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TOWN NEWS 15December 21, 2020   Vol. 1347커뮤니티 소식

 

LA 한국교육원, 2021년 상반기 
성인 교양·문화 강좌 수강생 모집

LA한국교육원(원장 신주식)이 2021년 상반기 성인 교

양 강좌 및 문화 강좌에 참여할 어르신 수강생을 모집

한다.

이들 강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건강 관리를 위한 실내 운동 프

로그램이 새로 개설된다.

교양 강좌는 주 3회(화,수,목), 문화 강좌는 주 1회(수 또

는 목)로 운영되며, 강좌별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신주식 LA한국교육원장은“코로나19 상황이 길어져 

온라인 강좌만 개설하게 돼 안타깝지만,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

력했다.”며“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코로나 위기 속에 

건강도 지키고 생활에 활력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전

했다.

수강료는 교양 강좌는 강좌 당 월 $40, 문화 강좌는 강

좌당 $40이다. 자세한 내용은 LA한국교육원 홈페이지

(www.kecl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213) 386-3112, www.kecla.org

LA총영사관, 
LA한인타운 내 학교 

외벽에 벽화 설치

LA총영사관 (총영사 박경재)는 LA교육구

와 공동으로 LA한인타운 내에 위치한 호바

트 블러바드(Hobart Boulevard) 초등학교와 

Mariposa Nabi Primary Center의 외벽 정비 

일환으로‘벽화 설치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15일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

된 이 프로젝트에는 3명의 벽화 아티스트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LA교육구는 한인 2세 

벽화 아티스트인 Jason Chang를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벽화는‘Reach for the 

Stars’제목으로 LA한인타운의 역사와 희망. 

다양성 등을 담는다.

특히, 금번 프로젝트는 한국의 저명한 캘리

그래피 아티스트인 강병인 작가의 작품‘그대

는 봄이오 꽃이라’이란 캘리그래피도 벽화로 

선보인다. 작품 내용은 영문과 스페인어로도 

병기해 많은 사람이 작품에 담긴 아름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LA총영사관은“금번 벽화 프로젝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한인단체와 함께 학

교, 빌딩 등 주요 건물의 낡은 벽면을 개선하

는 한인타운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프레드 정 풀러턴 시의원,
OC에너지국 부의장 선출

지난 11월 선거에서 풀러

턴 시의원으로 선출된 프레

드 정 시의원이 OC에너지국

(OCPA) 이사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OCPA은 16일 화상으로 열

린 이사회에서 마이크 캐롤 

어바인 시의원을 의장으로, 

정 시의원을 부의장으로 각

각 선출했다.

OCPA은 풀러턴, 어바인을 비롯해 헌팅턴비치, 부에나

파크, 레이크포리스트등 5개 시가 구성한 협의체로 총 6

명의 이사로 구성됐다. 에너지국 설립을 주도한 어바인

시는 캐롤 시의원을 비롯해 파라 칸 시장등 2명이, 나머

지 도시에서는 1명의 이사가 각 도시를 대리한다.

초선인 정 시의원은 지난 15일 풀러턴 시의회에서 풀

러턴시에 배당된 1명의 OCPA 이사로 선출된데 이어 시

를 대표할 에너지국 이사로 선출된 데 이어 OCPA 부의

장 자리에 올랐다. 

OCPA은 기존 유틸리티 회사 전력 공급망 내 재생 가

능 에너지 제공 비율을 높이면서 전력 소비량을 줄여 전

기요금 인하 및 안정화, 친환경 에너지 비중 증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OCPA 참여 도시 주민은 내년 중 OCPA이 제공하는 

플랜(CCE)과 남가주에디슨(SCE) 등 기존 전력 회사가 

제공하는 플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CCE은 17만~25만 명의 주민과 업주들이 CCE를 선

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명 시간 내용 강사

교양
강좌

(1.5~3.31)

초급 컴퓨터 10:30am~12:00pm
키보드, 인터넷, 

이메일, 워드 활용
노희경

초급 스마트폰 9:00am~10:30am
기본 스마트폰 사용방법, 
사진, 카카오톡, 앱 활용

초급 영어 10:00am~11:30am 초급 과정 전숙이

중급 영어 1:00pm~2:30pm 중급 과정

문화
강좌

(2.10~5.13)

민화&크래프트 (수) 2:00pm~3:30pm 민화 그리기, 공예 변연경, 홍희정, 안젤라 리

집에서 운동하기 (목) 2:00pm~3:30pm 가벼운 실내 운동 정다은

▲ 호바트 불러바드 초등학교에 걸릴 벽화 도안(위)과 캘리그래피. 

                                                                         사진=LA총영사관

▲ 프레드 정 시의원. 

  사진=타운뉴스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