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 활동> 

 한인회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파티 (12월 7일) 

 

오는 12월 7일 한인회에서는 그동안 지난  2 
년간의 임기를 마친 장준 회장의 이임식과 
더불어 이미 작년말 이사회에서 내정된 
2011년도 신임회장 후보(김병희 부회장)에 대한 
총회의 인준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장준 
회장은 그동안 2년 동안 한인회 회원들의 
지도와 협력에 대해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현재 총회의 인준을 
앞두고 있는 김병희 부회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아끼고 존경하는 한인회의 보물로서 
본인의 뒤를 이어 라구나우즈 한인회를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새로운 회장으로 추천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장준 회장은 지난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한인회 웹사이트"를 전 한인들이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또한 육이오 

6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라구나우즈 한인들의 
위상을 이곳 미국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에까지 
알리는데 일조를 한 바 있다. 김병희 신임회장 
내정자에대한 인준 절차는 조순승 이사장이 
진행하게 된다.  

김병희 회장내정자는 그동안 여러 번 신임회장 
후보 선정에 대해 고사하였으나 그동안 
이사회의 끊임없는 설득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며, 맡겨주신다면 겸허한 
마음으로 앞으로 일 년 동안 한인회를 위해 
한인회 회원 모든 분들을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동안 2년간 
한인회의 부회장직을 통해 쌓아온 여러 경험을 
통하여 선배 회장님들이 일구어 놓은 여러 
한인회의사업을   
 
 

 
잘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덕스럽고 즐겁고 
유익한 한인회를 이룩해 나가리라는 결심을 
내보이고 있다. 하지만, 김병희 회장내정자는 
이를 위해서는 모든 한인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송년파티는 1부 순서인 신구회장 이취임식이 
끝난 후 한인회의 한마당 잔치로 이어진다. 2부 
순서인 "합창 공연"은 이덕희 전회장의 사회와 
지휘로 시작되며, 여성 합창단의 아름다운 
선율이 파티장에 펴져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그간 기량을 연마한 하프연주의 감미로운 
음율과 남성 3중창(김삼도 목사외 2명)의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3부 순서인 "다 함께 
즐겨요" 는 채한경 회원과 외부초청 사회자인 
새라 김(스타웨이 종합보험) 두 분의 사회로 
진행된다. 금년에는 3부 순서의 변화와 재미를 
더하기 위해 사회자도 외부에서까지 초청한 
만큼 두 사회자의 재치 있는 사회 솜씨로 한 
해를 결산하는 파티장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울 
것으로 기대된다. 빌리지 외부의 여러 
상공인들로부터 보내어 온 지난 한 해에 대한 
감사의 선물이 많은 회원들에게 골고루 전달 
될 예정이다. 끼를 발산하는 회원들, 그들의 
장기자랑으로 파티의 재미는 더 흥겨울 것이며, 
하이라이트는 여러 남성들이 여장으로 
분장하여 워킹까지 하는 "가장 패션쇼"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0여 회원들을 일시에 
폭소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이덕희 
이사가 기획한 "품바" 공연시간에는 배 안나온 
사람은 다 배꼽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과 게임 중간에 "댄스 타임"을 
통한 흥겨운 시간과, 마지막으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한 ‘돈놓고 돈먹기’는 모든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몰아넣을아쉬운마음으로내년을기약티

가 막을 내릴 것이다.  
 

 

한  인  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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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3월 준공 예정 - 

 

초라하게만 보이던 LWV Golf장이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 앞으로 18개월의 기간에 걸친 

공사 후 2012 년 3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기존 건물은 헐고 다시 짓기로 했다. 이 같은 

결과는 Golf 동호인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새로 건축될 Golf Club House는 구 건물의 2 

배 정도로 약 4.800 Square Feet나 되며 

건축비가 약 육백만달러가 된다고 한다. 새 

건물에는 고급 요리식당은 계획에 없으나 일반 

Golf Club처럼 Golfer들이 편하게 마시거나 

먹을 수 있는 시설을 꾸민다고 한다. 또한 

회의실이 3개가 있어 Golf에 관한 제반 

회의를 할 수 있어 편리하게 되었다. 

