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guna Woods 한인회  2015 년도 사업 보고.  
 
1월. 06일  한인회 임원, 이사회 모임,  

13 일 회원들을 위한 투자 설명회 (강사 최을형:신한투자) 54명참가 CH3. 
봉사회 : 구정파티서 탈북자구조모금 운동 지원 결정. 
 

2월 09일 한인회 및 구정파티.(다양한프로,한식, 325명신청, 300참석) 
     12일 Tenor, 김 성록 독창회 개최  170 여명 참관. 
 
2월-4월 5 차례 GRF Golf Task Force에 한인회대표로 투표권 갖고 참석. 
   * GOLF Shotgun game plan, Green Fee, Cart fee, Trail fee등 인상저지에 일조 
 
3월 02일 봉사회 탈북자구원 모금$3,000. LINK (Liberty In North Korea)에 전달 
4월 06일 노후재정관리 Seminar, 강사 Stanley Cho, CEO, CPA., 우리은행 참여  
4월 7일 원종록씨 주관, “역사와 신앙 강좌” 50여명 참관 
        한인회 월례행사로 CH 7에 유치키로 결정 : 현재 계속 진행. 
 
4/월 08일  일본의 아베극우정권 독도 영유권관계 미의회및 UN 활동저지를  
   위한 Email등 홍보. 
   한인회원 280여명 연서로 OC에 한국 영사관분실유치 청원. 
 
5월 26일 2차 임원회 5/31 일 신입 회원 환영회 개최 결정 
                      2016 년도 한인회 주소록 재 발간 결정. 준비 
5 월 28일 Irvine City시 한국 문화 행사에 한인회및 합창단 행사 참여. 
 
5월 31일 신입 회원 만찬회.   신구 회원 180 여명 참석. CH 5. 
 
6월 05일 Golf Course Marshal, Charles Huntsman의 한인 Golfer들에게 월권적 
   불손 사례가 많았슴에 한인회 차원으로 136명의 연서 청원으로 PCM  

Gn.Manager앞으로 탄원서 제출. Golf Mag.Pro Roger Teel과 중재 합의. 
* 도와주신분: 베드로정목사, Mrs.오, 추헌호 : 이후 Golf종사직원들 태도개선. 
 
6월 18일  3차 임원회, 이사 합동 회의 
        1. Golf Player Assistant, 탄핵 경과보고,  
        2. 박신애 재무, 박정미 재무 보조및 행사 담당 임원 보강. 
 
6월 25일 Glendale소녀상,  7월 7일 Riverside Downtown 안창호 선생동상 참배 
 
   * Senior Fashion Model Show 시도했으나 상업성 배제위해 중단.결정. 
 
 
 



 
 
 
7월 27일 한인회주소록 제작 위원 모임 이후 10월 2일까지 수고한분(존칭략) 
         장원호 (편집인), 김성수, 박신애, 박승원,  Nancy 권, 윤성복, 김화자,  
         박정미, 이영옥, 원종록,  
 
8월 25일 광복 70주년기념 민속축제 (한국서온 3명등 12명 공연) 겸 
        참전 용사 위안의 밤 개최 
        이웃 타민족, 백인 90여명, 중국인 50여명등 총 260여명 참관. CH 5  
10월 6일 동포재단주최 한인회장 대회 참석및, 한인회주소록 발간 추진. 
11월 5일 한인회 주소록 관계자 소집, 선적관계확인, 광고료 납입 독려등 업무 
 
11월 21일  한인 합창단 연주회, 탈북자 구호금 모금 후원.   CH 3.  
 
12월 1일   한인회 및 년말 Party  325 명 참석. (김성록 2부 공연 성황) 
 
* Oraange County 매년 12월 12일 “Korean American Seniors Day” 선포문 수령 
 
 OC 한인회등 협력으로 주류사회서 한인 노인날 제정에 공헌.  
 
 
재정 보고는 별도로 했드시  $18,200. 정도를 차기 회장 에 인계할수 있었음. 
 
(존칭생략), 윤갑용 부회장, 박시내 재무부장, 김화자 행사총괄, 윤성복, 박정미, 
김수경, 박수남, 최삼익, 기획담당 Nancy 권, 직책없이 뛰어준 김은식부부, 
주강부부, 박승원Photo Artist, 강테원 Video,민경환Website,신영균, 
처음 행사인 구정파티를 도와준 이금자, 서경남 , Golf장 해결을 도운 추헌호 
특히 한인회 주소록 편집을위해 노구에 3일밤을 세며 일해주신 장원호전회장, 
김성수기획총괄, 환자방문시 마다 해박한 의학지식으로 도움준 이강민 이사장 
봉사회 이수자, 박미자, 김홍식,김명순제씨의 탈북자 구호 모금활동, 이덕희, 
최Sophia, 여성회 박혜숙등 일일히 열거 못할 많은 분들의 희생과  봉사로 
모든게 이뤄졌슴을 이 지면을 통해 새삼 감사 드리며 한인회 2015년도 업무를 
간추려 보고 드립니다 
 
 
 
회장,   주 용  2016. 1,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