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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겨레학교, 연말 선물 마련
26~29일 재미있는‘열린교실’열린다

이노비+뉴시티교회
양로원 위문공연
문화복지 NGO봉사단체‘이노비’
(대표 강태욱)와 뉴시티교회가 21일 오
후 맨해튼 UES 양로원(구 드윗양로원)
에서 무료 공연을 열었다.
이 양로원을 2011년부터 꾸준히 방문
한 이노비는 무료 공연 등 소외된 어르
신들께 문화적인 혜택을 드리고 있다.
올해는 뉴시티교회가 함께 참여해 교인
들이 6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나
눠드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등 봉사
로 참여해 더 의미가 크다.
이날 공연은 클래식 기타리스트 이
교혁, 바이올리니스트 정혜지, 소프라노
정주리가 공동 음악감독을 맡아 진행했
문화복지 NGO봉사단체‘이노비’
와 뉴시티교회가 21일 오후 맨해튼 UES 양로원에서 무료 공연을 가졌다.
다.
피아니스트 김은실. 소프라노 송난 흥겨운 크리스마스 분위기 가득한 캐롤 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다
의는 enobinc@gmail.com 이나 212영, 김정휘, 이주현이 참여해 수준 높고 송으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
이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후원문 239-4438로 하면 된다.

그레잇넥에 있는 한국학교 푸른겨레
학교(교장 최경선)는‘겨울방학 열린
교실’
을 26일부터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성공회뉴욕한인교회(All
Episcopal Church, 855 Middle Neck
Road, Great Neck, NY)에서 개최한
다.
열린 교실은 듣고, 보고, 만들고, 놀
면서 배우는 역사문화체험 놀이터다. 4
월 봄방학과 12월 겨울방학 기간에 있는
열린 교실 그 여섯 번째 주인공은 옛이
야기와 유물 속에 살아있는 상상의 동
물이다. 옛사람들이 만들어 낸 상상 동
물의 세계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다.
열린 교실에 등장하는 상상 동물은
△동서남북을 지키는 사신 △백제 사람
들의 무덤을 지켰던 진묘수 △포켓 몬
고 캐릭터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금동대
향로 상상 동물 △하늘을 날았던 천마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백성이 만들어
낸 쇠붙이를 먹어치우던 불가사리 △백
성을 아끼는 어진 왕의 탄생을 알리는
기린 △서울시의 상징이 된 해님이 보
낸 벼슬아치 해치 등이다.
열린 교실은 △이야기 나라 △놀이

푸른겨레학교 겨울방학 열린 교실’
을 알리는
포스터

나라 △만들기 나라로 진행되며 간식을
제공한다.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참
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50달러다.
△문의: 646-312-9415
pureunschool@gmail.com

평화재단, 23일‘평화 촛불집회’
‘군사 충돌 반대’·‘한반도 평화협상’촉구

우먼카인드 아시안가정폭력대책센터, 어린이들 위문

뉴저지연예봉사단, 클립사이드파크 한인친목회 위문공연

우먼카인드 아시안가정폭력대책센터(구 뉴욕아시안여성센터)가 16일 맨해튼 PS40 초등학교에서 가
정폭력을 겪은 어린이들을 위한 연말 파티를 열었다. 150여명 이상이 참여한 이 행사에서 산타가 아이
들이 편지를 써서 소원한 선물들을 나누어주었다. 이날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서 노인 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4명의 어른신들(노인복지 대사)도 참여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아트테라피 테이블을 운
영하며 상처를 지닌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듯함을 전해 주었다. 이 행사는 한미커뮤니티재
단(KACF)이 후원했다. △문의: 212-732-0054 ext.102(김미영)

뉴저지연예봉사단(단장 전용원)이 21일 클립사이드파크 한인친목회를 방문해 150여명의 노인들을 위
한 성탄절 공연을 펼쳤다. 이날 봉사단은 신명나는 대중가요를 비롯해 정태희 무용단의 고전무용과
이지민 소프라노와 트럼펫 연주 등 다양한 공연으로 성탄절과 연말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뉴저지연예봉사단>

미한국상공회의소(코참)는 20
일 오전 포트리 더블트리호텔
에서‘미국 세제개혁 및 한국 내 세법 개정관련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
을 주제로 12월 세미나를 개
최했다. 이날 Ernst & Young 사의 전문가 김혜영, 마이클 스탬관련 이도훈 씨 등이 연사로 나와‘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중장기전략’
‘미국 내 법인세 인하
및 한국 내 법인세 인상관련 기존 이전가격 및 투자, 재무, 배당구도 등에 관한 재검토’등에 대해 설명
했다.
<사진제공=미한국상공회의소>

미한국상공회의소,‘미국의 세제개혁’세미나

대뉴욕지구 영남대학교 동문회(회장 김재열)는 17일
뉴욕주 피어몬트에 있는 화가 권영길 동문의 화랑에
서 2017년 정기총회와 송년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유득종, 이상수 선배 등 원로와 후배들 40여명이
한데 어울려 장기자랑대회를 즐기고 모교와 동창회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제공=영남대학교동문회>

영남대학교 동문회 송년모임

평화재단(The Peace Foundation,
이사장 법륜 스님) 미국지부는‘한반도
전쟁반대와 평화협상’
을 촉구하는 평화
촛불집회를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맨해튼 42가에서 개최한다. 주최측은
“맨해튼 평화행사는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의 초석이라는 믿음에서 출발
한다. 이번 평화집회를 통해 전 세계에
‘군사 충돌 반대와 한반도 평화’
의 메시
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
고자 한다”
고 말했다.
행사는 △한반도 평화선언 △자유발
언 △회원들의 합창 △평화 행진으로
이뤄진다.
주최측은“지난 11월 맨해튼 32가에
서 시작한 전쟁반대 평화피켓 시위는 16
개 해외 대도시 지역과 한국 80여 곳에
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단체들과 세
계인들이 동참하고 있다”
고 소개한다.
평화재단은“작년 겨울 우리는 평화
의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서서 함께 손잡
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민주주의의 기적’
을 만들었
다. 지금 우리들이 직면한 한반도 전쟁
의 위험은 거대하고 강력하다. 우리들
은 평화를 소망하는 세계 시민들과 함

23일 평화 촛불집회를 알리는 포스터.

께 평화의 목소리를 모으고자 한다”
고
말했다.
평화재단은 자신들을“한반도 평화
와 통일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
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발굴, 양성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라고 소
개했다.
△문의: 임금이 (212)222-0636
peaceny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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