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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I 는 캔사스에 설립된 교육기관입니다. 

913-957-5005

Programs

         캔사스 공부방 (숙제 도와주기 + 영어) / 개인, 그룹별

Target 
Audience

Website
Design

Code
Optimization

      교과목 지도 (Math, Calculus, Algebra, Science, Chemistry, Physics, Biology, History) 

Target 
Audience

Website
Design

Code
Optimization

        언어 교육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포르투칼어)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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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Design

Code
Optimization

수강료 균일제

         개인지도 :  $ 20 (시간당)

Target 
Audience

Website
Design

Code
Optimization

         그룹지도 (최대 4명) :  $ 10 (시간당)
Target 

Audience

Website
Design

Code
Optimization

상담 및 문의

ID:  NLI1

www.facebook.com/NazareneLanguage

knlanguageinstitute@gmail.com

www.nazarenelanguage.org

Tutors

시간 및 장소

         장소:  Mid-America Nazarene University & Johnson County Libraries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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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Design

Code
Optimization

        시간:  (월-금) 4:00 ~ 8:00pm,  (토) 9:00am ~ 4:00pm

Target 
Audience

Website
Design

Code
Optimization

 
 NLI는 캔사스에 설립된 교육기관입니다. 

상담 및 문의

Tutors

캔사스 공부방

        숙제 도와주기 + 영어
            - Elementary
            - Middle
            - High

Target 
Audience

Website
Design

Code
Optimization

(913) 957-5005

ID:  NLI1

https://www.facebook.com/NazareneLanguage

knlanguageinstitute@gmail.com

https://www.nazarenelanguage.org

캔 사 스   공 부 방

장소 및 시간

  장소  
Mid-America 

  Nazarene University

Johnson County         
  Libraries

         
  시간 

(월-금) 4:00 ~ 8:00pm 
 

(토) 9:00am ~ 4:00pm

Target 
Audience

Website
Design

Code
Optimization

Target 
Audience

Website
Design

Code
Optimization         개인지도: $ 20 (시간당)

         그룹지도(최대 4명): $ 10 (시간당)

         4주 그룹지도 정액반 (4명 정원)

  주 5회 (1회 2시간):  $ 300
            주 3회 (1회 2시간):  $ 200
            주 2회 (1회 2시간):  $ 150

Target 
Audience

Website
Design

Code
Optimization

수강료

Target 
Audience

Website
Design

Code
Optimization

Target 
Audience

Website
Design

Code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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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FROM THE EDITORS
-- Greetings readers

April is for baseball, taxes, and getting out of the house.  Now that the weather 
is warmer, getting out of the house will be more enjoyable.  There are many 
events happening this month so plan your free time accordingly, especially 
going to the Mid-American Asian Cultural Festival!  And don't forget your 
taxes. 

편집자 주 / EDITOR’S NOTE

• 모든 칼럼의 영어 또는 한국어 번역본은 요약본이며,외부필자의 
원고는  
신문사 편집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ll translations of the columns are done in summary form. The 
opinions, beliefs, and viewpoints expressed by the contributing 
writers may not reflect the opinions, beliefs, and viewpoints of 
KCKJ.

      --------------------------------------------------------
• 캔사스시티 코리안 저널의 (연합 뉴스)로 표기된 모든 기사의 발

신지와 저작권자는 
• 연합뉴스이며, 무단전재나 재배포를 절대 금합니다.

1. 연합 뉴스 – (기사발신지=연합뉴스)
2.  저작권문구 <저작권자 (C)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The source and copyright holder of all articles marked as As-
sociated Press (AP, Yonhap) in Kansas City Korean Journal is 
Yonhap News(AP), reprinting or distributing without permission 
is strongly prohibited. 
       1. AP - (Article Source Reuters)

2. The copyright notice <copyright (C) AP All Rights Re-
served - Copyright by>

• 마감일을 넘겨오는 기사나 광고는 부득이하게 다음호로 넣게 되
겠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저희 신문의 수정 사항을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요. 여러분의 지적
을 귀하게 받아 더욱 발전하는신문이 되고자 합니다.  
보내실곳은 kim@kckoreanjournal.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If you find any information in error, please direct them to kim@
kckorean journal.com  Thank you. 

u 목차 / READER’S GUIDE

 kim@kckoreanjournal.com     913-802-2005
 

ONE.FIVE Media LLC : Kansas City Korean Journal

(여러분의  광고를 소중히 여깁니다. 캔사스의 유일한 한인신문 KCKJ로 연락주세요. 한인특별
가로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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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ndar of Events
Autism Awareness Month

April 1: H1B (Work) Visa Appli-
cations  Due

April 1: 1920S MYSTERY BOOK 
CLUB: Recurring monthly on 
the 1st, April 1-October 1, 10-
11:30am, Shawnee Town, 11501 
W 57th St., Shawnee, KS 66203

April 1: SHEN YUN: April 1-April 
3, Fri., 7:30pm; Sat. 2:30pm, 
7:30pm; Sun., 2:30pm
Kauffman Center for the Per-
forming Arts, 1601 Broadway, 
Kansas City, Mo 64108

April 1: THE MASTERY OF MO-
ZART AND MAHLE: April 1-April 
3, Kauffman Center for the Per-
forming Arts, 1601 Broadway 
Blvd., Kansas City, MO 64108

April 2: KEGS ‘N’ EGGS - ADULT 
EGG HUNT AND CRAFT BEER 
FESTIVAL: 01:00:00 to 05:00:00, 
Kansas City Renaissance Fes-
tival, 628 N 126th St., Bonner 
Springs, KS 6601

April 3: Season Opener KANSAS 
CITY ROYALS VS. NEW YORK 
METS: April 3 at 7:37 PM, April 5 

at 3:15PM, Kauffman Stadium, 
One Royal Way, Kansas City, MO 
64129

April 3: PASSPORT TO INDIA 
FESTIVAL at Nelson-Atkins Mu-
seum, 10:00 AM - 4:00 PM

April 7: BRUCE SPRINGSTEEN 
AND E STREET BAND: 7:30pm, 
Sprint Center, 1407 Grand Blvd., 
Kansas City, MO 64105

April 10: KAUFFMAN SPECIAL 
EVENTS K-STATE RHAPSODY III: 
6pm, Kauffma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1601 Broadway 
Blvd., Kansas City, MO 64108

April 13: KANSAS CITY FILM-
FEST: April 13-April 17, Cinemark 
Palace in The Plaza, 526 Nichols 
Road, Kansas City, MO 64112

April 15: Tax Day

April 16: WORLDS OF FUN: 
OPENING WEEKEND: April 
16-April 17, Worlds of Fun, 4545 
Worlds of Fun Dr., Kansas City, 
MO 64161

April 16: ACCESS ART: 9:00 a.m. 
- 4:00 p.m., Woodneath Library 

Center, 8900 NE Flintlock Rd., 
Kansas City, MO 64157

April 17: FAMILY TIMBER CHAL-
LENGE (FTC) SPRING OBSTA-
CLE COURSE RACE: 9:30am, 
Adventure Zip KC, 12829 Loring 
Dr., Bonner Springs, KS 66012

April 18: MUMFORD & SONS: 
7:30pm, Sprint Center, 1407 
Grand Blvd., Kansas City, MO 
64105

April 19: PENTATONIX: 7:30pm, 
Sprint Center, 1407 Grand Blvd., 
Kansas City, MO 64105

April 22: EARTH DAY, CELEBRA-
TION AT POWELL GARDENS 
(FREE ADMISSION TODAY 
ONLY), From: 09:00 AM to 05:00 
PM, Powell Gardens, 1609 NW 
Hwy. 50, Kingsville, MO 64061

April 23:  Mid-American Asian 
Cultural Association Presents: 
Cultural Festival 11am-5:30pm 
at Olathe East High School

April 24: HARRY POTTER AND 
THE MAGIC OF MUSIC: 2pm, 
Kauffman Center for the Per-
forming Arts, 1601 Broadway 
Blvd., Kansas City, MO 64108

April 26: UMKC JAZZ NIGHT 
(CONSERVATORY ARTIST SE-
RIES): 07:30:00 to 09:30:00
Folly Theater, 300 W 12th St., 
Kansas City, MO 64105
April 26: NATIONAL GEO-
GRAPHIC LIVE! KEVIN HAND, 
ASTROBIOLOGIST THE SEARCH 
FOR LIFE BEYOND EARTH: 
7:30pm, Kauffma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1601 
Broadway Blvd., Kansas City, 
MO 64108

April 29: 31TH BROOKSIDE ART 
ANNUAL: April 29-May 1, 5pm-
9pm Fri, 10am-9pm Sat, 11am-
5pm Sun, Brookside Shopping 
District, 63rd St. and Wornall 
Rd., Kansas City, MO 64113

April 30: TEACHER APPRECI-
ATION DAY: 10:00 AM - 04:00 
PM, Kansas City Zoo, 6800 Zoo 
Dr., Kansas City, MO 64132

April 30: 13TH ANNUAL 
PARKVILLE MICROBREW FEST: 
1-5pm, English Landing Park, 
8701 Clark Ave., Parkville, MO 
6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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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44th Annual Kansas City St. 
Patrick's Day Parade

Crowds walking around before the parade started

Motorcycle cops led the parade

One of the many vintage cars driven in the parade

KC St. Andrew Pipes and Drums

Irish Catholic Men, Ancient order of Hibernians, Fr. Bernard Don-
nelly Division #1 Johnson County, Ks.

March 17 was a perfect day for a 
parade. Many came out to see all 
the floats and teams participating 
in the parade. The Irish commu-
nity came out to show their pride 
by having floats, marching in 
the procession, and many more. 
Venders sold all things green 
and there were food and drinks 
stands for all those who came.

Westport Flea Market's Burger Float

Irish Center Float

Dowds Irish Dance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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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Patrick

O'Riada Manning Academy of 
Irish Dance

Mid-Continent Public Library

Kansas City Irish Festival

KC Marching Falcons

Royal Diamonds Drill Team Lee A. Tolbert Marching Sound Explosion

Craig Rookstool "Moos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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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unday afternoon, our senior citizen community gathered to-
gether at Choga and elected their new president.  They started 
their meeting with a salute to our American and Korean flags and a 
word from the newly retired president, (Chung Jung-su 정공수).  He 
thanked everyone for coming and handed it over to the speaker.  
They gave an overview of their past year and financial contributions 
and gifts.  A plaque of service was given to Mr. Chung for his term as 
president of the senior community.  Then they explained the duties 
of the president and the ten nominees.  After an unanimous vote, 
the speaker announced their new president, (Jang Young-ro 정영로).  
They served an early dinner after prayer.  We congratulate the new 
president and hope for a great new year for the senior community.

2016년 상록회 정기총회/Senior's Annual Meeting

일요일 오후, 초가에서 한인 장로회가 모여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다. 미국 
국기와 태극기를 향한 경례를 시작으로, 초대 회장이셨던 정공수 회장님
께서 인사 말씀을 전해주셨다. 그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다음 발표자에게 순서를 넘기었다. 그들은 작년 한 해 한인 장로
회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한 뒤, 경제적 실정과 선물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정공수 전 회장님께는 그간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는 명
판이 전달되었다. 차후 회장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그들은 
열 명의 회장 후보들을 발표했다. 전원 만장일치의 결과로, 새로운 한인 장
로회 회장, 정영로 회장님이 선출 되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들은 이른 저
녁 식사를 했다. 새로운 회장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한인 장로회
의 평온하고 행복한 한 해를 기원한다.

Members of the Korean Senior Society

Members of the Korean Senior Society Members of the Korean Senior Society

Chung Jung-su 정공수 Jang Young-ro 정영로



APRIL 2016 / 04월 2016년    kckoreanjournal.com 커뮤니티 / COMMUNITY 9

캔사스 경로대학 
입학식
 캔사스 경로대학 입학식이 지난 3월 20일 일요일 오후 
4시 캔사스 한인장로교회에서 있었다. 정지훈 학감의 사
회로 시작된 입학식은 김경민 목사(캔사스 순복음교회)
의 기도, 김래원 목사(캔사스목회자 협의회 회장)의 말
씀, 강일경 목사(캔사스 한인장로교회)의 환영인사와 학
교경과보고, 정공수 전 상록회장의 축사, 김호원 박사의 
격려사, 홍성수 학생대표의 입학생 선서 등의 순서로 진
행되었다.

 캔사스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경로대학에 62세 이상 
어르신 35명이 등록을 하고 입학식에 참석하였다. 2명
의 학생은 토피카에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대학에 
입학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하였다. 스텝과 강사들을 포
함 약 45명 정도가 3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주 화
요일 오전 10시에 캔사스 한인장로교회에 모여 노래교
실, 생활공예, 풍선아트, 미술강좌, 건강강좌, 레크레이
션 및, 노래방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점심식사로 알
찬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 또한 1학기 중 소풍이 계획되
어 있어 인근 지역 나들이를 하게 된다. 입학식에 참석한 
학생 어르신들은 경로대학에 대한 큰 기대와 설렘이 있다고 전했다.

 경로대학은 캔사스 한인장로교회와 지역 독지가들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학교 
관계자는 지역 동포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1학기를 마치면 
방학 후 8월 중순에 2학기가 시작 되며 1학기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2학기
에 입학할 수 있다. 캔사스 경로대학에는 광역 캔사스 시티 지역에 거주하시는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62세 이상 어르신들은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경로대학
에 관한 문의는 전화 913-236-7636 (정지훈 학감)로 하면 된다.