LWV의 Golf 인구의 수는 전체인구의 10% 

정도이다. Golf장 건축을 반대하는 다수의 

힘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공사를 추진하는데 

앞장선 숨은 공로자의 노력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겠다.  

앞으로 Golf Fee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재 $8에서 $10 또는 $12로 인상 

논의가 있다. Golf를 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정치적 배려도 있겠지만, Golf Fee인상의 주된 

이유는 그러한 재원으로 노후화된 코스에 

물주는 시설을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개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인 Golfer 들은 이러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18개월간의 건축기간 

동안 불편을 참고 좋은 Golf Club 

House건축에 협조하시기 바란다.                  

(글: 장원호) 

 

  

 

장준 회장, 서울 재향군인회 방문 

 

- “장학금”전달 -  

 

지난 7 월 15 일  Laguna Woods   
한인회에서는  육이오 참전  미국군과 한국군 
용사들을 기리는 한국 전쟁 60 주년  보은  
기념행사를 마련 했다. 이 행사에  한국 
정부의 보훈처와 재향군인회가 보내온  
감사장과 기념 메달을 미국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한국민의 감사의 마음을 전한 바 
있다. 

이에 이어, 장준 회장은 10월 11 일  서울 
재향 군인회를  방문, 하종근 장군의 안내를 
받아 육이오 60주년 기념행사에 도움을 준 
박세환 재향군인회장을 예방했다. 장 회장은 
육이오 60주년 기념행사에 도움을 준 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향 군인 불우자녀 장학금"에 
라구나우즈 한인회를 대표하여 금일봉을 
전달했다.    
 

 
(장준 회장이 재향군인회에 장학금을 기증하고 있다.) 

 

<골프회 소식> 

“골프회, 차기 회장 찾습니다” 

라구나우즈 한인회 골프회에서는 내년도에 

골프클럽을 재미있고 알차게 운영해 나갈 

유능한 분을 찾고 있다.  

골프회에서는 금년 4월 11일과 9월 5일 두 

번에 걸쳐 토너멘트를 가졌으며, 경기 후에는 

식사와 가라오케를 통하여 노래와 춤을 포함한 

즐거운 여흥시간을 가졌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최삼익/최순옥 이사께서 

헌신적인 수고를 해 주셔서 두 차례에 걸친 

토너멘트 경기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졌다.  

 

<여성회 소식> 

여성회, “차기 회장 선출” 

- 2011년 1월 20일 -  

여성회에서는 지난 11월 18일 정기모임에서 

Thanks Giving Party겸 Turkey 점심식사를 

제공하여 84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에는 

치아관리에 관한 세미나(강사 김경면)도 

있었다.  

현 회장단(회장: 채정혜)의 마지막 모임은 

2011년 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당일 새 

회장단을 선출하게 된다고 한다. 여성회에서는 

이날 다음 한 해 동안 훌륭하게 여성회를 

이끌어 갈 차기 회장선출을 위해 모든 

여성회원들께서 참석해 주시기를 요망하고 

있다.  

채정혜 회장님에 의하면, 오는 1월 20일 

모임에는 푸짐한 점심식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여성회의 

큰 수고를 잘 마무리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잘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기고: 한인회의 역할과 기능 

 

                  (글: 조순승 이사장)  

내가 이곳 LWV에 이사 온지도 벌서 11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때는 한인 가족이 30 여명 

밖에 되지 않았다. 그 시기는 모든 한인들이한 
가족 처럼 지냈다. 애경사를 비롯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의 일처럼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이곳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여생을 즐겼다.  
그러다 보니 10년이 훌쩍 지났다. 지금은 
한인의 수가 500여명으로 늘어났다.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Golf장이나 길에서 
만나도 서먹서먹 할 때가 많다. 서로 소원해 
가고 서로 관심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살게 되었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한인회가 
한인사회의 부드러운 윤활제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새로 이사온 한인들을 돕고 어려운 
일에 처한 한인들을 돕는 일은 한인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한 
역할이야 말로 한인사회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이요 기능이다. 특히 지난 2 년간 
한인회를 이끌어 온 장 준 회장과 김병희 
부회장의 노고를 치하 하고자 한다.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이 있듯이   
김병희 신임 회장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함으로써 한인회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를 기원한다. 

