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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부동산협회 신임회장에 케빈 김 씨

한미부동산협회(이하 부동산협회)가 케빈 김 

수석부회장을 제1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지난 6일 부동산협회는 화상으로 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와 같이 결정했다.

김 회장은“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

하고 부동산 업계는 매우 바쁜 한해를 보냈다.”

며“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의 

활황세가 지속돼 바쁜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

다.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화상 모임 

등을 활성화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또 다음 달 중으로 부동산 전문인 

네트워킹인‘페이스 투 페이스’모임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어 3월에는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돕기 위한 바자회도 개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한미부동산협회은 오렌지카운티를 비롯해 리버사

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부동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까지 회원 수를 70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미부동산협회는 매년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한인 사회 발

전에 기여하고 있다.

소망소사이어티, 
치매 환자 가족 및 간병인 

위한 화상세미나 개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

리’를 비전으

로‘웰 비잉, 웰 

에이징, 웰 다

잉’을 캠페인

을 전개하고 있

는‘소망소사

이어티’(이사

장 유분자)가 

치매 환자 가족

과 간병인들을 

위해 화상세미

나를 1월 21일

(목)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연다.

이번 세미나는 알츠하이머 오렌지카운티협의회

와의 협력사업으로‘치매 환자 돌봄을 위한 가족, 

간병인 전략 교육’이란 주제 아래 각각 3차례에 걸

쳐 연속으로 진행되는 교육 가운데 첫 번째 교육이

다.  이 교육을 통해 치매 환자 가족이나 간병인들

은 환자를 돌보는데 있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참여자 간에 정보 교환도 가능하다. 

1월 교육 세미나의 주제는‘공감할 수 있는 대화: 

새로운 이야기 방법’이며 남궁수진 소망소사이어

티 팀장이 진행한다. 소망소사이어티 측은“이번 

세미나는 배려와 공감이 있는 대화의 단계를 통해

서 치매환자와 소통하는 방법을 익힐 뿐 아니라 효

과적인 대화 방법들에 대해 사례와 역할극을 통해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3차례의 교육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 인원 

제한은 없다.

세미나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1월 19일(화)까지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하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문의 및 참가 신청: (562) 977-4580

     somang@somangsociety.org

LA한국교육원, 상반기 뿌리교육 수강생 모집

LA한국교육원(원장 신주식, 이하 교육원)이 남가주 

한인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뿌리교

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상반기 뿌리교육 강좌는 총 10개의 한국어 강좌를 

비롯해 태권도, 전통공예, 가야금 등 총 14개의 한국

전통 예술 강좌가 개설된다. 

운영 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14

주)이며 과목당 등록비는 40불이다.

한 학생당 3강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세 생일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강좌 시작 전까지이며, 

교육원 홈페이지(www.kecla.org)에서 온라인으로 접

수하거나 교육원(680 Wilshire Place. #200, LA, CA 

90005)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프로그램당 정원은 18명이다.

신주식 원장은“뿌리교육을 통해 한인으로서 정체

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면서“효과

적인 온라인 수업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문의: (213) 386-3112/3113

      jinnyhpak@gmail.com, kecla3112@gmail.com 

사진=소망소사이어티

▲ LA한국교육원의 가야금 강좌 모습. 사진=LA한국교육원

▲ 한미부동산협회 회원들. 사진 제일 오른쪽이 케빈 김 회장. 

                                                             사진=한미부동산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