    

3.13 
부터  

매주 일 오후   

   March 13 - May 15, 2016 (10주)  
   매주 일요일 오후 3시-5시 
          장 소 : New Haven Seventh-day Adventist Church 
           주 소 : 8714 Antioch Rd.  
                      Overland Park, KS 66212 
           교 재 : SDA 삼육외국어학원 교재 You Too Can Speak English 외 (당일 무료 제공) 
           단 계 : ESL Basic, Intermediate, Advanced (Free Talking), and Korean Class 
           신청방법 : 3월 13일 2시 30분 - 3시 당일 등록 
           준비물 : 등록비 $10 (추가비용 없습니다) ; 3.13 당일 등록시 지참 
           문 의 : (913) 369 - 0496  
              kckoreanchurch@gmail.com

 YOU TOO CAN  
 SPEAK ENGLISH 
 영어회화 ESL 무료강좌 

교사진 소개                       Hear it,  Think it, Say it   LIKE A NATIVE 

Roberta Lindbeck
M.A. English 
Experienced college teacher
ESL Intermediate 담당교사

Cherise Baker Whited 
Master of Social Work 
Experienced clinician

Advanced (Free-talking) 담당교사

Carla Reimche  
B.A. English 
Experienced ESL teacher
ESL Basic 담당교사

Yara Young
B.A. Education 

Experienced classroom and ESL teacher

원어민과의 영어회화를 통해 

영어를 배우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곧 시작합니다!  

Soo-Whan Choi                                                     David Pitcher
M.A. Counseling Psychology                                  M.A. Teaching 
Experienced SDA 외국어학원 교사          Experienced ESL teacher 
Advanced (Free-talking) 담당교사            ESL Intermediate 담당교사



세계 뉴스 / WORLD NEWS

10 KC KOREAN JOURNAL / 캔사스 코리언 저널

OBAMA MAKES HISTORIC VISIT 
TO CUBA
   
WASHINGTON, March 20 (Yonhap) -- U.S. President Barack Obama made 
a landmark visit to Cuba on Sunday, bringing a climax to years of a recon-
ciliation process with the former Cold War foe that American officials have 
urged North Korea to pay heed to.  Obama, first lady Michelle Obama and 
their two daughters arrived in Havana for a three-day trip that represents 
the first visit to the communist nation by a sitting U.S. president in 88 
years. Then-President Calvin Coolidge visited the country in 1928.  While in 
Cuba, Obama is scheduled to hold talks with Cuban President Raul Castro 
on Monday and attend a baseball game before leaving Tuesday. He is also 
expected to hold meetings with Cuban civic leaders, dissidents and human 
rights activists.  The trip marks the culmination of years of reconciliation 
efforts.
   The United States cut off diplomatic relations with Cuba in 1961 after 
Fidel Castro took power in a coup in 1959. The U.S. also imposed a trade 
embargo in 1960 and put the country on the list of terror sponsors in 1982 
for supporting armed groups in Latin America.  But after 1 1/2 years of se-
cret talks, the two countries announced in December 2014 they had agreed 
to restore relations. Since then, the U.S. has lifted a series of restrictions on 
Cuba, including removing Cuba from its list of states sponsoring terrorism 
in May last year and restoring full diplomatic relations in July.  In Monday’s 
talks, Obama and Castro are expected to discuss ways to mov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further forward, including the issue of the 
54-year-old economic embargo against Cuba. Obama has called for lifting 
it, but the Republican-led Congress has refused to do so.  U.S. officials 
said the warming of ties with Cuba shows a U.S. willingness to engage with 
adversaries.
   “As my administration has shown with Iran and with Cuba, we are also 
prepared to engage nations with which we have had troubled histories,” 
Obama said during a joint news conference after summit talks with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But Pyongyang needs to understand it 
will not achieve the economic development it seeks so long as it clings to 
nuclear weapons.” 
jschang@yna.co.kr

오바마 "냉전 잔재 청산하러 쿠바 방문...생각 
자유롭게 밝혀야"(종합3보)
    (아바나ㆍ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김지헌 특파원 = 쿠바를 국빈 방문 중인 버락 오
바마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주 대륙에 있는 냉전 시대의 마지막 잔재를 파묻기 
위해 쿠바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순방 사흘째인 이날 오전 알리시아 알
론소 국립극장에서 한 대중연설에서 "나는 미국과 쿠바가 분리되고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대립하는 시대를 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연설은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미구엘 디아스 카넬 수석 부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쿠바 전역에 생중계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 국민에게 희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 노력해달라고도 호소했다.  그는 "쿠바 국민은 자기 생각을 가슴에만 두지 말고 두려
움 없이 자유롭게 말해야 하며 민주주의를 포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쿠바 국민이 두려
움 없이 자기 생각을 거리낌 없이 말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의 지도
자들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며 "법의 규칙은 표현의 자유 등과 같
은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을 임의로 구금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의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그 정치, 경제 체제를 개선할 방식은 미국의 강요가 아닌 쿠바
의 자율로 선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쿠바인들이 미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내가 쿠바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이
를 증명한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바의 주권, 자결권에 대한 쿠
바인들의 신념을 보면 쿠바인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들의 표현, 결사, 지도자 
선출을 겁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오랜 적
성국의 국가원수가 쿠바 원수를 곁에 두고 쿠바 국민에게 주장을 직접 설파했다는 점에서 
충격적 변화로 평가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쿠바의 관계에서 비롯된 어두운 과거를 치워버렸으니 이제 내
가 믿고, 또 미국인들이 믿는 가치를 솔직하게 얘기해야 하겠다"며 "그 가치에 동의하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으나 쿠바인들이 내 생각이 뭔지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이례적 행사의 의
미를 설명했다.  연설을 마친 오바마 대통령은 발코니에서 지켜보던 카스트로 의장을 향해 
조용히 입 모양으로 "고맙다"라는 인사를 따로 전했다.  이날 연설 중에 오바마 대통령은 쿠
바인들이 미국에 간절히 바라는 금수조치의 해제, 쿠바와 미국의 동질감 등을 언급해 박수
갈채를 받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바나는 플로리다에서 90마일(약 145㎞)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여기에 오려고 먼 거리를 여행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수 조치는 쿠바인들에
게 지워진 구시대적인 부담"이라고 규정하며 미국 의회를 상대로 금수조치 해제를 촉구했
다.  카스트로 의장은 전날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금수 조치
에 대해 "쿠바 경제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쿠
바의 관계를 '형제'로 비유하며 강한 유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두 나라가 같은 가치
를 나누면 언젠가 수십 년간의 적대 관계가 가족과 우정에 관한 긴 소설의 한 장처럼 여겨
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유사한 식민지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같은 피를 나누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사이가 멀어진 두 형제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오바마는 대중 연설 이후 쿠바 
정부의 반대에도, 아바나의 미 대사관에서쿠바의 인권운동가들을 만났다.  오바마 대통령
은 쿠바의 고립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 권력이 주어진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
다.  이날 오후 아바나 라티노아메리카노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
이스와 쿠바 국가대표팀의 친선 경기를 관람하던 중 ESPN과 한 인터뷰에서다.
    그는 "쿠바와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은 천진난만함에 토대를 둔 것
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쿠바로 여행을 가 쿠바인들과 생각과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변화의 
큰 바탕이 될 것이라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SPN은 이날 친선경기를 생
중계했으며 인터뷰는 3회에 이뤄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탬파베이 레이스와 쿠바의 국가대
표팀 간 야구경기를 4회초까지 관람한 뒤 역사적인 방문을 마무리했다.
penpia21@yna.co.kr

Top left corner: Cuban President Raul Castro with the Obamas
Bottom left corner: President Obama speaks of a 'future of hope'
Above: President Raul Castro and President Obama attended a Cuban baseball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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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추모 물결...  
'적황흑' 벨기에 국
기로 물든 세계
인터넷에 '브뤼셀 사랑해', '우리는 벨기에
다' 메시지로 연대 표시
에펠탑 브렌덴부르크 문 등 세계 주요 건
축물 벨기에 국기 조명 밝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유럽
의 심장'으로 일컬어지는 벨기에 브뤼셀의 
공항과 시내에서 22일(현지시간) 발생한 
충격적인 동시다발 테러에 전 세계가 함
께 눈물을 흘렸다.  브뤼셀 시민들이 도심 
광장에 모여 희생자를 기리는 가운데 인
터넷에서는 추모글이 홍수를 이뤘고 세계
적인 건축물들은 벨기에 국기와 같은 '적
황흑' 삼색 조명을 비춰 애도에 동참했다.'  
테러 직후인 22일 저녁 브뤼셀 시내 곳곳
에서 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이어지는 와
중에도 시민들은 도심의 '부르스 광장'에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보통 이곳은 연말연시 축제나 국가대
표 축구팀의 승리를 축하할 때 인파가 모
이는 곳이지만 이날 시민들은 깊은 슬픔
에 잠긴 채 벨기에 국기와 촛불, 꽃다발 등
을 든 모습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촛불
로 하트 모양과 평화 상징 표지를 만들어 
밝히며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했고, 눈물
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는 이들도 많았다
고 AFP통신 등은 전했다.  광장 곳곳에는 
분필로 '사랑해 브뤼셀', '브뤼셀은 영원하
다', '증오에 맞서자' 같은 문구가 적혔다. 
프랑스 잡지사 테러를 계기로 등장한 구호 
'나도 샤를리다'를 본떠 '나도 브뤼셀이다'
라고 적은 손팻말도 등장했다.'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와 장-클로드 융
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광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룩셈부르크 
출신인 융커 위원장은 "오늘 밤에는 나도 
벨기에인"이라고 말했다.  현지 상황을 공
유하거나 이번 테러로 숙소나 이동 수단이 
필요한 이들을 돕자는 자발적인 움직임
도 일었다.  브뤼셀 시민들은 트위터 등 소
셜미디어에서 '도와줄게요', '브뤼셀 차 태

워주기', '재워줄게요'와 같은 해시태그 검
색어를 이용, 테러로 오갈 데 없어진 이들 
돕기에 자발적으로 나섰다.   벨기에 국내
는 물론 지구촌 곳곳에서도 추모의 물결
이 넘실댔다.
    네티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나도 브
뤼셀이다'(#JeSuisBruxells), '브뤼셀을 
위해 기도하자'(#ParyForBrussels) 등
의 검색어로 애도와 연대의 뜻을 표했다.'  
브뤼셀 명물 '오줌싸개 소년'이 테러리스
트·소총에 오줌을 누는 모습을 묘사해 
테러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그림, 비
슷한 테러를 당한 프랑스와 벨기에의 국기 
캐릭터가 함께 눈물을 흘리는 유명 만화
가 만평도 온라인에서 널리 퍼져나갔다.  
각국을 대표하는 유명 건축물들은 벨기에 
국기와 같은 '적황흑' 삼색으로 물들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과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문, 이탈리아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는 붉은색과 황색, 검은색 조명을 
비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미국 뉴욕의 
9 /11테러 자리에 새로 세워진 원 월드트
레이드센터도 같은 색 조명을 밝히고 조기
를 내걸기로 했다.'  각국 정상의 테러 규
탄 메시지도 이어졌다.  EU 28개 회원국 
정상과 EU기구 수장들은 22일 공동성명
을 내고 브뤼셀테러에 대해 "우리의 열린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공격"이라며 "벨기
에와 함께 연대하고 힘을 합쳐 증오와 극
단주의, 테러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공포는 끝
이 없지만 테러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 
역시 무한하다"고 말했고 데이비드 캐머
런 영국 총리는 "절대로 테러리스트들이 
승리하도록 그냥 두지 않겠다"고 성토했
다.  쿠바를 방문 중이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국적이나 인종, 종교와 관계없
이 테러리즘의 재앙에 맞서 단합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아바나에
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팀과 쿠바 국가
대표팀 간의 야구 친선 경기를 관람한 오
바마 대통령은 경기 시작 전 브뤼셀 테러 
희생자를 묵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최근 '이슬람국가'(IS) 등의 자살폭탄 
테러를 여럿 겪은 터키는 타이이프 에르
도안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테러리스트

들은 앙카라와 이스탄불에 이어브뤼셀을 
공격해 인간과 도덕적 가치를 짓밟았다"
고 성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
통령도 "테러는 국가와 국민을 가리지 않
고 위협한다. 이런 악마와 싸우기 위해 국
제적인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
하다"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벨기에와 유럽연합은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적인 공존을 위해 계속 헌
신해 증오와 폭력에 맞서나갈 것으로 믿
는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테러에 대해 "맹목적인 폭력으로 너무나 
많은 희생을 빚었다"고 애통해 하면서 희
생자들에게 평화와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
를 기원했다.'
 inishmore@yna.co.kr

