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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마크 홍 신임회장 선출
▶ 세미나·장학금 지급 등분과별 활동 강화 주력
지난 10일 JJ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한인부동산협회 4차 정기이사회 및 차기 회장 선거를 마친
뒤 신임 회장에 당선된 마크 홍(앞줄 왼쪽 네 번째) 부회장과 남승현 현 회장이 이사들의 축하를
받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 <류정일 기자>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이하 부동산협회) 제27대 회장에 마크 홍 부회장이 선출됐다. 부동산협회는 지난
10일 LA 한인타운 JJ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제4차 정기이사회 및 이사장 선거를 실시해 단독 추대된 마크
홍(코러스 부동산 대표)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케니 조(베트스 부동산 부사장) 전 회장을 이사장으로 각
각 선출했다.
앞으로 1년간 부동산협회를 이끌어갈 홍 신임회장은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동산협회의 전문성을 강
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부동산협회 내 각 커미티 별로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회원과 커뮤
니티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홍 신임 회장은 멤버십, 세미나, 골프, 장학금 등 분과별 커미티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테크놀러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조 신임 이사장도 “젊은 부동산협회로 거듭나려는 노
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6년 사업보고 발표를 통해 올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동산협회는 지난 2월 100여명이 참석한 비즈니스 믹서 행사를 열고 남가주 전역의 브로커와 은행, 모기
지, 타이틀 업계 관계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췄다. 3월 대규모 세미나에서 2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코리아타운 르네상스’를 주제로 시장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동산협회의 오랜 활동인 차세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노력은 올해도 계속돼 4월 차세대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에 130여명이 참석해 뜻을 모았고 5월에는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식당 행사가 열어 300여명
의 참석을 이끌었다. 그 결과 모금한 기금으로 8월 ‘2016년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13명의 학생들에게 소정
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 연말 임기를 마치는 남승현 회장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많은 회원들과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무탈하
게 2016년을 마칠 수 있게 됐다”며 “홍 신임 회장과 조 신임 이사장이 이끄는 협회가 내년에도 그 이후에
도 번창할 수 있도록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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