 

기고: Laguna Woods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글:  박옥동 교수)  
[<주>: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Laguna Woods Village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한인회 소식지 편집자의  
요구에  응해 소개를 합니다. 정보의 출처는 " LWV 
resident Handbook" " The Orange County  Register" 
"The Laguna Woods Globe" "LWV Offcial Website " 
등에서 종합한 것입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949-770-2832로 연락 바랍니다.] 

Laguna Woods Village는 1964년 Leisure World 
라는 이름으로 남 가주에선 제일 큰 
Retirement Village 로 형성이 되었으며  2005 
년  현재 이름인  Laguna Woods Village 로 
명칭을 바꾸었다. 관리조직(형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 Laguna Woods Village의 housing을 
크게Third  Mutual (Condo), United  Mutual 
(Co-Op), Mutual  Fifty (Tower)  등의 3가지 
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다. 
 
 
 
 
 
 
 
 
 
 



Third  Mutual(Condo)의 경우, 월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년에 2번 부동산세를 나누어  
따로 내야 된다. 이에 비해 United Mutual 
(Co-op)은 우리가 내는 매달 월세(Maintenance 
Fee)에 Orange  County 부동산세가 포함되어 
있다. Mutual Fifty는 주로 활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청소와 하루 한 끼의 식사가 제공 
되며 월세가 비싼 편이다. Third Mutual 
(Condo)은  다른 사람에게 세(Rent or Lease)를 
줄 때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United 
Mutual (Co-Op)의 경우 기간이 12개월을 
기준으로 6개월 밖에 할 수 없다. United Mutual 
(Co-Op)은 집 안에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 
화장실, 수도 등 기본 시설에 고장이 나면 
PCM (Professional  Community Management)에서 
보수를 해 주지만, Third Mutual (Condo)은 집 
주인이 책임지고 수리를 해야 한다. 단, 
세부적인 것은 규정이 복잡하므로 PCM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각 Housing조직 별로 운영위원회(Board)가 
있는데 그 Board Member는 우리가 직접 
선출한다. 위의 3가지 조직 외에 GRF (Golden 
Rain Foundation)라는 조직이 있는데, GRF Board 
위원은 간접 선거로 선출하는데, 선출방식은 
Third Mutual, United Mutual, Mutual Fifty의 Board 
Member들이 비례로 선출한다. GRF  Board 는 
3 종의 Housing 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동 
시설들(오락, 교통, Security Gates, Community 
Center 등)을 공동 관리한다. 

위의 4 기관은 PCM이라는 운영회사와 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내는 월세(Monthly 
Assessment)의 대부분은 PCM이 관장하고 있다. 
이들이 하는 일은 건물보수, 도로, 잔디, 조경, 
보안, Club House,  수영장, 골프장, 테니스코트,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운영위원(Board 
Member)의 임기는 3년이며, 지난 9월에 Third 
Mutual에서는  4명의 새 임원이 선출 되었다. 
"Take our Village Back (우리 마을을 되찾자) "라는 
구호를 외친 중국인 Rae Tso가 우리 한인들의 
지지를 힘입어 최다 득표로 당선 되었다. 현재 
한국인과 중국인을 합하면 약 1.000여명이 
된다. 같이 힘을 합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 마을을 되찾자 ("Take Our Viilage 