SOUTH KOREA 
CONDEMNS BRUS-
SELS ATTACKS
 
   SEOUL, March 22 (Yonhap) 
-- South Korea on Tuesday con-
demned the twin attacks in Brus-
sels that killed dozens of people as 
it took emergency steps to de-
termine any casualties among its 
nationals abroad.  Earlier in the day, 
a series of blasts hit the Brussels 
airport and a metro station in the 
city, killing at least 34 people and 
injuring more than 200 others, 
according to news reports. The at-
tacks came days after a suspect in 
last year's Paris terrorist bombings 
was arrested in the Belgian capital.
   "The government is shocked and 
concerned over the fact that a 
number of innocent lives were lost 
in the simultaneous multiple ter-
rorist attacks in Brussels, Belgium, 
on March 22, and strongly con-
demns the terrorist act," Foreign 
Ministry spokesman Cho June-
hyuck said in a statement.  Cho also 

offered condolences and sympathy 
to the victims, their families and the 
Belgian government.
   "Under its firm position that ter-
rorism is a crime against humanity 
that cannot be justified under any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strongly supports the efforts of the 
Belgian government to respond to 
terrorism, and will take an active 
part in the efforts of the inter-
national community to eradicate 
terrorism," he said.
   Earlier in the day, Deputy Foreign 
Minister for Overseas Koreans Lee 
Key-cheol presided over an emer-
gency government meeting that 
brought together officials from his 
ministry, the presidential office,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other 
relevant departments.
   "We strongly condemn this 
terrorist (attack) and extend our 
deepest condolences to the vic-
tims, their families and the Bel-
gian government," Lee said. "This 
incident, like the Paris terrorist 
attack, is an indiscriminate attack 
on innocent civilians."
   Lee urged South Koreans over-
seas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ir safety, saying no place in the 
world is free from the threat of 
terrorism.  Officials here said the 
government has been contacting 
Belgian authorities and using its 
emergency contact network to 
check whether any South Koreans 
were hurt in the blasts. So far, no 
South Korean casualties have been 
reporte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cooperation with rel-
evant government ministries, has 
also put the country's airport, port 
and railway systems on full alert, 
Lee said.
hag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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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장관 "日, 위안부 협상 
더 진정성 있게 이행해야"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한일 정
부의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대해 "일본 정부가 
협상을 더 진정성 있고 성실하게 이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날 개막한 '제60차 유엔 여성지위
위원회(CSW)' 전체회의에 한국 정부 수석대
표로 참석한 강 장관은 이날 낮 한국 뉴욕특파
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우리
가 협상을 했고, 이미 한 협상은 존중해야 한
다는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
잘 된 협상이냐, 잘못된 협상이냐 논란이 있지
만, (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존 시간을 
현실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들어서도 두 분이 돌아가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어려운 길을 
걸어왔고, 그 결과로 협상도 이뤄진 것이며, 그
분들이 노력을 안 했으면 이런 협상도 쉽지 않
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난해 개정된 양
성평등기본법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양성평등
을 위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끊임없는 정
책 추진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
성의 취업률에 대해 "20대의 경우, 전체 고용
률은 여성이 미미하게 (남성을) 추월했는데 
이 속도로 가면 10년 뒤에는 역전도 될 수 있
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강 장관은 '원영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사
건 방지를 위해 '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이 조만간 정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 교육'을 일반 계층
과 취약 계층으로 이원화하되 취약 계층에는 
멘토링, 상담자와 부모의 직접상담 등 좀 더 
강제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 이어 
오후 유엔본부에서 30개국 여성 관련 국가기
구 대표들의 원탁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 정
책집행, 예산집행 등에서 성(性)인지적 관점
을 반영하고, 여성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정
부가 도입한 '성별 영향 분석 평가제도', '성인
지 예결산 제도', '성 인지 통계 제도' 등을 소
개했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
회(ECOSOC) 산하의 정책개발위원회다. 매
년 세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NGO) 대표가 모여 여성 권한 강화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제60차 회의는 '
여성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개발과의 연계'
를 주제로 이날 개막했으며, 주요 의제에 관한 
권고사항이 포함된 '합의결론'을 채택하고 오
는 24일 폐회한다.'
 quintet@yna.co.kr

GENDER MINISTER VOWS TO 
ERADICATE CHILD ABUSE IN 
SOUTH KOREA
   SEOUL, March 16 (Yonhap) -- South 
Korea's Gender Minister Kang Eun-
hee stressed Seoul's intent to work 
towards eradicating child abuse in the 
country at a United Nations meeting, 
the ministry said Wednesday.  Kang 
vowed to implement a comprehensive 
policy to lower incidents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which has been a 
nagging issue in South Korea, in her 
speech before the 60th session of 
the 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aid. The number 
of child abuse incidents in the coun-
try has nearly doubled over the past 
decade to about 13,076 in 2013, ac-
cording to data compil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in January.
   The ministry said it has created a 
police division and protocols dedicat-
ed to investigating incidents of child 
abuse. It also plans to expand parental 
education on children's human rights 
to prevent future cases.  Meanwhile, 
Kang held a bilateral meeting with the 
Dutch Minister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Jet Bussemaker on the 
sidelines of the U.N. meeting to discuss 
South Korea and the Netherlands' pol-
icies to boost female economic activity, 
the ministry said.
sojungpark@yna.co.kr

새 주한미군사령관
에 빈센트 브룩스 곧 
내정... 첫 흑인 사령
관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빈센트
브룩스(대장) 태평양사령부 육군 사
령관을 새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
합사령관으로 곧 지명할 것으로 알려
졌다.'  18일(현지시간) 정치전문지 폴
리티코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애슈턴 카
터 국방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
서 열린 한 조찬 행사에 참석해 오바마 
대통령이 커티스 스캐퍼로티 현 주한
미군사령관의 후임으로 브룩스 대장
을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룩스 
대장은 2013년부터 태평양사령부 산
하 육군을 지휘하면서 오바마 대통령
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온 인물로, 중국과 한반도 군
사동향에 정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터 장관도 브룩스 대장에 대해 아
시아 재균형 전략을 포함해 이른바 육
군의 아시아 경로를 개척한 인물이라
고 평가했다.  브룩스 대장이 주한미군
사령관에 취임하면 첫 흑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된다.  아버지가 예비역 육군 
소장, 형이 예비역 준장인 전형적인 군
인 가정 출신의 브룩스 대장은 1980
년 미 육사를 졸업했으며, 흑인으로서
는 처음으로 육사 생도 대장을 지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80년대 독일과 한
국에 근무했으며 초•중급 장교 시절 
공수부대와 보병부대 지휘관을 지낸 
야전 • 작전통이다. 주한미군에서는 
대대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미 공군 태
평양사령관인 로리 로빈슨 대장을 차
기 북부사령관으로 지명할 계획이라
고 카터 장관은 전했다.  카터 장관은 
로빈슨 대장에 대해 과거 합동참모본
부에서 근무한 '예산통'으로, 관리 경
험이 뛰어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로
빈슨 대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지
명과 상원 인준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빌 고트니 현 북부사령관의 뒤를 잇게 
되며, 여성으로서는 첫 지역 사령관이 
된다.'  북부사령관은 미국의 6개 지역
사령관 중 하나다.
    뉴햄프셔대학 학군단(ROTC) 출
신으로 1982년 공군 장교가 된 로빈
슨 대장은 공중전 지휘통제관, 공군
무장학교 교관, 552 항공통제비행단
장, 17 훈련비행단장, 공군장관실 법
무연락단장, 공군 중부사령부 부사령
관, 공군 전투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sims@yna.co.kr

Obama to nomi-
nate Army Pacific 
commander to 
lead USFK: Carter
   WASHINGTON, March 18 
(Yonhap) -- U.S. President 
Barack Obama plans to nom-
inate General Vincent Brooks, 
commander of U.S. Army Pacif-
ic, to succeed Gen. Curtis Sca-
parrotti as commander of U.S. 
Forces Korea, Defense Sec-
retary Ash Carter said Friday.  
Carter unveiled the plan during 
an interview with Politico, saying 
Brooks is "the one who has been 
shepherding what the Army 
calls Pacific Pathways, which is 
the Army's ingredient in the so-
called rebalance to the Asia-Pa-
cific."  Carter also said that USFK 
is part of U.S. Pacific Command, 
but is "a major political military 
command, a place where we 
need our very best, and Vince 
is that, and also an officer with 
tremendous operational and 
managerial experience."
   Scaparrotti, who headed USFK 
since 2013, was nominated to be 
NATO's top military commander 

last week.  Brooks, who took 
command of U.S. Army Pacific in 
2013, is considered well versed 
in military affairs in China and 
on the Korean Peninsula. His 
36 years of experience include 
assignments in Germany, Korea, 
Kosovo and the Middle East.  If 
confirmed, he will be the first 
black USFK commander.
   Brooks graduated from the 
U.S. Military Academy at West 
Point in 1980, where he be-
came the first black brigade 
commander or "first captain" of 
cadets.  He earned a master's 
degree in military art and sci-
ence from the School of Ad-
vanced Military Studies at the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and an honor-
ary doctor of laws degree from 
the New England School of 
Law in Boston. He also served 
as a national security fellow at 
the Harvard University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About 28,500 American troops 
are stationed in South Korea to 
deter North Korean aggression, 
a legacy of the 1950-53 Korean 
War that ended in a truce, not a 
peace treaty, leaving the divided 
peninsula still technically at war.
jschang@yna.co.kr

朴대통령 "개혁 성공위해 법질서부
터 확립돼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
통령은 18일 "모든 개혁과 혁신이 성공하기 위
해서는 법질서부터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2016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 임
용식에서 "불법과 타협하지 않은 정의로움으
로 법질서를 바로 잡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의 경찰이 되어 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
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4대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경제활력을 회복하
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부정부패와 비
리를 일소하고 법이 공정하게 지켜질 때 불필
요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면서 경제 활성화
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 "확고
한 안보 태세를 갖추기 위해선 우리 내부의 치
안부터 안정돼야 한다"며 "경찰은 국가안보를 
저해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각종 불
안요인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모든 경찰관이 '
최일선 테러 예방요원'이라는 각오로 북한을 
비롯한 각종 테러 시도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잇따라 드러나는 사건들은 치안의 사각
지대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면서 "학교 폭력을 현저하게 줄였던 여러분
의 경험을 살려 아동학대, 가정폭력이 사회악
으로 이어지는 폭력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사
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국가는 반드시 국민을 보호한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심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경찰의 3대 교육기관이 
함께 자리하게 된 이곳 아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혼과 정기가 서려 있는 고장"이라며 
"국난의 위기에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하며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켜낸 
충무공의 정신을 이어받아 청년 경찰들이 뜨
거운 애국심을 가슴에 품고 조국과 국민을 위
해 헌신하는 동량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과 2014년 경찰대학생이 
초급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는 경찰대 졸업식에 
참석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경찰대학생과 간부
후보생의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격려했다.
soleco@yna.co.kr

PARK CALLS ON POLICE TO 
THWART ANY TERRORIST 
ATTEMPTS
   SEOUL, March 18 (Yonhap) -- Pres-
ident Park Geun-hye called on the 
police Friday to thwart any possible 
terrorist attempts by North Korea 
amid rising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believes tha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as 
ordered officials to concentrate on 
building capabilities for terror attacks 
and cyberattacks against the South.  
Tensions have spiked on the peninsula 
over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on Jan. 6 and long-range rocket launch 
on Feb. 7.

   "I hope that the police will deal 
effectively with any possible terrorist 
attempt," Park said in a graduation and 
commissioning ceremony at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in Asan, 
about 100 kilometers south of Seoul.  
Besides the North Korean threat, 
Seoul deported 53 foreigners in recent 
months for possible affiliations with 
terrorist groups.  The chief executive 
then called on the police to establish 
law and order, saying the eradication 
of corruption and the fair enforcement 
of the law can reduce social costs and 
boost efforts to revitalize the economy.
   Park also asked the police to cut the 
vicious circle of violence, noting a se-
ries of recent incidents of child abuse, 
focusing on the blind spots in public 
order.'
entropy@yna.co.kr 

General Vincent Br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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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억류 미국인, 
南모략꾼 지령받고 
간첩행위 인정" 주장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북
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가 2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 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하며 사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
신은 "김동철은 2015년 10월 2일 나
선경제무역지대에서 매수된 자로부터 
조선의 핵 관련 비밀자료와 군사비밀
자료, 내부 실태자료가 입력된 USB 기
억기와 문서를 넘겨받다가 현장에서 
체포돼 지금까지 법 기관의 조사를 받
았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씨
는 기자회견에서 "남조선 정보 모략꾼
들의 지령을 받고 공화국의 당, 국가, 
군사 비밀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그들
에게 넘겨주는 간첩 행위를 감행했다"
고 밝혔다.

    1953년생인 그는 2008년 8월부터 
나선 경제무역지대에서 회사를 운영
하면서 한국 정부 관계자와 대학교수, 
신문사 기자 등을 알게 됐으며, 이들
로부터 북한의 군사 및 핵 관련 자료를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료 수집 
등의 활동비 명목으로 이들로부터 대
가를 받았다며 한국 정부 관계자 등의 
실명을 거론했다.  그는 특히 우리 정
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지
난해 3월 말 서울에 가서 개성공업지
구 사업과 관련해 남조선 당국이 꾸미
는 음모에도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가) 감행한 모든 범죄
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적
대시 행위에 동조하고 그들의 지령 하
에 감행한 범죄들로서 용서받을 수 없
는 특대형 간첩모략행위이고 국가전
복 음모행위라는 것을 인정한다"며 사
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과
정에서 어떤 학대와 고문 등 인권을 유
린당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
의 이날 기자회견은 중앙통신 외에도 
교도통신 등 외신도 보도했다.

    앞서 그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
행한 직후인 지난 1월 11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보수 
계층"을 대신해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붙잡혔다고 주장한 바 있
다.  북한이 김 씨의 기자회견을 내보
낸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반발해 
한미 양국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
으로 풀이된다.

engine@yna.co.kr

DETAINED U.S. 
CITIZEN AD-
MITS HIS CRIME 
OF ESPIONAGE: 
NORTH KOREA
   SEOUL, March 25 (Yonhap) 
-- A U.S. citizen detained in 
North Korea confessed Friday to 
his crime of espionage in con-
nection with South Korea's spy 
agency and asked for mercy, the 
North's state media said.  Kim 
Dong-chul, a 62-year-old U.S. 
citizen, said at a press confer-
ence in Pyongyang that he has 
been serving as a spy for South 
Korea by secretly passing on 
intelligence on the North's party 
and military to Seoul, accord-
ing to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Kim was de-
tained by the North after being 
arrested in October last year 
while receiving a USB and docu-
ments related to the North's nu-
clear and military secrets from 
someone in the North's border 
city of Rason, it said.

   The report came more than 
one week after a U.S. college 
student detained in the North 
was sentenced to 15 years of 
hard labor on charges of state 
subversion.  On March 16, North 
Korea's supreme court handed 
down the ruling to Otto Warm-
bier on charges of his subversive 
acts of stealing a propaganda 
sign at a hotel.  Experts said the 
North has previously used de-
tained Americans as leverage to 
force the U.S. to open bilateral 
talks with it.

   The North is under pressure 
as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mposed tougher sanc-
tions against North Korea earlier 
this month over its nuclear test 
and long-range rocket launch.  
In 2014, Pyongyang released 
three detained Americans -- 
Kenneth Bae, Matthew Todd 
Miller and Jeffrey Fowle.  Lim 
Hyeon-soo, a Korean-Canadi-
an pastor, has also been held in 
captivity in the North since he 
entered the country via China 
on a humanitarian mission in 
January 2015.  In December, the 
North's highest court sentenced 
Lim to life in prison, citing his 
"subversive plots" against the 
North's regime.

sooyeon@yna.co.kr

   SEOUL, March 27 (Yonhap) 
-- Rival parties will kick off their 
official campaigns next week for 
April's parliamentary race that will 
determine the political landscape of 
the country for the next four years, 
election organizers said Sunday.

