과 미서부 한식세

계화협회(회장 이영미) 공동 주관으로 지난 21일 부에

나파크 소스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경재 총영사를 비롯해 11월 3일 선

거에서 당선된 연방하원 영 김 당선인, 가주 상원 데이

브 민 당선인, 어바인 시의회 태미김 당선인, 풀러턴 시

의회 프레드 정 당선인과 요리 관련 종사자 등 각계 인

사들이 참석해 김치에 관한 설명을 듣고 김치 담그기 

시연을 참관한 후 직접 김치 담그기 체험을 하며 김치

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경재 총영사는“면역력 증진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치의 미국내 인기가 코로나

19 사태로 높아졌다.”면서“세계적인 건강식품인 김치

의 미국 내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

했다.

실제로 한국 김치의 미국 수출을 지난 8월 말 기준

으로 지난해와 대비해 7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20일 한국에서는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

회 대강당에서 김치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

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김현수 농

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김정숙 여사는 축사를“다양한 재료가 하나하나 모

여 22가지 효능을 발휘한다는 의미를 담아 식품으로

서는 유일하게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라며“한류 확산

과 함께 김치의 매력을 경험한 세계인들이 김치의 전

파자가 되고 있다. 김치 종주국의 자긍심으로 1000년

을 이어온 위대한 맛의 유산을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한인 학생 위한 커리어 토크 콘서트
‘메디컬 닥터’ ... 12월19일

재미여성과학기술자협회(회장 김자영, KWISE)

가 한인 학생을 위한 커리어 토크 콘서트인‘STEM 

TALK CONCERT’를 연다. 

오는 12월19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과학기술분야 유명인들을 초청해 진로 결정 동기

부터 직업관, 교육 과정까지 상세하게 들려줄 예정

이다.

시리즈로 열리는 이 행사는 이날 그 첫 번째로‘메

디칼 닥터(Medical Doctor)’편을 준비하고 생물학 

관련 분야나 의학관련 분야를 지원하는 초·중고

생과 학부모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체스터 고 박사(텍사스어린이병원 소아로봇수술

외과 디렉터), 형 김 박사(시더스-사이나이 메디컬

센터 외과 교수), 존 유 박사(시더스-사이나이 메

디컬센터 신경종양외과 교수)등이 강사로 나선다.

콘서트 시간은 오전 9시(서부시간)이며 90분 동안 

진행된다. 참가비는 없으며 콘서트 참가를 위해서

는 반드시 사전 등록(https://www.eventbrite.com/e/

stem-talk-concert-tickets-128300216401)해야 

한다.

▶문의: kwisementoring@gmail.com

▲부에나파크 소스몰에서 열린 ‘2020코리아 김치데이’ 행사 모습. 

                                                                         사진=LA총영사관

▲ 복구 작업 중인 ‘평화의 소녀상’. 

사진=YTV America 캡처, 라디오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