Back")라는 구호를 내 걸고 공동으로 

출마했던 4명의 후보가 당선 되었다. 11명의 

후보가 난립한 상태에서 한인들이 밀어준 

중국인 Rae Tso가 최고의 득점으로 

당선되었다. Rae Tso 는 LWV에 이사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Tso는 현재 LWV에 

문제가 되고 있는 소송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소송 문제는 LWV기관중의 하나인 PCM이 약 

10년 전부터 최고임원(Top Manager)들이 

Credit Card를 남용한 사실과 공사 등 계약과 

입찰의 차이에서 나오는 금액의 일부를 PCM 

직원들에게 Incentive Plan을 만들어 Bonus 

를 준 사건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 지자 

주민들의 불평이 높아졌으며 1년 전 Third 

Mutual Board에서 PCM을 고소했다.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GRF에서 고소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United Board에서는 별도 

변호사를 선정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Third Mutual Board의 총 

임원들이 앞으로 소송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취하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현재 한인과 중국인의 총수가 1.000여명에 

이르므로 앞으로 한인과 중국인이 힘을 합해  

한인도 Board 에 출마해서 Board Member에 

당선이 되어 소수민족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서 평>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 dear Children 

       - 장원호 교수 작품 -  

 

미주리 대학교 언론대학원, 대학원 연구담당 

부학장을 역임하고 은퇴한 장원호 석좌교수의 

자서전적 이야기다.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조국의 역사와 장씨가문의 전통을 알리는 충정 

어린 편지를 모아서 펴낸 책이다. 장교수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가정적으로 다복한 

언론학 교수이다. 슬하에 2남 1녀, 벤쿠버에서 

건축사를 하는 딸, 홍콩에서 미국기업 

변호사를 하는 큰아들, 보스톤에서 문학교수를 

하는 막내아들 그리고 다섯의 손자를 두고 

있다. 

장교수는 일본이 만주 침략을 하던 1937년 

충북 시골에서 출생했다. 세계 2차 대전을 

초등학교 시절에 거쳤고, 한국전쟁을 중학교 



시절에 맞으면서 청주 중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정치과를 졸업하고, 단돈 $50을 

가지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온 1세대 

유학생이다.  

그는 미국에서 언론학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를 마치고 정년까지 언론학 교수를 

역임했다. 삶의 넓이와 깊이가 넉넉한 만큼, 

그의  이야기는 그의 아이들을 넘어 

누구에게나 흥미로운 편지를 읽는 듯하다. 

장교수의 저서는 다산 적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처럼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상하면서도 매서운 교훈을 

담고 있다. 그의 편지 형식의 글은 아이들이 

아는 영어로 썼지만, 1962년 노벨상을 탄 쟌 

스타인버그의 글 처럼 꾸ala이 없어서 마치 

신문기사를 읽는 듯하다. 일독을 권하고 싶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 명예교수 강형두 >  

 

  
 

 

한인회 게시판 

♣모든 회원님들께서는 한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인당 $15의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김병희 (949-365-6869)  

 

♣2011년부터는 한인회 뉴스레터를 봄, 여름, 

가을, 겨울호(연 4회)로 발간 예정입니다. 

  

 

 

 

 

 

- 회원 동정 - 

 

 

<최근 신입회원 명단> (순서없음) 

 김종국 / 옥희 :    949-838-5813  

 김일홍 / 호경 :    949-855-8529  

 박덕순 :           949-257-3829  

 김현수 / 영순 :    949-382-1839  

 김성웅 / 희자 :    949-770-7494   

 이현진 / 정복 :    949-581-2103  

 한주용 / 자영 :    949-951-3196   

 문성진 /장옥경:    301-655-5315  

 최장희:            949-859-7714  

 백정일 / 준례 :    214-501-3546   

 이 훈 / 박경애:    214-395-1645  

 명순Woodward:    949-293-6955  

 이익삼 /오영옥:    949-454-2455  
 송윤근        :    949-485-5812 

 

