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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상공회의소 30주년 '상공인의 밤 ' 성황  

  

대뉴욕지구한인상공회의소가 신임회장을 맞았습니다. 16대 회장으로 취임한 진신범  
신임회장은 1.5세와 2세의 영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식자- 1.5세와 2세 영입 적극 추진 

  

1.5세 2세들의 영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일 제 16개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진신범 회장은 임기 동안의 추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인터뷰> 진신범 대뉴욕지구한인상공회의소 신임회장 

  

대뉴욕지구한인상공회의소가 31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제30주년 기념 상공인의 밤  
행사와 함께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하용화 뉴욕한인회장을 비롯해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  
상공회의소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프라비나 라가반 연방소기업청(SBA) 뉴욕 지부장을 비롯해 피터 구 뉴욕시의원,  
존 리우 뉴욕시 감사원장· 에릭 아담스 뉴욕주 상원의원 관계자 등 지역 정치인과  
주류 상공인들이 대거 참석, 행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식자- 올해의 상공인 상 애저 이상철 사장과 더블트리호텔의 조 안젤린 사장 수상 

식자 -올해의 우수기업 상 한양마트·모닝글로리, 웨비오, 엑스트림 케어, 스타사이드 약국체인 수상 

  

제 30주년 상공인의 밤 행사에서 올해의 상공인 상은 맨해튼 델리 애저의 이상철 사장과  
더블트리호텔의 조 안젤린 사장이 수상했으며, 올해의 우수기업 상은 한양마트·모닝글로리,  
웨비오, 엑스트림 케어, 스타사이드 약국체인이 수상했습니다. 

  

또 지난해 열린 인천 세계도시축전에서 뉴욕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씨캐슬 그룹 전성수 회장을 비롯해 5개 업체가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날 진신범 신임회장은 14대와 15대 회장을 역임, 지난 4년간 협회 발전을 위해 힘쓴  
이명석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했으며 존 리우 뉴욕시 감사원장· 에릭 아담스 뉴욕주 
상원의원, 피터 구 시의원도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대뉴욕지구한인상공회의소는 뉴욕일원의 한인 비즈니스업계의 권익 보호와 상호  
네트워킹을 위해 지난 1977년 창립됐으며 현재 80여명의 임원과 이사가 활동하고  
있고 5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전체인기뉴스 

윤영미의 생각하는 오솔길

생할속에 한 부분 편지쓰기 어때요 (25

회...

시와 함께하는 시간 (36회)

[2010년 11월 29일] 정오뉴스

어머니의 텃밭 (27회)

어머니 (1회)

생활속의 아이들 '강명훈 외' (34회)...

[2010년 8월 23일] 건강365

생활정보 

노이에 갤러리 

미동부생명의전화 제2차 공개세미나...

재미한인의사협회, 2010 장학생...

뉴욕한인회, 올해의 한인상 수상자...

추천명소-세븐 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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