   A 13-day official campaigning pe-
riod will begin next Thursday as the 
parties have set their own goals for 
the April 13 polls that are to elect a 
total of 300 lawmakers.

   The ruling Saenuri Party has 
vowed to claim a clear-cut victory 
by reclaiming more than a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where 
it currently holds 146 out of 292 
seats.

   Earlier, the party's chief, Kim 
Moon-sung, vowed that the 
Saenuri will win 180 of the total 
300 seats up for grabs to scrap the 
controversial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Law. 
   The bill grants lawmakers the 
right to challenge executive enact-
ments, such as the government's 
enforcement ordinance, and allows 
more assembly power in reviewing 
and modifying government legis-
lation.

Cho Dong-won, an official handling 
the party's public relations, howev-
er, said Kim's goal is a pipe dream.

   "(The goal of 180 seats) is not 
viable, and the party does not even 
expect to achieve it," he said.

   The main opposition Minjoo Party 
of Korea, meanwhile, has called for 
judgment of the incumbent admin-
istration's handling of the economy, 
saying the government and Saenuri 
failed to improve people's liveli-
hoods.

   The party, which currently holds 
107 seats, aims to win about 130 

seats.

   Kim Chong-in, the party's inter-
im chief, joined the President Park 
Geun-hye election camp during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s and 
crafted her "economic democrati-
zation" pledge.

   Since taking the chairman post, 
he has argued that the chaebol-led 
growth engine should be scrapped 
and the government should pro-
mote more growth from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o revitalize Asia's fourth-largest 
economy. 
   "The people desperately feel 
the current problems, such as the 
polarization of the wealth and the 
shortage of jobs," said Lee Yong-
seob, a party official in charge of 
the election policies.

   The splinter People's Party also 
aims to grab 20 seats, which would 
allow it to form a parliamentary 
negotiation bloc.

   The party claimed the people are 
fed up with the current two major 
rival parties, and "new politics" will 
be achieved through new faces.

   A total of 944 candidates -- 844 
men and 100 women -- have 
registered during a two-day period 
with the country's watchdog. The 
competition rate is 3.7 to 1, com-
pared with 4.84 to 1 in the 2004 
parliamentary elections.

   It also noted 158 candidates are 
vying for the remaining 47 seats, 
which will be allocated to political 
parties according to the numbers 
of votes that the parties receive 
overall under proportional repre-
sentation.'

OFFICIAL CAMPAIGN FOR PARLIA-
MENTARY ELECTIONS TO BEGIN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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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코
스피와 코스닥이 18일 나란히 올 들
어 최고치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
날 기관투자가들의 매도공세를 딛고 
전날보다 4.13포인트(0.21%) 오른 
1,992.12로 장을 마치며 3거래일 연
속 상승했다.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1,990선을 넘은 것은 작년 12월 24일
(1,990.65) 이후 처음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8.32포인트(0.42%) 상승
한 1,996.31로 출발한 뒤 오후 들어 
1,980선 후반에서 게걸음을 걷다가 
장 막판에 뒷심을 발휘해 1,990선 진
입에 성공했다.
    미국 달러화 약세에 대한 기대감
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글로벌 투자 심
리가 개선됐지만 기관의 매도세에 상
승 탄력이 다소 제한됐다.  달러화는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가 올해 기준금리 전망치를 하향 조
정하며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보인 이
후 하락 압력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
국 등 주요국 증시가 상승하고 국제유
가도 상승 폭을 키웠다.  17일(현지시
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WTI 4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1.74달러
(4.5%) 오른 배럴당 40.20달러에 거
래를 마감했다.  WTI 마감 가격이 배
럴당 40달러를 넘긴 것은 작년 12월 
3일 이후 처음이다.
    김성환 부국증권 연구원은 "달러화 
가치가 안정되면서 국제유가를 포함
한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고, 이것이 신
흥국에 대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흐름이 계속될 전망"이라면서
도 "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 압력에 따
른 투신권의 매도세와 펀더멘털 모멘
텀 부재 등을 고려하면 추가 상승 여
력은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대
신증권 연구원은 "차익 실현성 매물
을 쏟아내는 기관의 매매 패턴이 변화
를 보이지 않는다면 코스피의 2,000
선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3천
421원어치를 내다 팔아 14거래일 연
속 순매도 행진을 벌였다.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2천776억원
과 288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프로그
램 매매에서는 차익 거래가 매도 우위, 
비차익 거래가 매수 우위를 나타내 전
체적으로 561억원의 순매수를 기록
했다.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은 4조6
천590억원, 거래량은 3억8천11만주
로 각각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다.  건설업(1.73%), 철강·금
속(1.61%), 의약품(1.13%), 전기·
전자(1.00%), 운송장비(1.00%) 등
이 상승했고 통신업(-1.63%), 보
험(-1.44%), 은행(-0.98%), 기계
(-0.88%) 등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였다.
    삼성전자[005930](0.79%), 한
국전력[015760](0.51%), 현대차
[005380](2.73%), 현대모비스
(0.20%) 등은 상승했고 삼성물

산[028260](-1.34%), 삼성생명
[032830](-3.45%) 등은 약세였
다.  이와 함께 중소가구업체인 팀스
[134790]는 유통물량이 적은 '품절
주'로 분류되면서 이틀 연속 가격제한
폭(30.00%)까지 치솟았다.  천일고속
[000650](3.46%)은 장중 23.78%
까지 오르는 등 다른 '품절주'들도 출
렁였다.  대한전선[001440]은 자본
잠식 사유 해소로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됐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치솟았
다.  현대상선[011200]은 다음 달 돌
아오는 1천2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
기 연장이 불발됐다는 소식에 3.93%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3.53포인
트(0.51%) 오른 695.02에 장을 마치
며 하루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 이
는 연중 최고치이기도 하다.  지수는 
3.37포인트(0.49%) 오른 694.86으
로 출발한 뒤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이어나갔다.   최근 코스닥은 700선을 
코앞에 두는 등 강세를 이어왔지만, 뚜
렷한 이유 없이 급등락세를 보여온 코
데즈컴바인에 의한 지수 왜곡이란 지
적을 받았다.  전날 '롤러코스터' 장세
를 연출하다가 결국 하한가로 추락한 
코데즈컴바인은 이날도 심한 변동폭
을 보이다가 8.41% 하락한 9만400
원에 장을 마쳤다.
    매도·매수 상위 거래원으로 키움
증권이 올라 개인투자자들의 '위험한 
베팅'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녹
십자엠에스[142280]는 지카바이러
스 검출 키트 수출 허가 취득 소식에, 
오성엘에스티[052420]는 관리종목
에서 해제됐다는 소식에 각각 상한가
를 기록했다.  코넥스시장에서는 모
두 85개 종목의 거래가 체결됐고 거래
대금은 16억원 수준이었다.  서울 외
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8원 내린 1,162.5원에 마감됐다.
soho@yna.co.kr

SOUTH KOREAN 
STOCKS, WON HIT 
FRESH YEARLY HIGHS 
AFTER FED'S DOVISH 
STANCE
  
SEOUL, March 18 (Yonhap) -- 
South Korean shares extended 
gains to a third consecutive 
day hitting a fresh yearly high 
on Friday, a day after the Fed’s 
decision to freeze rates, with in-
vestors adding more risky assets 
in portfolios. The local currency 
also climbed to this year's high-
est level against the U.S. dollar. 
The benchmark Korea Com-
posite Stock Price Index (KOSPI) 
added 4.13 points, or 0.21 per-

cent, to end at 1,992.12.  
As investors' appetite for 
emerging-market assets 
will remain strong in the 
short term, the index is 
likely to trade above the 
1,900-point level next 
week, analysts said. They 
said the dollar's declines 
and rebounding oil prices 
will help buoy local stocks.
  "In the long term, how-
ever, the stock market still 
faces major hurdles such 
as slowing demand from 
China and expectations of 
poor corporate earnings 
for the January-March 
quarter due out from 
April," said Mirae Asset 
Securities Co. analyst 
Jung Seung-jae.
   The Korean curren-
cy closed at 1,162.50 
against the greenback, 
also sharply up 10.80 won 
from Thursday's close.  
On Friday, foreigners and 
individuals bought a net 
307 billion won (US$264 
million) worth of stocks. 
But institutions were 
net sellers of 341 billion 
won stocks, limiting the 
KOSPI's rally.  Among top 
performers were techs, 
automobiles, builders and 
pharmaceuticals, with 
flagship Samsung Elec-
tronics up 0.79 percent 
to 1,273,000 won and 
top automaker Hyundai 
Motor rising 2.73 percent 
to 150,500 won.  Among 
decliners, No. 1 refiner SK 
Innovation fell 1.23 per-
cent to 160,000 won and 
industry leader Samsung 
Life Insurance plunged 
3.45 percent to 112,000 
won.
   Trading volume was 
moderate at 380 million 
shares worth 4.66 tril-
lion won, with advancers 
outnumbering decliners 
411 to 396.  Bond prices, 
which move inversely to 
yields, closed higher. The 
yield on three-year Trea-
surys fell 1.6 basis points 
to 1.499 percent and the 
return on five-year gov-
ernment bonds slipped 
2.0 basis points to 1.604 
percent.
kyongae.choi@yna.co.kr

코스피•코스닥 나란히 올 들어 최고치 마감 이주열 "고용안정은 경제정책의 지향점"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가 25일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고용안정
을 꼽았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
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달 고용
통계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고용통계에 주목하는 것
은 고용안정이 경제주체들의 후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는 "2월 통계는 설 
연휴 이동과 공무원 채용시험 등 특이요인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작용했다"면서도 "많은 중앙은행들이 고용안정을 명
시적 또는 암묵적 정책목표로 설정할 만큼 정책 결정 시 중
요한 고려 요소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최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4
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변화 속도가 예상
을 뛰어넘어 빨라지고 있어 하루빨리 미래 시대를 대비하
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
제사회 전반에 걸쳐 시스템 변혁이 필요하다"며 "특히 교육
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교육체계는 현존하는 직업군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단
순히 전달하는 방식으로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교육 제도가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창조적 사고능력을 키워 새로운 직업을 스스로 발
굴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기
반과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규제완화와 제
조업의 서비스업화,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 미시적 
접근을 통한 공급창출 정책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은이 전했다.   일부 참석자는 금융기관의 수익
성 악화가 자산운용 형태를 변화시켜 금융불안정의 원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저금리 등으로 금융회사들의 수
익성 악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노선 서강대학교 교수, 배현
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
근부회장, 장용성 연세대학교 교수, 정지만 상명대학교 교
수, 차문중 삼성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laecorp@
yna.co.kr

CREATION OF QUALITY JOBS IS NO. 
1 ECONOMIC POLICY: BOK CHIEF
   SEOUL, March 25 (Yonhap) -- The chief of 
South Korea's central bank on Friday urged ad-
ditional efforts to create quality jobs, calling it an 
ultimate goal of economic policies.
   "The reason our society pays close attention 
to employment numbers is because job secu-
rity is closely related to the welfare of all major 
economic players, such as companies, house-
holds and people," Bank of Korea (BOK) Gov. Lee 
Ju-yeol said in a monthly meeting with leading 
economists here.
   "Also from a point of view that the ultimate 
goal of economic growth is the prosperity and 
stability for each and every person, job secu-
rity can be said to be the focal aim of economic 
policies," he added.  The statistics office said the 
country's jobless rate came to a six-year high of 
4.9 percent in February, while its youth jobless 
rate jumped to a record high of 12.5 percent.  
The BOK chief, however, said the latest readings 
did not cause an alarm to go off, insisting the rise 
was partly caused by what he called seasonal 
factors. []
   Still, the top central banker noted conditions 
in the job market may continue to deteriorate, 
partly due to advances in new technologie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may replace 
humans even in the most delicate and demand-
ing jobs.
   "We must quickly begin preparing for a new 
era as the rat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continuing to accelerate," Lee said.  He also 
urged innovation in the education system to help 
people better prepare for what future jobs will 
demand.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has many limits 
in preparing people for changes in the future as 
it simply relays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needed in certain jobs," the BOK governor said.     
b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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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HANTS, SMALL BUSINESSES SHARING 
SPACE TO RIDE OUT RENT HIKE
By Koh Byung-joon
   SEOUL, March 18 (Yonhap) 
-- An inconspicuous cafe near 
Gyeongbok Palace in central 
Seoul might be a typical place 
where customers would enjoy 
coffee or small talk with their 
friends over a cup of tea af-
ter lunch in the neighborhood.  
What draws the eye, however, 
is that it changes into a different 
shop at night where the coffee 
is gone and beer takes its place. 
Customers expect gourmet 
draft beer and some snacks over 
which they try to let off their 
daily stress.
   “Our shop opens as a cafe 
everyday selling coffee and 
other tea but it turns into a beer 
shop from 6 p.m.,” said a retired 
accountant, who runs the coffee 
business. “The other owner 
comes in to run the beer side of 
it at night. We are sharing this 
place for two different business-
es.”
   The shop was launched about 
one and a half years ago as the 
two came up with the “sharing” 
idea. Tapping into their own 
expertise both in coffee and 
beer, they decided to take turns 
running different shops in the 
hopes it could ease the burden 
of the relatively high monthly 
rent fees.
   “Who could stand the rising 
rent?” said his wife who is in 
charge of cookies and cakes that 
go with the coffee. “Shop shar-
ing was a choice to lower costs, 
and it surely helps us much in 
running our coffee business.”
   This is part of the steadily 
growing sharing trend -- most-
ly among small self-employed 
businesses -- as they are trying 
to look outside the box in exper-
imenting with diverse uncon-
ventional ideas intended to get 
over persistently tough business 
conditions.  The sharing trend 
appears to be feeding on the 
deep-rooted worries that a 
business could be forced to pack 
up and leave due to skyrock-
eting rental fees ironically that 
take place after the successful 
business boost to the overall 
property market, experts said.
   Unlike the economic slow-