   * 인사 나누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세요> 

최주열 회원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회원 저작 활동> 
✍남용순 목사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 칼럼집 발간 

✍장원호 교수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  

✍이성호 예비역 대령

「Combet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Marine 

Corps」 

: 

✍정희자 회원

「지난 날의 추억」 

: 수필집 발간 출판기념회 

   일시: 12 월 11일 오후 5시 (식사 포함) 

   장소: Laguna Hills 연합 감리교회 친교실 

   ☎ 문의전화: 949-597-4273. 847-269-8409 

 



<

라구나우즈 생활 정보 

정희자 그림지도 교실
일시: 2011년 1월 11일 (화),  9-10 AM 

>     

장소: Club House 1 (Dining room) 

재료비: $ 15 

☎ 문의전화:  

<

949-597-4273 

박옥동 교수 Computer 교실

주제: Window 7, Internet, E-mail, Picasa 

> 

등록: 2011년 1월 14일 (금) 10시 

강의기간: 2011년 1월 21일 - 2월 18일 

강의시간: 오전 10시 - 12시 

장소: PC Learning Center (PCM 3층) 

전화: 

신청자는 1월 10일까지 전화 바랍니다. 

949-770-2832(H), 949-395-9916(C) 

<보험, 메디케어
☎ 스타웨이 종합보험 

> 

- 메디케어 선택요령 - 

대표전화 949-581-7827 

올해는 기존의 MD Care 보험회사에 메디케어 

어더벤티지(HMO)보험을 들고 계시던 

분들에게는 주의가 요망된다. 왜냐하면, MD 

Care에서 더 이상 Monarch (의사)그룹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구나우즈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 Monarch (의사)그룹에 

가입하여야 (한국/미국)의사들의 수가 많고 이 

지역에서의 해당 병원(Saddle Back Memorial 

Medical Center, Irvine Hoag Hospital, Mission 

Hospital Laguna Beach, 등)이 많기 때문이다. 

Monark (의사)그룹은 얼바인 지역에만 한국 

의사가 약 10명 정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의사를 선정하기 위해 

Monark 이외에 다른 그룹을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기존의 AARP를 가지고 계시던 

분들의 경우, 올해에도 동일한 AARP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더라도 같은 AARP 내에서도 

플랜변경은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올해에는 플랜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좋지 않은 플랜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또한 플랜을 선정할 때, 반드시 현재 드시는 

약처방이 그 플랜에서 커버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저렴한 비용으로 커버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앞으로 수술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병원 및 입원비 등에 

대한 더욱 더 세심한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그외 치과, 안과, 보청기, 교통편, Fitness 

Club(Bally 등) 이용권 등 다른 부수적인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어더벤티지(HMO)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치과보험에 따로 가입할 방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나 일부 플랜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PPO치과보험에 대한 가입을 허용해 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부수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메디칼을 가지고 계신분들도 2009년도부터 

치과, 보청기, 안경, 등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HMO에 

가입함으로써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단, 이러한 HMO에 가입을 하더라도 메디칼에 

대한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할 

때에는 현재 가지고 계시는 메디칼에 대한 

자신의 지위를 분명히 알고 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많은 분들이 주위의 친구나 친지분들의 

조언만 듣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마치 나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른 

권장식단을 무시하고 무조건 남들이 권하는 

식당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플랜선정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내 

몸에 맞는 플랜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보험이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철저히 잘 

대비해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병원은 꼭 

질병에 의해서만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등의 원인에 의해서도 찾게 되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메디케어 

어더벤티지(HMO) 플랜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지역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PPO형식의 보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플랜은 디덕터블이 높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PPO냐, HMO냐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올해에는 메디케어 변경시기가 

11월 15일 - 12월 31일까지 밖에 없으므로 

바쁜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서두를 필요가 

있다.(★ 스타웨이 종합보험 자료제공

 

 ★)   

<☎ 보험문의 전화;  949-581-7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