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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정부, 저소득층 세입자 렌트비 지원

오렌지카운티(OC)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저소득층 주민의 렌트비를 지원한다.

OC는 정부는 긴급 렌트비 지원(Emergency Rental 

Assistance, ERA)을 위해 연방 재무부로부터 6,557만

6,556달러를 지원받았다. ERA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로 임대료와 공과금을 지불할 수 없는 가구를 지원하

기 위해 자금을 제공한다. 지원금은 임대료, 임대 연체

료, 유틸리티 및 주택 에너지 비용 등의 지급을 위해 사

용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지난 1일부터 이 프로그램 웹사이트

(era.211oc.org)에서 받고 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했거나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해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함을 증

명해야 한다. 또 가구 연수입이 오렌지카운티 중간소득

의 80% 이하여야 한다.

중간소득 80% 이하 기준은 1인 가구 7만1,750달러, 2

인 가구 8만2,000달러, 3인 가구 9만2,250달러, 4인 가

구 10만2,450달러, 5인 가구 11만650달러다.

단, 연방정부의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는 

주민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또 시 자체적으

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어바인, 애너하임, 

샌타애나등 3개 시 주민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한국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LA총영사관, 
어바인-샌디에이고 지역 

영사협력원 위촉

한국 정부, ‘한국전 참전 
미군 용사 기념비’ 건립 지원금 전달

한국 정부가 오렌지카운티 풀러턴에 건립하

는‘한국전 참전 미군 용사 기념비(이하 기념

비)’건립 지원금을 전달했다.

지난 3일 박경재 LA총영사는 LA총영사관에

서 기념비 건립위원회(회장 노명수) 측에 한국 

정부의 지원금 23만 6739달러를 전달했다. 한

국의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기념비 건립 지원을 

결정한 바 있으며, 2021년 예산에 포함됐다.

노명수 회장은“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한

다.”면서“기념비 건립으로 한국전쟁에서 희생

된 미군 용사들의 숭고한 자유 수호 의지와 희

생정신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에서 희생된 미군 3만 6,492명의 이름이 세겨

진 기념비는 오는 6월 25일, 풀러턴 힐크레스트 공원에

서 제막할 예정이다.

이번에 한국 정부 지원금은 총 건립 예산의 약 30%

에 달하며 총 모금 예정액은 77만 달러이다. 현재 목

표 금액에 약 7만 7,000여 달러가 부족해 기부의 손길

이 절실하다.

▶ 문의: (714) 514-6363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 이

하 총영사관)이 어바인-샌디에이고 지역에서 재외

국민보호업무를 조력할 영사협력원을 위촉한다.

총영사관은 지난 29일 공관 공지를 통해 이와 같

이 밝히고“영사협력원 제도는 재외국민보호체제

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공관으

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사건사고 발생 시 공관에

서 즉각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교

민 중 적절한 요건을 갖춘 인사를 공관장(총영사)

이 영사협력원으로 위촉, 영사를 대신하여 일정한 

직무를 수행케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위촉할 영사협력원은 1명이다.

영사협력원으로 위촉되면 ●재외국민 사건사고 

긴급대응 및 공관 위임에 따른 현지 대응 ●현지 

정보 안내 ●기타 공관 또는 공관장이 위임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소정의 활동비(월 300

달러, 분기별 지급)를 비롯해 교통비 등 직무 수행 

경비도 지급된다.

활동 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1년 단위 연장 가능)이다. 

지원 자격 요건은 ●어바인 - 샌디에이고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영

사협력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현지 실정에 

밝은 자 ●국가관이 투철한 자 ●금고 또는 자격정

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자 ●행정제재 대상자가 

아닌 자 ●영어 및 한국어 능통자 ●필요에 따라 출

장이 가능한 자이다.

제출 서류는 ●한글 이력서(사진첨부, 주소, 전화

번호, e-Mail주소 기재) ●한글 자기소개서(A4 2

페이지 이내 - 자유 양식, 지원동기 및 경력 중심 

기술) ●범죄경력증명서(FBI Criminal Background 

Check)등이다.

서류 제출 기한은 적격자 위촉 시까지이다.

서류는 이메일(consul-la@mofa.go.kr)로만 접수

한다. 메일 제목에 '영사협력원 지원-본인 이름'으

로 표시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전형한다. 

▶ 문의: accident-la@mofa.go.kr

▲ 박경재 LA총영사(가운데)가 노명수 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에게 기념비 건립 보조금을 전달했다. 사진=기념비 건립위원회.

▲ 렌트비 지원 신청 사이트 화면. 사진=era.211oc.org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