down that individuals cannot do 
anything about, these business-
es are becoming more active in 
trying to lower the costs and this 
is where sharing comes in as a 
practical way to hedge against 
in case their business does not 
pan out as planned.  And shar-
ing comes in various forms and 
in a manner that creates syn-
ergy.  A convenience store that 
opened about four years ago 
in the middle of a residential 
area in western Seoul might be 
one of many around-the-clock 
stores spotted nationwide but 
a step inside shows that it goes 
beyond just easy-to-cook food 
and affordable daily necessities.
   Since the start, it has served as 
a local dry cleaning shop where 
customers can leave and pick 
up their clothes anytime they 
want, taking advantage of the 
24-7 nature of the convenience 
store.  This has proved to be a 
win-win, at least so far.  A clerk 
said that sales have increased 
thanks to the “shop in shop” 
concept, while a customer in his 
40s without identifying himself 
said that it is convenient and 
economic in that the prices are 
cheaper than other nearby dry 
cleaning services and that he 
can leave or pick up his clothes 
anytime.  Demand for sharing 
has been growing so fast that 
even an online app that matches 
individual merchants seeking to 
open different businesses in a 
single store has now emerged.
   On the official website of 
“Myshoponshop,” people post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the time of the day and for how 
much can their stores be shared 
with other would-be merchants. 
Many posted shops are located 
in central and southern Seoul 
where there is a relatively high 
volume of foot traffic that usual-
ly leads to a hike in rent fees.
   “As the economic conditions 
remain tough, the number of 
people asking how to share shop 
space with existing business-
e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Jung Byeong-chul, a co-head of 
Myshoponshop, said. “We are 
really busy these days dealing 
with inbound inquiries for shop 

sharing.”
   Jung, who opened the online 
startup more than two years 
ago along with a business 
partner, said that demand for 
sharing “has more than doubled 
over the past year” and most 
of his customers are seeking 
to tide over a fall in customers 
and still high rent fees through 
shop sharing. He added that the 
company currently holds about 
600 stores hoping for sharing.  
Firms with deeper pockets are 
quick to cash in on a potential 
business opportunity in shar-
ing.  Toz, a major cafe-type 
study room provider in Korea, 
recently started to provide 
customers with well-furnished 
offices where they can share key 
business-linked devices without 
worrying about long-term rent 
or money to pay for furniture or 
equipment.  Media reports also 
showed that global office shar-
ing company WeWork is eye-
ing to enter the South Korean 
market. It was reported to have 
signed a long-term lease con-
tract for a high-rise building in 
central Seoul to lease it later to 
business people wanting to cut 
costs through office sharing.
   WeWork, which has more than 
30,000 members, self-em-
ployed and corporate entities, 
who are using its office shar-
ing service, plans to open its 
branches in some of the pop-
ulous areas in Seoul, according 
to market sources.  Experts said 
that such shop or office sharing 
in South Korea will likely grow 
further, saying that the econ-
omy conditions are likely to re-
main tough and business own-
ers will always be on the lookout 
for cheaper costs.
   “Demand for workplace shar-
ing is on the rise in line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one-
man business and small enter-
prises,” a market watcher said. 
“As global office sharing com-
panies are mulling entry into 
Korea, related markets could get 
bigger in the years to come.”

   kokobj@yna.co.kr

Kansas City Business 
Opening and Closings
(In no order and not complete)

Openings 2015~2016

-Bob Wasabi's Kitchen
1726 W. 39th St.
-Gus's World Famous Fried 
Chicken
2816 W 47th St.
-Pan Asia 
11940 Metcalf Ave.
-Meshuggah Bagels
1208, W 39th St.
-Golden & Pine
633 E 63rd St.
-Unbakery and Juicery
614 E 63rd St.
-Prime Sushi
4980 Main St.
-Tom’s Town Distilling Co.
1701 Main St.
-IFLY
10975 Metcalf Ave.
-No Other Pub
1370 Grand Blvd.
-Leinenkugel's Restaurant and 
Bier Garten
Power and Light
-Krokstrom Klubb & Market, 
3601 Broadway, Midtown
-Pita Pit
-Betty Rae's Ice Cream
7140 Wornall Rd.
-Columbus Park Ramen Shop
549 Gillis Street
-Donut lounge
4117 Pennsylvania
-Bun Mee Phan
4244 N Oak Trfy.
-Moon Wok
12251 W 87th St Pkwy.
-Pizzeria Locale
505 W. 75th St.

Closings 2015~2016

-Bonchon Chicken
-Wasabi Sushi
-Stephan's Service
-3 Bob Evan's locations
-Morton's Grille
-Local Pig (Westport)
-Il Lazzarone
412 Delaware St.
-Ingredient True Eatery
Park Place
-Peachwave
West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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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다문화 학생 비중 
1.35%.. 5년 만에 3배 증
가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다
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전체 초 • 중 
• 고등학생 중 다문화 학생의 비중이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초등학
교 다문화 학생 비율은 처음으로 2%
를 넘어섰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
난해 기준 초 • 중 • 고교에 재학중
인 다문화 학생은 8만2천536명으로 
전체 학생의 1.35%를 차지했다.  다
문화 학생 비율은 2010년 0.44%였
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다.  초등
학교 다문화 학생 비중은 2.2%로 처
음으로 2%를 넘어섰다. 2012년에는 
1.1%, 2013년 1.4%, 2014년 1.8%
였다.  행정자치부의 외국인주민현황
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 중 6세 미
만의 미취학 아동이 약 12만 명으로 
앞으로 학령기 다문화 학생은 더 늘어
날 전망이다.
    다문화 학생 중에는 초등학생이 
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생
16.8%, 고등학생 10.2%다.  국내에
서 태어난 다문화 학생이 83%로 대
부분을 차지했다. 외국인 가정 자녀는 
10%, 중도입국 학생은 8%였다.  부모
의 국적은 중국(한국계 포함)이 34%

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 21%, 일
본 16%, 필리핀 14% 등이다.   다문
화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14년도
(2014.3~2015.2) 기준 1.0%였다. 
중단사유는 대부분 해외출국이나 질
병이었다.  교육부는 이런 증가세에 따
라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부언어 강사 등이 유아에게 언어 
지도를 하는 다문화유치원은 현재 5
개 시도 30곳에서 12개 시도 60곳
으로 늘린다. 다문화유치원에는 연간 
700만 원이 지원된다.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에게 한
국어와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집
중적으로 제공하는 다문화 예비학교
도 현재 100곳에서 110곳으로 늘린
다. 다문화예비학교에서는 특별학급
을 설치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
친다.  대학생이 다문화 학생이 다니는 
학교를 찾아 교과목과 예체능 공부를 
돕고 진로와 고민, 학습 방법 등을 일
대일로 상담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
에 대학생 4천500명이 참여한다.  학
교교육과정에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
화하는 다문화 중점학교는 150곳에
서 180곳으로 늘린다.
    충남, 제주, 경기, 강원, 울산 등 5개 
시도에 설치된 지역 다문화교육지원
센터는 2개 시도에 추가로 설치할 계
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문화 학

생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하고 모
든 학생이 인종과 문화 차이와 관계없
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zitrone@yna.co.kr

GOVERNMENT TO BEEF 
UP EDUCATION FOR 
MULTICULTURAL STU-
DENTS

   SEOUL, March 9 (Yonhap) -- 
The government announced a 
set of educational support mea-
sures for children of multicultur-
al families on Tuesday, as part 
of efforts to help them better 
adapt to school and eventually 
better assimilate into main-
stream Korean society.  During a 
meeting presided over by Prime 
Minister Hwang Kyo-ahn, the 
government decided to expand 
classes i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nd provide vocational 
training for children from inter-
national marriages.  The move 
comes as an increasing number 
of Korean men are marrying 

'한국 교육발전 경험 공
유'...교원 300명 해외파
견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우
리나라의 교육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올해 교원 300명이 해외에 파
견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
은 교원 140명과 교육대•사범대학생 
160명 등 300명을 해외에 파견하기
로 하고 23일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부터 연간 20명 규모로 교원
을 해외에 파견해 왔던 데서 올해는 파
견 규모를 대폭 늘리고 지원도 강화했
다.  그동안 우간다와 에티오피아, 스
와질란드 등 공적개발원조(ODA) 국
가 8곳에만 파견했던 것에서 올해는 
비(非) ODA 국가로도 파견 지역을 늘
려 15개국 이상에 파견한다.
    1년 이상 해외의 정규 학교에서 수
업 등을 하는 장기파견 방식으로는 
140명이 파견된다.   초등, 한국어, 수
학, 과학, 컴퓨터 분야에는 현직 교사
와 예비 교사가 지원할 수 있다.  10명
을 뽑는 퇴직교원 • 교육행정가 분야
에는 10년 이상 교사나 교수로 일하다 
퇴임하거나 10년 이상 교육행정가 경
력이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이
들은 파견 대상국의 교육 관련 자문과 
현지 교원 연수 등 대상국이 요청하는 
일을 하게 된다.  ODA 국가에 파견되
는 교원에게는 항공료와 현지 체재비 
월 100만원 외에 월 250만원이, 비 
ODA 국가 파견자는 파견 대상국에서 

일정액이 급여로 지급된다.  파견 기간
은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이다.
    대학생 160명으로 구성된 교육봉
사단은 방학 기간 단기 교육 봉사를 하
게 된다.  교대나 사대 등에서 단기 교
육봉사단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립국
제교육원에 제안하면 사업 목적에 맞
는 프로그램을 선정해 해당 봉사단의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장기
파견 지원서류 접수는 다음 달 22일까
지, 단기교육봉사 프로그램 공모는 다
음 달 29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결과
는 5월 중 발표 예정이다.   자세한 내
용은 해외교사진출사업 카페(cafe.
naver.com/niiedteacher)나 국립
국제교육원 홈페이지(niied.go.kr)에
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광호 국립국제
교육원 원장은 "교육 공여국으로서 한
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
라고 말했다.'
 zitrone@yna.co.kr

SOUTH KOREA TO DIS-
PATCH 300 TEACHERS, 
STUDENTS OVERSEAS 
TO SHARE EDUCATION-
AL EXPERIENCE

   SEJONG, March 23 (Yonhap) 
-- South Korea on Wednesday 
announced its plan to dispatch a 
total of 300 teachers and uni-
versity students overseas this 
year to share the experience of 

Korea's educational develop-
ment.  The education ministry 
and the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Education (NIIED) 
said that 140 teachers and 160 
students attending teachers' 
universities will be sent to 15 
foreign countries for a project to 
engage in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including teaching 
foreign students.  The number 
of participants for this year will 
be the largest since the pro-
gram was initiated in 2013, the 
ministry said.  Previously, only 
20 participants went overseas 
annually to help developing 
countries in their education pro-
grams as a project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rough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Under the ODA project so far, 
South Korea has sent teachers 
to eight countries, mostly those 
that are developing such as 
Ethiopia and Swaziland. But this 
year, South Korea will dispatch 
some to non-ODA countries, 
according to the NIIED.  As a 
long-term stay program, some 
140 teachers will lecture at reg-
ular schools on such subjects as 
Korean language, mathematics, 
science and computers.  How-

ever, 10 positions were open 
to retired teachers, university 
professors and educational 
administrators with more than 
10 years of experience. They will 
be assigned to serve as advisers 
for the host countries' educa-
tion-related divisions.  During 
their one-year stay starting in 
August, the teachers going to 
the ODA countries will receive a 
monthly payment of 2.5 million 
won (US$2,150) in addition to 
monthly living expenses of 1 
million won plus air fare.
   Those going to non-ODA 
countries will be paid a similar 
salary by the host countries with 
living expenses and air fare cov-
ered as well.  The 160 university 
students will serve as teachers 
for roughly one month during 
their vacation period. The stu-
dents to be dispatched over-
seas will have air fare and living 
expenses covered if they file 
education program proposals to 
NIIED.  Long-term applications 
will be accepted until April 22 
while short-term applications 
will be accepted by April 29. The 
results of the open selection will 
be announced in May on the 
NIIED homepage.
niied.go.kr

foreign wives and more migrant 
workers continue to settle here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which led to a surge in children 
born from international mar-
riages.
   The number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jumped 
more than eightfold from some 
25,000 in 1996 to 208,000 in 
2015, according to govern-
ment data.  Under the plan, the 
government will increase the 
number of so-called "prelimi-
nary schools" across the country 
from the current 30 to 50 by this 
year, to teach Korean language 
and culture before the children 
start regular schooling.  The 
government will provide various 
programs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who tend to drop out 
of school due to the language 
barrier or financial difficulties.  
Also, the government will pro-
vide vocational training and 
counseling services to univer-
sity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o participate in man-
datory military service.
 kh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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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ly, I’ve been getting a lot of 
personal finance questions from 
20-somethings, so I decided to 
come up with a list of 10 personal 
finance tips. Here they are:

1. Get out of debt and stay out. 
If you’re in your 20s, chances are 
you have at least one of these 
forms of debt: car payments, stu-
dent loans, credit card balances, 
mortgage. Debt is no fun and your 
responsibilities will only become 
greater as you get older. If you 
have debt, pay more than the mini-
mum payments and get yourself 
out of debt as soon as possible. Get 
a second job if you have to. Which 
leads us to...

2. Get a side hustle or two. 
Even if it doesn’t pay as much per 
hour as your day job, there is a lot 
of value in getting a side hustle. 
Check out this article (Spoiled or 
Clueless? Try Working Minimum 
Wage Jobs). You’ll become a more 
disciplined spender, develop social 
skills, and will probably become a 
more emphathetic person. I got 
my real estate license, worked as 
a server at a Mexican restaurant, 
and currently drive for Uber/Lyft. 
I’ve learned so much from all of 
these experiences and continue 
to benefit today from these side 
hustles.

