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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한인회(회장 백황기)가 
지난 14일 LA 총영사관과 재외동포
재단이 후원한 ‘샌디에고 한인의 달 
지정 기념 2019 한인 송년의 밤’ 행사
가 성황리에 개최했다.
J&J이벤트 홀에서 열린 송년의 밤 

행사에는 시니어 센터 한청일 회장, 
글로벌 어린이재단 김정아 회장, 해
병전우회 이정웅 회장, 한인무용협회 
한춘진 고문 등 주요 한인단체장들
과 임천빈 한인회 명예회장, 김병대, 
이묘순, 조광세 전 한인회장을 포함
해 약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1부 기념식에서 백 회장은 인사말

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에 밤잠을 설
치기며 지낸 지난 1년간은 제 생애
에서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는 나날

이었다”고 회고한 후 “올 한 해 동안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발보아 
팍에서 거행하고, 샌디에고와 오션사
이드 시로부터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지정받았으며, 중국 문 페스티벌
의 전유물로 여겼던 발보아 팍의 오
르간 야외 공연장에서 한인회에서는 
처음으로 K-POP 및 한국문화축제를 
단독으로 개최했다”며 그간의 주요 
사업들을 소개했다.
이어 백 회장은 “조국을 떠나 이국

에 살면서 전통문화를 잊지 않고 계
승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긍심이며 
소중한 자산이다. 이는 후대에 길이 
물려줘야 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
다”며 “이를 위해 2020년 10월 24일 
발보아 팍 오르간 야외공연장에서 한
국문화 축제를 개최하며 매달 세 번
째 목요일 순회영사업무와 커뮤니티
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
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천빈 명예회장의 인사에 이어 장

학금 및 봉사상 수여식이 있었다.
장학금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

다. Arela Ebbah, Hanna Kim, Jung 
Hoo Park, Jaden Lee, Cherry Sakura, 
Emani Carson, Gina Lee (이상 7명, 성
명 무순)
이어 2부 행사서는 한인무용협회

와 주류 학생들로 구성된 K-POP 공
연팀인 코스믹 플러스의 화려한 퍼포
먼스가 열렸다. 또한 성악가 헬렌 오 
씨와 가수 등이 출연해 제34대 한인
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말 그대로 커뮤니티가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자리로 만들었다.
행사를 마친 후 백 회장은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인커뮤
니티의 협조와 후원 덕분”이라며 “1
년 예산이 약 3만5,000달러”라고 밝
힌 후 “한인회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
원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커뮤니티 
차원에서 논의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사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
이다”라고 말했다.
2019년도 출범한 제34대 한인회는 

올 한 해 문화, 복지. 커뮤니티를 구분

해 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문화 사업으로는 ▷3.1절 100

주년 기념행사 ▷한국문화축제 ▷가
주 한글날 제정 서명운동을 실시했
다. 그리고 복지사업은 모국방문 건강
검진 예약 서비스를 대행해 한인들
이 모국 방문 시 다양한 의료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커뮤니티 대민봉사사업은 ▷

서류미비자 단속 대처법 이민 서비스 
▷순회영사업무 ▷복수국적제도와 
복수국적자의 의료보험 안내 세미나 
등을 통해 한인들의 권익 증진을 도
모하는 동시에 이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끝으로 정부 상호교류사업으로 ▷

3월1일 유관순의 날 지정 선포(샌디
에고 & 오션사이드 시) ▷10월 5일 
샌디에고 한인의 날 지정 선포(샌디
에고 시) 등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한인회 사무실이 J&J 플라자 

빌딩으로 이전해 한인들이 넓고 쾌적
한 공간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태용 기자>

올해 뜻깊은 성과들… 한인 자긍심 높였다
SD 한인의 달 지정 기념

송년의 밤 성황리 열려

장학금·봉사상 수여도

2019 한인회 송

년의 밤에서 장

학금과 봉사상 

수상자들과 후

원자들이 자리

를 함께 했다. 

앞줄 맨 오른쪽

이 백황기 한인

회장

샌디에고 한국무용협회(회장 최성애)가 지난 

7일 미션 밸리에 있는 메리엇 호텔에서 ‘장

진호 전투 참전 용사 보은 공연’을 가졌다. 약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연행사에서 무용

협회는 매화입춤, 캐롤 정 지도강사의 아리

랑 독무, 부채춤 등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 초청

무용협회,  보은 공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려 합
니다. 2019년을 마치면서 12월 
31일 이전에 꼭 해야 할 일에 대
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올 해의 소득을 계산, 세금 

플래닝을 한다
만약 소득을 낮추기 위해서 

은퇴연금이나 다른 투자를 통해 
공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12월
31일까지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
다. 그중 SEP IRA나 IRA 같은 경
우는 내년 세금보고 전까지만 해
도 됩니다. 하지만 401k 같은 경
우 2019년 말까지 모든 contri-
bution을 마쳐야 하니 미리미리 
payroll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야 합니다.
또한 capital gain/원천 징수를 

낮추기 위해서 혹시 이익률이 좋
지 않은 투자가 있다면 그런 투
자를 정리하여 손실에 대한 세
금혜택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2. 현재 70.5세 이상 되신 분

은 IRA나 Pension 또는 다른 은
퇴연금 구좌에서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지
정된 금액 이상을 인출하시고 이
번해의 소득으로 인정하셔야 합
니다. 
만약 RMD를 연내 인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IRS에서 RMD의 
50%를 tax penalty로 내셔야 하
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70.5세가 넘으신 분들 중 

아직 회사를 다니고 계시거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그 
회사의 지분의 5% 이상 소유하
지 않으신 분들은 은퇴하실 때까
지 굳이 RMD를 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회사 지분이 5%
가 넘으신 분들은 아직 은퇴를 
하지 않으셔도 70.5세가 되시면 
RMD를 빼셔야 합니다.
3. 전체 공제 금액이 표준공

제(싱글인 경우 12,200달러, 부
부인 경우 24,400달러)보다 높
지 않다면 모기지 이자와 다른 
현금이나 기부금을 금년에 한
꺼번에 몰아 내서 공제 금액이 
standard deduction 금액을 넘길 
수 있도록 해 공제 금액을 높이
는 것도 세금을 낮추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세금 플래닝이나 

재정 플랜을 세울 때는 전문가
와 본인의 상황을 상세히 의논
하고 조언을 받고 결정하는 것이 
손실이나 후회를 막을 수 있으니 
재정 플래닝에 관해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문의 (213)480-

9400(켈리 우 재

정설계)/웹사이트 

www.ProfectusFi-

nancial.com

연말 해야 할 세금·재정플랜

아동학대를 모바일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샌디에고 통합교육구는 아동학대

를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의
심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앱을 
도입했다.

세라믹 디자인 아티스트 김승희씨와 페인팅 

아티스트 민숙현씨가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Gazing At the Nature’란 주제로 전시회를 가

졌다. 지난 7일 오프닝 리셉션에서 김승희(왼

쪽)씨와 민숙현씨가 관람객들에게 작품에 대

해 설명하고 있다.

김승희·민숙현씨 작품전

아동학대 모바일 앱으로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