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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두 번째 수퍼접종센터,
알리소 비에호 소카대학교에 오픈

알리소 비에호에 있는 소카대학교에 애너하임 디즈

니랜드에 이어 두 번째 오렌지카운티(OC) 코로나19 

수퍼접종센터가 지난 23일 문을 열었다.

OC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앤드류 도 위원장은“OC 

정부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모든 주민들

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두 

번째 수퍼접종센터로 문을 여는 소카대학교 백신 접종

소에서는 매일 수천 명의 주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사 바렛 수퍼바이저는“소카대학교와 파트너 십

으로 수퍼접종센터를 오픈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

다.”라며“접종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먼저 www.

COVIDVaccineFacts.com을 방문해서 자신이 지금 백

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인지 확인한 것”을 당부

했다.

OC 정부는 총 5개의 수퍼 접종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다. 디즈니랜드와 소타대학교 외 나머지 3곳의 수퍼접

종센터는 가주 정부의 백신 공급량에 따라 추후 선정

될 예정이다.

LA총영사관, 
코로나19 지원금 관련 

세무 세미나 개최

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이 이달 26일

(화) 오후 2시부터 한미택스포럼과 공동으

로 ‘코로나19 2차 경제 지원 프로그램 활

용 세무 세미나’를 온라인 개최한다.

세미나 주제와 강사는 다음과 같다.

● 미국 국세청이 안내하는 Tax Fraud, 세

금 사기 유형 및 대비책(Dirty Dozen List of 

Tax Scams), IRS의 향후 AUDIT(세무 감사) 

방향 안내 - 알버트 황(한미택스포럼 고문 

/ I.R.S. SB/SE MANAGER)

● 경기부양책 및 재난지원금 SBA-PP, 

EIDL(1차 PP 탕감 및 2차 PP 신청, EIDL 진

행사항 안내) - 브라이언 김 본부장(우리아

메리카은행)

● 경기부양 재난지원금의 세무/회계 처리(

재난지원금 세금보고 방법, EDD(UI, PUA) 

진행사항 안내) - 저스틴 주(한미택스포럼 

이사장 / J.J.회계법인 대표)

● 재난지원금 수령 FRAUD 케이스 소개 

및 처벌(최근 연방 및 주정부 사고 사례 중

심) - 

피오 김(한미택스포럼 이사 / 전 연방검찰, 

현LIMNEXUS파트너변호사)

●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및 자산 

가치 흐름 예측 - 김세주(한미택스포럼 이

사 / 케이던스투자자문 대표 )

 ● 주식/채권 시장 예측 - 마크 윤(한미

택스포럼 이사 / AMWEST FUNDING, 

C.F.O.)

 ● 부동산(주택) 및 모기지, 리파이낸스 시

장 예측 - 사라 박(한미택스포럼 이사 / 

INTERNATIONAL TITLE 대표)

 

세미나에서는 강사와 참석자 간의 질문과 

답변의 시간도 마련된다.

참가 등록은 https://zoom.us/meeting/

register/tJYkcemrrjIpEtBPuxsvCFMyukqF

yOTHmkTa를 통해 할 수 있다.

▶ 문의: ustaxblue@gmail.com

프레드 정 풀러턴 시워원,
OC주택재정신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

프레드 정 풀러턴 시의원이 지난 14일 오렌지카운티

(OC)주택재정신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OC주택재정신탁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으

며 홈리스와 극빈층 주민 주거 시설 건립 기금 조달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설립됐다. 

설립 이후 아시안이 위원에 선임된 것은 앤드류 도 OC

수퍼바이저에 이어 정 시의원이 전부이다. OC주택재정

신탁위원회는 오는 2025년까지 홈리스와 저소득층을 

위한 2,700 유닛의 정부 보조 주택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시의원은 또 협력위는 풀러턴과 브레아 시의 소방

국 행정 서비스를 관장하는 OC북부도시협력위원회 위

원으로도 선출됐으며, 풀러턴 자매도시협의회 이사에

도 선임됐다. 

풀러턴시는 일본 푸쿠

이, 멕시코 모렐리 등의 

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

고 있으며 지난 2004년

부터는 한국 용인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내 학생 교환 방문을 비

롯해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

를 해오고 있다. 

정 시의원은“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되면 자

매도시협의회에서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풀러턴 주민들이 자매도시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문

화와 전통을 배우고 이해하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

성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알리소 비에호에 있는 소카대학교에 수퍼접종센터가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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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드 정 풀러턴 시의원. 

사진= 타운뉴스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