3. Watch less TV. 
TV is a fun and easy source of 
entertainment, but it will cost you 
in ways you might not realize. You 
may not think ads have any impact 
on your spending, but companies 
wouldn’t spend billions on ad-
vertisements if they didn’t work. 
Watch less TV and you may start 
seeing yourself “needing” less 
stuff.

4. Don’t overspend on a car.
It’s easy to think that since you 
went from making almost nothing 
to making a real salary, you now 
have plenty of disposable income 
to spend on a nice car. Yes, you 
need a reliable source of trans-
portation to get to and from work 
and to get around town, but buying 
a brand new luxury car may not 
bring you the joy you hoped for. Be 
reasonable, and your future self 
will thank you.

5. Set goals and write them down. 
Do you want to buy a house? Start 
a family? Travel the world? Lose 
weight? Whatever your goal is, 
you will be more likely to achieve 
your goal if you write it down and 
take steps to really consider what 
it takes to achieve that goal. For 
example, if you want to buy a 
house, you may realize that saving 
up a 10 or 20% down payment may 
take many years and you will have 
to really buckle down and change 
your lifestyle to save up that down 
payment. It may motivate you to 

start tracking your expenses, to 
spend less, or to start budgeting.

6. Learn to budget. I didn’t really 
start budgeting until recently, but 
it has already made a difference 
in my life. After tracking expenses 
for a trial budget, we realized we 
spend a lot more on food than we 
would like to. Eating out was killing 
our budget. We made a lifestyle 
change and started planning out 
meals, going grocery shopping, 
and eating at home more often. 
Budgeting allows you to direct 
money where you really want it to 
go.

7a. Educate yourself. Knowledge is 
power and ignorance is expensive. 
These days, you can learn how to 
do almost anything on the internet, 
especially YouTube. Got a broken 
fridge? Need to replace your cabin 
air filter? Need to learn how to 
cook something? Try to learn how 
to do it yourself first, and if you 
don’t think you can do it, then hire 
someone or ask someone for help. 
If you actually do figure it out, you’ll 
save a good deal of money and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You’ll 
also be able to carry that skill with 
you for the rest of your life.
7b. Educate yourself on personal 
finance. In most cases, investing 
some time learning to manage your 
finances will pay off much more 
in the long run than a series of 
raises in your 20s. Educate your-
self on budgeting, taxes and tax 
deductions, investing, retirement, 
self-employment, and all things 
personal finance. You’ll see this 
type of education provides a great 
return on investment.

8. Give. 
Giving may seem contrary to get-
ting out of debt and saving money, 
but I would say that giving actually 
helps people financially. When you 
make giving a part of your budget, 
you will find that you will manage 
the rest of your finances better. 
Give to causes you believe in. You 
may change someone’s life.

9. Invest in low-cost index funds, 
not individual stocks. 
It’s easy to make the mistake of 
thinking you’ll do great investing 
in individual stocks. I made that 
mistake. If you’re going to dabble 
in investing in individual stocks, 
I would suggest making it about 
10% or less of your total portfolio. 
Invest the rest in low-cost index 
funds with low expense ratios. 
When investing, keep it simple and 
chances are you’ll do much better.

10. Travel.
 If you plan on getting married and 
starting a family in the future, your 
responsibilities will only increase 
and your freedom will decrease. 
Take some time now to travel or 
to try things you’ve always want-

10 PERSONAL FINANCE TIPS FOR 
20-SOMETHINGS FROM A 30 YEAR OLD

ed to. Traveling provides value in 
that it opens your eyes to different 
cultures and different lifestyles. It 
can provide you with different per-
spectives on the world. Just make 
sure to save up for travel and not to 
get into debt for your vacation.

최근 여러 20대로부터 개인 자산 관리
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서, 저는 자산 관리
의 10가지 비법을 여러분과 
나눠 보기로 했습니다. 

1. 부채를 해결하고 최대한 빚지지 말아
라.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20대라면, 당신
은 적어도 한 종류의 빚을 가지고 있을 겁
니다. 자동차 비용, 학자금 대출, 신용 카
드, 집 대출금 등 그 종류도 다양하지요. 
빚은 꽤나 심각한 문제이며 당신이 나이
를 들어가면 갈수록 그 양과 부담감이 커
질 것입니다. 만약 지금 빚이 있다면, 가능
한 한 최대한의 금액을 내서라도 빨리 그 
빚에서 벗어나십시오. 부업이 필요하다면 
부업을 가져도 좋습니다.

2. 한 두 가지의 부업 (아르바이트)을 해
라.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20대라면, 
당신은 적어도 한 종류의 빚을 가지고 있
을 겁니다. 자동차 비용, 학자금 대출, 신
용 카드, 집 대출금 등 그 종류도 다양하
지요. 빚은 꽤나 심각한 문제이며 당신이 
나이를 들어가면 갈수록 그 양과 부담감
이 커질 것입니다. 만약 지금 빚이 있다면, 
가능한 한 최대한의 금액을 내서라도 빨
리 그 빚에서 벗어나십시오. 부업이 필요
하다면 부업을 가져도 좋습니다. 비록 부
업은 본업만큼의 수익은 가져다 주지 못하
지만,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장점들
이 있습니다. 당신은 보다 현명하게 소비
하게 될 것이며, 많은 사교 기술들을 배우
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도 기
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 자
격증을 취득했고, 멕시칸 식당에서 일을 
헸으며, 현재도 Uber혹은 Lyft라는 회사
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부
업을 가짐으로써 수많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들은 현재까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 TV 시청을 줄여라. 
TV 시청은 아주 편하고 쉬운 여가 활동 
중 하나이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
의 소비 습관에 큰 영향을 줍니다. TV광
고가 당신의 소비에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각 회사들은 
수많은 예산을 들여 광고 영상을 제작하
고 치밀한 전략을 세웁니다. TV시청을 줄
이는 것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하나
의 방법입니다.

4. 차에 많이 투자하지 말아라. 
직장인이 되어 꽤 많은 수입이 생기고 나
면, 좋은 차에 돈을 투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론, 안전한 교통 수
단이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신형 고
급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아주 현명한 
소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적당한 가격
의 중고차를 알아보는 것도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입니다. 

5. 목표를 적어라. 
좋은 집? 화목한 가정? 세계 일주? 체중 
감량?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든, 눈에 보
이도록 그 목표들을 적고 작은 단계씩 나
누어 어떻게 하면 해당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집
을 사고 싶다면, 그 금액을 저축하기 위해 
현재 당신의 소비 습관과 생활 방식을 많
이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기 전까지는 어떠
한 노력이 필요한지 알기 어렵지요. 이렇

게 함으로써, 보다 계획되고 균형 잡힌 소
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6. 예산 정하기. 
저는 최근에 들어서야 예산을 정하고 그
에 맞게 소비하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
는데요, 벌써 제 인생에 변화가 생기기 시
작했습니다. 규모 있는 소비 습관을 위해 
지출액을 정리하기 시작 한 후로 저는 제
가 음식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소비한
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외식
이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계획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외식
보다는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편을 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정하면 보다 당신
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출을 하게 될 것입
니다.

7. 스스로를 교육하라. 
지식은 값지고 무지는 값 비싸다. 현대 사
회에서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인터넷, 특
히 유투브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냉장
고가 고장 나도, 공기 청정기의 필터를 교
체할 때에도, 요리를 할 때에도 우리는 인
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문제를 
직면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본 후
에 방법을 모르겠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어마어마
한 성취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경험들은 인생을 거치며 끊임없는 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산 관리 하는 법을 스스로 
고민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자산 관
리를 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은 먼 미
래에까지 큰 혜택을 줄 것입니다. 예산을 
정하고 세금 관리를 하며 투자, 퇴직금, 연
금, 혹은 자산 관리 하는 법을 스스로 깨
우친다면 당신은 미래에 만족스러운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8. 기부하라. 
나눈다는 것이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전
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나, 사실 기부하
는 습관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예
산의 일부를 선행에 쓰면, 대개 남은 금액
으로 더욱 규모 있고 효율적으로 돈을 사
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지요. 기부하
십시오. 나누십시오. 누군가의 인생을 바
꾸는 기적을 경험할 지도 모릅니다. 

9. 개별 종목(주식)보다는 저렴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개별 주식 자본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
만, 사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투자 방법입
니다. 저 또한 같은 실수를 했었습니다. 만
약 개별 종목에 투자를 시도해볼 생각이
라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내로 투자
하길 권합니다. 그리고 남은 90%를 보수
비용비율이 낮은 저렴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겁니다. 주식을 할 때는 복잡하
기보다 간단하고 심플하게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 여행을 떠나라. 
언젠가 가정을 꾸릴 계획이 있다면, 당신
의 책임은 무거워져만 가고 그만큼 자유
는 줄어들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여행을 
떠나보세요. 혹은 당신이 원했던 무엇이
라도 시작해 보세요. 여행은 세상을 향한 
새로운 눈을 열어주고 다양한 문화와 생
활 수준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
니다. 다만 여행을 계획할 때 빚을 내지 않
고 스스로 저축한 돈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하세요.

Daniel Lee
mrfrugalee@gmail.com
https://livefrugalee.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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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돌 "알파고,사람과 달랐다... 실력우
위는 인정못해"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차병섭 기자 =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알파고(Al-
phaGo)와 대국을 모두 마친 후 "실력 우위는 인정 못하겠지만 집중력은 역시 사
람이 이기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세돌은 1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
텔에서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5번기를 모두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이세
돌은 이날 제5국에서 280수 만에 흑 불계패하면서 최종 전적 1승 4패로 알파고
에 우승을 내줬다.  인간 최고수로서 인공지능의 도전에 맞서 싸운 대국에서 패해 
아쉬움을 감출 수는 없었다.
    그는 "알파고의 두는 스타일, 대국 환경 등이 너무 달라 적응하는 데 시간 걸렸
다"면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없이 집중하는 알파고를 보면 다시 붙어도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 말했다.  그러나 "알파고가 상수가 아니라 인간이 아직
은 해볼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결과가) 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국을 하며 여러 바둑 격언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면서 "알파고를 보
며 기존의 수법에 의문이 들었다. 앞으로 조금 더 연구해봐야 될 것 같다"고 봤다.
    이세돌은 "이번 챌린지 매치가 끝나서 아쉽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는데 
결국 해내지 못해서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대국에 대해서는 "초반에 사
실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럼에도 패한 것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었다"며 "저
의 부족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경기였다"고 돌아봤다.  그는 "개인적으로 아쉬움
이 많이 있지만, 많이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바둑은 즐기는 게 기본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바둑을 즐기는지 
의문이었다"면서 "이번 대국은 원없이 즐겼다"고 덧붙였다.
 abbie@yna.co.kr

SOUTH KOREAN GO 
PLAYER DOESN'T THINK 
GOOGLE AL HAS BETTER 
SKILLS
By Joo Kyung-don
   SEOUL, March 15 (Yonhap) -- Despite losing the 
tournament, South Korean Go master Lee Se-dol said 
Tuesday that he doesn't feel that Google's artificial 
intelligence (AI) program AlphaGo has superior playing 
skills in the ancient board game Go.
   "I can't accept that it (AlphaGo) has better playing 
skills, but it has a concentration level which humans 
can't beat easily," Lee said. "I think humans can't chase AlphaGo in terms of 
psychological and concentrational aspects." 
   Lee lost his last match against the self-learning program and surrendered 
the five-round Go tournament with a final score of 4-1. AlphaGo already 
clinched the series win and prize money of US$1 million after winning three 
straight games last week before Lee struck back with a victory on Sunday.
   "I wanted to end the tournament with good results, but feel sad that I 
couldn't do it," he said. "As I said before, this is not a loss for man, but a loss 
for me. This tournament really showed what my shortcomings are."
   The 33-year-old vowed that this experience against the self-learning 
program will make him a better player in the future. Apparently, the match-
es against AlphaGo re-ignited his interest in the game.
   "At some point in the past, I doubted myself whether I was enjoying the 
game," he said. "But I enjoyed Go so much playing against AlphaGo this 
time."
   Lee, a ninth-dan player who went pro at the age of 12, said that he does 
have some little regret about the tournament result.
   "It took some time to adjust to AlphaGo's playing style and the atmo-
sphere of the game," he said. "But I doubt whether I can beat AlphaGo again 
in terms of the psychological aspect as I see it concentrates till the end 
without getting shaken."   He said in order to beat AlphaGo, which already 
beat European champion Fan Hui before edging Lee, the player said he 
needs to study harder.
   "This match raised doubts on Go and human creativity," he said. "By 
watching AlphaGo's sequences, it made me think whether our usual se-
quences are right. I need to study more on this." 
   Fellow Go players praised Lee's "great challenge" against the Google AI.
   "I just liked his challenge because in the fifth match, he countered Alpha-
Go in a calculation game which computers do best," said Kim Seong-ryong, 
a ninth-dan player who commentated the match on Tuesday. "It would 
have been great if he won, but Lee is a great man, neverthe-
less."
   Hong Seok-hyun, chairman of the Korea Baduk Association 
(KBA) said that this historic man-versus-computer showdown 
has gotten everyone excited and will surely raise the popularity 
of Go all over the world.
   "I knew one day we are going to have this moment, but I really 
wanted humans to win this time," he said. "Everyone had an 
interesting time and I think we were all excited about possibili-
ties of AI."
    Demis Hassabis, the CEO of Google DeepMind that designed 
AlphaGo, said that he is "speechless" about the fifth match.
   "It was the most mind blowing game so far," he said. "One of 
the AlphaGo's early sequences was a mistake, but in the end, 
AlphaGo came back and was able to make the game close. It 
was really an incredible match." 
   When asked about their next step with AlphaGo, the 39-year-
old Briton said that nothing has been decided yet, but to go 
back to the United Kingdom and analyze what happened in the 
battle against Lee.
   "We plan many things for AlphaGo," he said. "But probably in 
next few months, we will be able to announce concrete plans." 
   The special man-versus-computer Go tournament, organized 
by Google's London-based firm DeepMind and the KBA started 
last Wednesday in Seoul.
kd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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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 포스팅 적
정 상한선은?...
KBO의 고민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KBO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의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 
금액 상한선 제안으로 고민에 빠졌다.  
현재는 따로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았
으나 MLB는 상한선을 800만 달러(
약 93억원)로 하자고 제시했다. 일본
프로야구의 포스팅 상한선인 2천만 
달러의 40%다.  KBO와 MLB의 포스
팅 제도는 한·미 선수계약협정에 담
겨 있다. 이 협정서는 협정 만료일(매
년 3월 15일)의 180일 이전에 양 기
구 커미셔너(총재) 중 한 명이 개정 또
는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이나 파
기 요청 즉시 양 기구는 이에 관한 협
의를 시작해야 한다. 요청이 없으면 자
동으로 1년씩 지속한다.
    18일 KBO 관계자를 따르면 MLB
는 지난해 9월 협정 개정을 요청해왔
다. 당시 포스팅 제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달 말에 포스
팅 금액 상한선을 800만 달러로 하자
는 개정안을 보내왔다.  게다가 지금까
지와는 달리 KBO 리그 구단이 먼저 
원하는 포스팅 금액을 적어내기로 하
자고 했다. 이는 일본야구기구(NPB)
와 MLB 간 2013년 체결한 새 협정에
도 들어있는 내용이다.  KBO는 개정
안 검토 및 관련 절차 등을 이유로 협
정 만료일까지는 협상을 끝내기가 어
렵다고 판단, 일단 MLB에 오는 5월 
15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해 놓은 상태
다. 지난 7일 열린 KBO 실행위원회에
서는 각 구단 단장들에게MLB의 요구
에 관해 설명했다.
    포스팅은 FA(자유계약선수) 자격
을 얻지 못한 선수가 MLB 진출을 시
도할 때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최고 
응찰액을 적어낸 MLB 구단이 독점교
섭권을 가지고 해당 선수와 30일 동
안 연봉 협상을 한다. 포스팅 금액은 
전 소속 구단에 돌아가는 이적료가 된
다.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은 
2천573만7천737달러, 박병호(미네

