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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리 고교생‘위안부기림비 건립’돕자
감미옥 식당 이어 백영현 씨, C-랜드 부동산 등도 성금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나서 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 역사를 배우고, 위안
부 피해자 기림비를 세우겠다고 나섰다
니 참 장하다. 현재 학생들이 예산을 확
보 못해 기림비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니
안타깝다. 한인들이 모두 나서 학생들을
도와 꼭 포트리에 기림비를 세우자”
포트리의 고등학생들이 추진하는 일
본군 강제 위안부 기림비 건립이 건립비
모금 부진으로 난관에 봉착, 건립목표일
을 3월10일에서 5월로 연기하고 추가 모
금운동을 벌이고 있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인사회 곳곳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칭
찬하며 이들을 도와 위안부기림비를 세
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트리 기림비 제막식은 5월19일(토)
로 늦추었지만 예산은 아직도 부족하다.
건립 장소는 포트리 메인스트리트 옆 컨
스티튜션 공원 내의 2차 세계대전 기념
비 맞은편으로 포트리 시의회에서 결정
했다.
일본군 강제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추진하는 학생들의 모임인‘유스카운슬
오브 포트리(Youth Council of Fort
Lee, 이하 YCFL)’회원들이‘위안부기
림비 건립’예산 모자라 난관에 봉착했
다는 뉴스는 한인 언론들을 통해 널리
알려졌는데, 뉴욕일보 1월19일자 A1면‘포트리 고교생들 위안부 기림비 건립
마지막 난관 극복 나섰다… 한인들 상대
모금운동’제하 기사와, 2월28일자 A1
면‘포트리 고교생들‘위안부기림비 건
립’예산 모자라 난관, 건립비 아직 2만5
천달러 부족…
“이 돈 없어 학생들 충정
꺽여서야”제하 기사를 본 포트리 감미
옥식당 최형기 사장 등이 성금을 내 학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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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수)
최고 34도 최저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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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그린클럽 백영현 회장이 YCFL 학생들에게 기림비 건립기금 마련 및 환경보호 이벤트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미스김 라일락’나무 120그루를 기증하기
로 했다. 왼쪽에서 세번째 백영현 1492 그린클럽 회장, 네번째 아일라 카소프스키(Ila Kasofsky) 포트리 시의원.

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욕일보 3월5
일자 A1면-‘위안부기림비 건립’…2세들
꿈 이루어주자.‘감미옥’최형기 대표, 포
트리 한인 고교생들 노력에 성금‘ 제하
기사 참조]
이런 가운데 평소 위안부 기림비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는 1492 그린클럽
백영현 회장이YCFL 학생들에게 기림
비 건립기금 마련 및 환경보호 이벤트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미스김 라일
락’나무 120그루를 기증하기로 했다.
YCFL는 이중 60그루는 기림비 후원금
마련을 위해, 60그루는 포트리 ClimaCon 환경보호 이벤트를 위해 판매할 예
정이다.
또 19일 뉴저지 C-랜드 부동산(CLand Realty)의 스테픈 이 사장이 위안
부 기림비 건립비 1천 달러와 환경보호
Clima-con 이벤트 후원금 500달러를 후
원했다. C-랜드 부동산은 평소 모든 수

포트리에 건립을 기다리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조감도.

뉴저지 C-랜드 부동산(C-Land Realty)의 스테픈 이 사장이 위안부 기림비 건립비 1천 달러와 환경보호
Clima-con 이벤트 후원금 500달러를 후원했다.

수료의 1%를 회사의 도네이션 어카운트
에 적립해 놓고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 건립비 3만5천달러 모금운동 =
YCFL과 이들의 활동을 돕는 학부모들

북미정상회담“복병은 예측불허 트럼프”
“A, B, C안 준비해도, 회담장에서 완전히 딴 발언 할수도”
백악관이 두 달여 앞으로 예정된 북
미정상회담 준비에 전력하고 있지만
‘벅찬 도전’
에 직면해 있다고 워싱턴포
스트(WP)가 19일 보도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전격 경질에
이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NSC) 보좌관 교체설 등 인적 교체
론에 휘말린 상황에서‘촉박한 시간표’

3월 20일(화)
최고 38도 최저 32도

에 맞춰 전례 없는 형태의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WP는“회담 장소, 배석자, 어젠다 등
을 푸는 것을 포함해 백악관 입장에선
준비를 정신없이 서둘러야 하는 상황”
이라며“회담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트
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더욱 준비를 철저
히 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정상회담은 실무 외교채
널을 통해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준
비 기간을 거쳐 마지막 출구로서 추진됐
던 전례들과 달리‘입구’
로 추진된다는
점, 워싱턴과 평양 간 공식적 의사소통
채널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
는 상황”
이라고 WP는 진단했다.

은 현재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
( G o f u n d m e ,
www.gofundme.com/confort-womenmemorial)를 통해 추가 모금운동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건립 예산 3만5천 달

이와 관련, 부시 행정부 시절 국방부
관리 출신인 댄 블루먼솔은 WP에“대
북 관계에 대한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며“그러나 현 행정부 내에선 이러
한 모델 정립 작업을 어느 쪽에서 주도
하는지 자체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
다.
백악관으로선 당장 국무부
와 국방부, CIA, 재무부 등 유
관 부처들 간에 북한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 북한에
무엇을‘대가’
로 줄지 등 각론
을 놓고 조율하는 것이 직면한
과제라고 WP는 내다봤다.

러 중 3월19일 현재 2만1천 달러가 모금
되어 1만4천달러가 모자란다. YCFL과
학부모들은 모자라는 예산의 일부를 미
스김 라일락 판매대금과 온라인 모금으
로 충당할 예정이지만 한인사회의 후원
이 절실하다며 성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YCFL은“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위
안부 기림비 제작 및 추모 활동을 위한
기부금은 위안부 피해자 분들께는 위로
를 드리고, 후세들에게는 인권유린 및

주한 미 대사로 낙점됐다 낙마한 빅
터 차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이번 정상회담을 구체적
인 행동을 견인하는 자리로 만들지 아니
면 큰 원칙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로 만
들 것인지부터 정해야 할 것”
이라며“시

1,059.80

1,083.04

1,058.71

전쟁피해의 참상을 기억하고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할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
을 것입니다. 개인, 회사, 단체 모든 분들
의 마음이 담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고 호소하고 있다.
◆“학생들 뜻 이루어주자”= 이 안
타까운 소식을 접한 뉴저지 거주 조모씨
(71, 베트남 참전 용사)“학생들의 인권
을 위한 뜨거운 마음이 돈 1만4천달러가
부족하여 좌절할 위기에 처했다니 참 가
슴 아프다. 위안부 문제는 한인들 전체
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민족적 숙제이
다. 한인들이 모두 나서 더 큰 관심을 갖
고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내어 우리 학생
들의 이 순수한 마음을 이루어주어야 할
것이다”
며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YCFL은 정식 등록 된 비영리단체
(EIN: 81-2354040)로 성금에 대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수료를 쓸 때 payable
to는‘YCFL’또는‘Youth Council of
Fort Lee’
라고 쓰면 된다.
△성금 보내실 곳 :
Youth Council of Fort Lee(YCFL)
P.O. Box 2 Fort Lee, NJ 07024
△문의; youthcouncilfl@gmail.com
<송의용 기자>

간이나 경험, 협상 카운터파트가 없다는
점에서 후자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고 말했다. 정상회담 준비를 어렵게 하
는 예측불능의‘복병’
은 다름 아닌 트럼
프 대통령 자신이라고 WP는 전문가들
을 인용해 보도했다.
<2면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