소타 트윈스)는 1천285만 달러의 포
스팅 금액을 전 소속팀 한화 이글스와 
넥센 히어로즈에 안기며 MLB에 진출
했다.  그러나 포스팅 금액이 구단 기
대치에 크게 못 미쳐 MLB 진출이 좌
절된 선수도 있다. 아예 응찰팀이 없었
던 선수도 있을 만큼 MLB 진출은 녹
록지 않다.
    포스팅 금액 상한선은 KBO리그 구
단에는 불리하고 MLB 진출을 노리
는 선수에게는 유리한 조건이라는 게 
야구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상한
선이 생기면 KBO 리그 구단이 기대
할 수 있는 이적료는 확 줄어든다.  반
면 선수는 복수의 구단과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다. 현재는 독점교섭권을 따
낸 MLB 구단이 연봉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박병호가 복수 구단
과 협상할 수 있었다면 포스팅 응찰액
에 비해 다소 적은 연봉(4년 1천200
만 달러 보장)에 미네소타와 계약하지
는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물론 포스팅이 구단 동의가 필요한 
만큼 KBO 리그 구단에 불리한 새 협
정이 포스팅을 통한 한국 선수의 메
이저리그 진출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
다.  하지만 KBO가 MLB의 개정안 요
구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MLB는 NPB와 2013년 12
월 포스팅 상한선을 2천만 달러로 하
는 '신 포스팅' 협정을 했다.  그 이전
인 2006년 마쓰자카 다이스케는 5천
111만 1천111 달러, 2011년 다르빗슈 
유는 역대 최고 응찰액인 5천170만 3
천411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신 협정 체결 이후인 2014
년 1월 뉴욕 양키스에 입단한 다나카 
마사히로는 상한선인 2천만 달러의 포
스팅 금액만 전 소속팀 라쿠텐 골든이
글스에 안겼다. 대신 다나카는 7년 1
억5천500만 달러에 계약했다. 다르빗
슈의 6년 6천만 달러에 연평균 2배 이
상 많은 연봉이다.  MLB가 NPB와 새
로 협정을 맺을 때도 일본 구단은 강하
게 반발했다. 하지만 NPB는 MLB와 
수차례 협상 끝에 결국 MLB 안을 그
대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게다가 이번 
일로 한·미 선수계약협정이 파기되
면 KBO로서는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
다는 분석이다.

    KBO로서는 적정한 상한선을 찾
아 MLB와 협상하는 게 그나마 현실
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다.  다만, 포스
팅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수 수
가 많지 않아 적정 수준에 대한 합의
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만만찮아 보인다.  
리그 전반적인 수준이나 메이저리그 
진출 선수 수 등 여러 조건을 따질 때 
NPB와 직접 비교하는 것도 무리라서 
KBO의 고민은 더 크다.
hosu1@yna.co.kr

KBO, MLB IN 
TALKS OVER 
POSTING FEE 
CAP
By Yoo Jee-ho
   SEOUL, March 18 (Yonhap) 
-- Major League Baseball 
(MLB) has proposed a cap on 
the amount a big league club 
can bid on South Korean play-
ers in posting, baseball officials 
said Friday.  The Korea Baseball 
Organization (KBO) and MLB 
have been having discussions on 
the US$8 million limit on play-
ers who are eligible for posting, 
according to a KBO official.
   "The MLB Commissioner's Of-
fice recently suggested putting 
a cap on the posting fee," the 
official said. "They've come up 
with $8 million, but nothing has 
been decided. We'll soon have 
discussions over this issue."
   An industry source told Yonhap 
News Agency that MLB made 
the proposal last September.  
Under the United States-Korean 
Player Contract Agreement, a 
KBO player who has completed 
at least seven full seasons can 
be posted with his club's bless-
ing. Currently, MLB clubs can 
submit uncapped bids for the 
player in a silent auction and the 

team with the highest bid earns 
the exclusive negotiating rights 
with that player.  If the club and 
the player agree to a deal within 
30 days, then the posting fee 
goes to the player's KBO club as 
compensation.
   Three South Korean players 
have signed major league deals 
via posting, each of them com-
manding millions in the bid-
ding process. The Los Angeles 
Dodgers put in a bid of about 
$25.73 million for left-hander 
Ryu Hyun-jin in 2012. In January 
2015, the Pittsburgh Pirates won 
the bidding for infielder Kang 
Jung-ho with just over $5 mil-
lion. Last December, the Min-
nesota Twins won the exclusive 
rights to talk to first baseman 
Park Byung-ho after submitting 
a $12.85 million bid.
   MLB and Japan's Nippon 
Professional Baseball (NPB) 
also have a posting system 
under their agreement, and a 
$20 million cap on the bids was 
placed in December 2013. The 
logic was to expand options 
for posted players and to al-
low less well-to-do MLB clubs 
to enter the bidding war for 
desired players.  Based on the 
new MLB-NPB agreement, the 
posted player has 30 days to 
negotiate with any team willing 
to pay the maximum fee.  While 
the KBO clubs may balk at a 
cap of any amount, it may favor 
players at the negotiating table. 
In the current setting, they have 
little leverage since they can 
only negotiate with one club. If 
revisions to the agreement fall in 
line with those in the MLB-NPB 
deal, posted KBO players will 
be able to talk with all clubs that 
put in the maximum bid.
jeeh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미
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기아클
래식에서 시즌 첫 우승을 신고한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19)가 
불운에도 흔들림 없이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강심장을 보였다.
    리디아 고는 이날 대회 마지막 날 4
라운드에서 전반 9번홀까지 3타를 줄
이며 17언더파를 달렸다. 2위권과는 
6타까지 벌리며 일찌감치 우승을 예
약하는 듯했다.
    그러나 파5 10번홀에서 뜻하지 않
은 불운이 닥쳤다.
    세번째 샷을 그린 가장자리까지 올
려 놓은 리디아 고는 퍼트를 잡고 버디
를 노렸다. 홀까지 불과 3m 남짓의 거
리를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퍼트를 떠난 공은 갑자기 
앞에서 뭔가에 걸려 튀어 오르더니 공
중에 뜬 상태에서 퍼트에 한 번 더 터
치가 됐다.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되면서 리디
아 고는 1벌타를 받아 10번홀에서 보
기를 적어냈다.
    퍼팅 스트로크 과정에서 퍼트에 공
이 한 번 이상 맞으면 페널티를 받아 
두 번 퍼팅을 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
문이다.
    이에 리디아 고는 17언더파에서 
16언더파로 줄어들었고, 이후 박인비
(28·KB금융그룹)에 1타차까지 쫓
겼다.
    이 같은 불운에도 리디아 고는 흔들
리지 않고 16번에서 18번홀까지 잇
따라 버디를 잡아내며 우승을 확정짓
는 저력을 보였다.
    이날 리디아 고와 챔피언조에서 플
레이한 박성현(23·넵스)은 이같은 
상황에도 리디아 고가 태연하게 다음 
플레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정신
력도 대단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리디아 고 "앗, 퍼팅 투터치"... 그래도 우승은 '고'

리디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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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美대사 "한
국, 방위비 분담 잘 
하고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마
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의 안
보 무임승차론'을 고집하는 도널드 트
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의 주
장에 대해 28일 간접적으로 반박했
다.  리퍼트 대사는 주한미국상공회의
소(AMCHAM·__암참)가 서울 용산
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은 방위비 분담 차원
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Korea does 
very well in terms of its contri-
bution)"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의 주
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내 
정치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
서도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으로 얻는 
혜택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는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방위비
를 공동 부담(resource sharing)하
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는 주목할만한(remarkable) 일"이
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 무상으로 책임지고 있다고 주
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늘리지 않으면 당선 후 주한미
군 철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
언까지 했다.  리퍼트 대사가 간접적으
로나마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입장
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
한국은 인력 운용비를 제외한 주한미
국 주둔 비용의 55%를 부담하고 있으
며 한국의 국방비도 매년 3~5% 증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중요한 것은 한국이 부
담하는 방위비 수준에 대해 미국 정부
도 기쁘게 생각한다는 점"이라며 세계 
최고 동맹국으로서 한·미 양측 모두 
이득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퍼트 
대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과 관련해 "원산지규정·자동차·데
이터 이전 등 3가지 이슈에서 큰 진전
이 있었다"며 "완전 이행은 아니지만 
미국이 FTA를 맺은 다른 국가들과 비
슷한 수준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
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에 대해서는 "한국이 동참한다면 매
우 환영"이라며 기존 입장을 다시 재
확인했다.
    암참 회원들과 자유롭게 질문과 답
을 주고받는 노변담화 형식으로 진행
된 이날 행사에서 주한 미국상공인들
의 관심은 주로 북한에 집중됐다.  리
퍼트 대사는 북한의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가 우
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또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한국 정부 
등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
였다.   중국의 역할론과 관련한 질문
에 그는 "북한 이슈와 관련해 중국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
다고 믿는다"며 "최근 유엔 차원의 대
북제재에 동참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

각한다"고 답했다.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
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6자회담 회원국으
로서 미국을 포함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
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역설했다.
nomad@yna.co.kr

LIPPERT REJECTS 
TRUMP ACCU-
SATIONS THAT 
SOUTH KOREA 
GETS DEFENSE 
FREE RIDE
   SEOUL, March 28 (Yonhap) 
-- U.S. Ambassador to Seoul 
Mark Lippert on Monday dis-
missed accusations by Repub-
lican presidential front-runner 
Donald Trump that South Korea 
is paying little to keep Ameri-
can troops on its soil.  Without 
naming Trump, Lippert cited 
various reasons why the allega-
tions aren't true, including the 
fact that South Korea shoulders 
55 percent of all non-personnel 
costs and increases its defense 
spending by 3 to 5 percent an-
nually.
   "We feel very good about the 
resource sharing that we and 
the Republic of Korea do to-
gether as an alliance," the am-
bassador said during a meeting 
with members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It is remarkable."

   Lippert was responding to a 
request for comments on a "U.S. 
political candidate's" contentions 
that the country receives little 
from South Korea in exchange 
for its support.  Trump has made 
repeated claims that South 
Korea is getting a free ride on 
defense, saying recently that 
the U.S. is "constantly sending 
our ships, sending our planes, 
doing our war games" but being 
"reimbursed a fraction of what 
this is all costing." He also told 
The New York Times he would 
withdraw American troops from 
South Korea and Japan unless 
they boost their financial con-
tributions to the upkeep of the 
U.S. military presence.
    About 28,500 American 
troops are stationed in South 
Korea to deter North Kore-
an aggression, a legacy of the 
1950-53 Korean War that ended 
in a truce, not a peace treaty, 
leaving the divided peninsula 
still technically at war.  Lippert 
recalled his past work at senior 
levels in the Pentagon.
   "You get a sense of the alli-
ances and how much and who 
contributes what," he said. 
"Korea does very well in terms of 
its contribution."  Seoul has long 
shared the cost of stationing 
U.S. forces.
   In 2014, the two countries 
renewed their cost-shar-
ing agreement, known as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with Seoul agreeing to pay 920 
billion won (US$886 million) for 
the upkeep of the U.S. troops 
in 2014, a 5.8-percent increase 
from the year prior.  Moreover, 
the American military presence 

on the peninsula is seen as in 
line with U.S. national interests 
in a region marked by a rising 
China.
   "At the end of the day, I think 
the U.S. government feels very, 
very good about the resource 
sharing, the burden sharing 
we're engaged in," Lippert said.
   Calling the bilateral relation-
ship "one of the premier military 
alliances around the world," he 
added, "It works, it's effective 
and both sides have a lot invest-
ed in the success of this alliance."
   On China, the ambassador ac-
knowledged various challenges 
the U.S. faces in the bilateral re-
lationship, including the territo-
rial rows in the South China Sea.  
But the U.S. is "quite pleased" 
with how China cooperated in 
drawing a tough sanctions res-
olution from the U.N. Security 
Council to punish North Korea 
for its fourth nuclear test in 
January and long-range rocket 
launch in February.
   "We do believe that the Chi-
nese can and should do more on 
the North Korean issue," Lippert 
said, stressing that the priority 
now will be "robust implemen-
tation" of the sanctions.  Still, the 
Obama administration "leaves 
the door open" for North Kore-
ans to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as long as the focus of 
talks is on the North's denucle-
arization, he said.
   On the allies' economic ties, 
Lippert said he believes imple-
mentation of the South Ko-
rea-U.S. free trade agreement, 
which went into effect four 
years ago, is going well.  There 
has been "significant progress" 
on outstanding issues related to 
automobiles, rules of origin and 
data transfer to the extent that 
the agreement is approaching 
"more of a state of implemen-
tation that looks like other free 
trade agreements we have with 
other countries."
   Lippert also pointed out that 
Washington welcomes South 
Korea's interest in joining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say-
ing the regional trade pact "very 
much is an active issue under 
consideration in Washington."
hague@yna.co.kr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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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Around Kansas City
캔사스 시티 의 주위에 봄

Pictures from Cherry Blossoms and Other Blooms in Loose Park
5200 Pennsylvania Ave, Kansas City, MO 64112

KC Royals Billboard up until Opening Day on Southwest Trafficway and Westport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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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100주년 이중섭의 
인간적 면모를 만나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이중
섭(1916~1956)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
국민 화가'로 불린다.  그의 이름은 소의 
힘찬 움직임을 묘사한 작품 '황소'와 동일
시된다.'  한국전쟁으로 부인 야마모토 마
사코(한국명 이남덕)와 자녀를 일본으로 
보낸 뒤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담
아 담뱃갑 은박지에 그린 그의 은지화도 
잘 알려져 있다.  다른 유명 화가처럼 그의 
작품은 2000년대 위작 사건에 휘말리기
도 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아 여느 
사람들처럼 부인과 자녀를 사랑했으며 때
로는 전시가 잘 되지 않아 좌절을 겪기도 
했던 한 인간으로서 그를 바라보자는 취
지의 전시가 16일부터 서울 부암동 서울
미술관에서 열린다.
    서울미술관 설립자인 안병광 유니온제
약 회장은 2010년 서울옥션 경매에서 이
중섭의 '황소'를 35억6천만원에 낙찰받
은 컬렉터다.'  이중섭에 대한 애정이 남다
른 미술공간에서 그를 조명하는 전시 제
목은 있는 그대로 보자는 의미에서 '이중
섭은 죽었다'로 정했다.  서울미술관은 "이
중섭은 수많은 걸작을 남긴 한국의 대표 
화가"라면서도 "미술시장이 성장하면서 
가난하고 쓸쓸하게 살았던 그의 삶은 신
화가 됐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15일 기자 간담회에서 "사람
들이 그를 신화로 만들거나 위작 파문 등
으로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지게도 했다"
고 말했다. 안 회장은 2000년대 후반 자

신이 아꼈던 이중섭의 두 작품 '과수원
과 아이들', '통영 앞 바다'를 경매에 내놓
았던 얘기를 들려줬다. 이중섭의 작품을 
만나면서 청춘을 보냈다는 안 회장은 "제
가 가진 작품을 건강하게 잘 나누자는 미
술관 설립 취지에 맞게 이번 전시가 이중
섭을 부활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전시는 관련 기록을 기반으로 이중섭
의 인생을 그가 살았던 공간 10곳을 재현
해 보여주고 해당 시기작품을 함께 소개
한다.  첫 순서는 탄생이 아닌 죽음이다.  
그의 묘지는 서울 망우동 공원묘지 고유
번호 103535번으로 존재한다.   비석이
나 추모비도 없다.  전시장에선 대표작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도 보여준다.  대구와 
서울에서 투병생활을 하며 쇠약해졌을 
때 그가 그린 '피 묻은 소'에는 혈흔이 보
이고 '싸우는 소'에선 격렬함이 느껴진다.  
일본으로 건너가 가족을 재회하고 난 뒤
였던 통영 시절에 그린 '황소'에는 역동성
이 돋보인다.
    그는 대구 경복여관에서 작품 값을 수
금하지 못해 힘들어하며 또 다른 발판을 
준비했고 서울 미도파 화랑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부산 '루네쌍스 다방'에선 예술
인들과 교류했다.'  서울미술관은 "2012
년 개관전 이후 자체 소장한 이중섭 작품 
17점을 4년 만에 한자리에서 전시한다"
며 "작품 총액가는 2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의 회화, 은지화뿐 아니라 이
중섭이 일본어로 썼던 편지를 한글로 편
집, 관람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시를 

구성했다.   전시는 5월29일까지. 
 jsk@yna.co.kr

PAINTER LEE JUNG-
SEOB IS REVISITED IN 
TIME FOR HIS 100TH 
BIRTHDAY
By Woo Jae-yeon 
   SEOUL, March 15 (Yonhap) - 
Marking the centennial birth of Lee 
Jung-seob, one of South Korea's 
most celebrated artists, a local 
gallery in Seoul opens a retrospec-
tive that aims to cast light on the 
lesser-known side of the artist. The 
exhibition titled "Lee Jung-seob 
Died" touches upon the painter's 
life as an ordinary family man who 
had no choice but to tolerate the 
agonizing separation from his fam-
ily who left for Japan in 1952 at the 
height of poverty and chaos of the 
Korean War (1950-1953).
   "We wanted to dispel the 
near-mythic aura surrounding Lee 
that was created after his death, 
and instead focus on the genuine 
art world of the artist," said Ryu Im-
sang, an official at the private Seoul 
Museum said on Tuesday.  The ex-
hibition, which runs from March 15 
to May 29, features around 300 art 
works, including the masterpiece 
"Ox" which An Byung-gwang, the 
founder of the museum and CEO 
of Seoul-based Union Pharmacy, 
bought at the Seoul Auction in June 
2010 for 3.56 billion won (US$2.99 
million).
   A pioneer of Korean modern art, 
Lee is most famous for his dynamic 
"Ox" oil painting series that cap-
tures the animal's lively movement 
and its intense, yet sad eyes with 
bold and rough brush strokes in 
what critics say is the expression of 
longing for his Japanese wife and 
two sons.  Also on display are his 
experimental paintings on the met-
al foil from a cigarette pack. Three 
of around 80 such paintings by the 
artist have been on permanent 

FIRST KCON IN MIDDLE 
EAST DRAWS THOUSANDS 

display at the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 since the late 1950s 
-- the only art works by a Korean 
artist of the 20th century.  Lee was 
thrown into personal and national 
turmoil amid the Japanese colo-
nial rule (1910-1945) and Korean 
War, and lived a life interspersed 
with deep sorrow and longing. The 
separation with his family, thought 
to be only temporary, lasted until 
his death at the age of 40, with only 
one brief five-day reunion in 1953.'
   While away from his loved ones, 
he sent them postcard after 
postcard with colorful doodles of 
a happy family.   "My Yaskata (one 
of his sons), I hope you are doing 
well. I am doing fine and preparing 
for an exhibition. I painted today a 
picture where you and your mom 
ride on an ox cart and I am drawing 
it toward a nice warm place some-
where in the south. The one above 
the ox is a cloud. Bye for now, from 
daddy," read one postcard sent to 
his family.
   The colorful painting on the 
postcard was later repainted by the 
artist and is now called "A Family 
on the Road," where the artist and 
the ox lead the wagon his wife and 
two sons are riding on, all smiles 
and in flowers.'  Nearing his death, 
however, he became mentally 
and physically unstable as he was 
heartbroken by extreme loneliness, 
disappointment and financial dif-
ficulties. The dire conditions were 
reflected in his unusually fierce ox 
paintings, "Bleeding Ox" and "Fight-
ing Ox."
   But he held onto a hope for re-
union and kept a strong will until 
he finally died of hepatitis in a local 
hospital in Seoul in 1956.  In a letter 
to his family in January 1954, he 
said, "I move forward, like an ox 
in the field, only for our new life. 
Everything else ends up in noth-
ingness. Like a poem by Valery, 'We 
must try to live!'" 
jaeyeon.woo@yna.co.kr

   SEOUL, March 28 (Yonhap) -- 
Thousands gathered at the world's 
largest K-pop festival held for the 
first time in the Middle East last 
week, its host said Monday.
   More than 8,000 people came 
from all over the region, including 
Egypt, Saudi Arabia and Kuwait, 
to attend KCON 2016 Abu Dhabi at 
the city's largest outdoor venue, du 
Arena, on Friday, CJ E&M said.'
   The event featured Korean food, 
including "bibimbap," or rice mixed 
with vegetables and spicy red 
pepper sauce, prepared in halal 
style. Women could also try Kore-
an makeup and learn K-pop dance 

routines in a women-only conven-
tion hall, away from public scrutiny.
   The Korean Cultural Center, which 
recently opened a branch in the 
United Arab Emirates capital, and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
cy also opened booths to promote 
Korean culture.
   At night, more than 5,500 people, 
many wearing hijab and singing 
along in Korean, watched South 
Korean boy band BTS, Taeyeon of 
Girls' Generation, Kyuhyun of Super 
Junior, Double S301, Ailee, Mosta X 
and Spica perform.
   "It'd been unclear whether the 
event would succeed in the Mid-
dle East where significant cultural 
barriers exist," said Ahn Suk-joon, 

head of CJ E&M's 
Music Perfor-
mance Division. 
"But we wanted 
to explore it as a 
new market for 
'hallyu' anyway." 
Hallyu is a term 
that refers to 
the rising glob-
al popularity of 
Korean culture.
   KCON was orig-
inally started in 
California in 2012 
to showcase all 
things K-pop to 
overseas fans.'
sojung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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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재단, 미 노스웨
스턴대 합창단 초청 공연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공공외교 
전문 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미국 노
스웨스턴대의 아카펠라 합창단을 초청해 콘서
트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2일 오후 7시 
중구 수하동 KF갤러리에서 열리는 'KF 갤러
리 오픈 스테이지1' 공연에서는 노스웨스턴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트레블메이커스'(Treble-
makers) 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2004년 
결성된 트레블메이커스는 싱가포르•중국•대
만•홍콩•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모인 남녀 혼
성 아카펠라 합창단으로, 노스웨스턴대 내에
서도 동아시아에 중점을 둔 그룹으로 평가받는
다.   이번 공연에서는 영국 팝, 대만 영화음악, 
K팝을 포함한 한국 대중음악 등을 아카펠라로 
들려준다.  공연을 관람하려면 오는 17일까지 
KF 홈페이지(www.kf.or.kr)에서 신청해야 한
다.  문의는 전화(02-2151-6520)나 이메일
(kfcneter@kf.or.kr)로 할 수 있다.'

newglass@yna.co.kr

WORLDLY A CAPPELLA 
GROUP BRIDGES CUL-
TURES THROUGH SONG
By Park Sojung

   SEOUL, March 23 (Yonhap) -- It's 
almost dinner time. A middle-aged 
Korean man ushers a racially diverse 
group of young people into a dimly-lit 
restaurant in Seoul.
   "Before college, they were trouble-
makers. Today, they are Treblemakers. 
Please welcome them with a round of 
applause!" With that cheesy line deliv-
ered in somewhat broken English, the 
college a cappella group walks in, with 
the 17 members wearing a matching 
black T-shirt and a pair of blue jeans.  
The act's opener is a song that appar-
ently starts out as Ariana Grande's "Fo-
cus" but swerves in and out of "Gee" by 
the South Korean girl group Girls' Gen-
eration. A male soloist leads out with 
the Korean verse, and the female quad 
backs him with the chorus, "Gee Gee 
Gee Gee Baby Baby Baby." Audience 
members, mostly 40- and 50-some-
thing Korean men in suits and ties, nod 
in approval, as if the line rings a bell.'
   Afterward, the students go around 
and introduce themselves, their majors 
just as diverse as their backgrounds. 
One of them ticks off his three majors 
-- voice performance, mathematics 
and Chinese.  Founded at Northwestern 
University in 2004, Treblemakers is on 
its first-ever tour, and being the only 
East Asian interest a cappella group on 
campus, they've chosen three Asian 
cities -- Beijing, Seoul and Hong Kong 
-- as their first destinations.
   "We figured since we're an East Asian 
interest group, our first tour should 
be in Asia," Kate Lee, the team's music 
director and a senior studying voice 
performance, music education and so-
ciology, said. "Hopefully after this, we'll 
take national tours and maybe travel to 
other places, but we really wanted to 
share music with Asia."
   And sharing is what they did in Seoul. 
At the restaurant on Monday, they 
performed in front of the local North-
western alumni association, most of 
the attendees having graduated from 
a local college and completed their 

Master's and Ph.D.'s at the Evanston, 
Illinois school.  The following day, 
the group visited Seoul International 
School in Seongnam, Gyeonggi Prov-
ince, to perform and give workshops on 
the college experience in the U.S. Then, 
they put on an hour-long show to the 
general public in downtown Seoul, an 
event hosted by the government-affili-
ated Korea Foundation. Before heading 
to Hong Kong and back to Chicago, 
they will hold one more performance 
at Myungduk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in southwestern Seoul on 
Wednesday.
   Asked if they were familiar with the a 
cappella scene in Asia, general man-
ager Sam Garcia said besides having 
performed with two a cappella groups 
at Peking University in Beijing a few 
days earlier, their knowledge was lim-
ited.  But Treblemakers said resolving 
the lack of information is what inspired 
the trip.
   "That's one of the purposes of our 
tour -- to experience how a cappella 
is part of high school or college com-
munities here in Korea, Beijing or Hong 
Kong," Kim Young-joon, a tenor and a 
senior studying economics, said. "We're 
really excited to find out more about it."  
Lee chimed in and stressed that they 
wanted to stay culturally respectful 
throughout their journey.
   "We see it more as a cultural ex-
change. We're not trying to bring any-
thing here," she said. "We want to share 
something and take something back."
   Although the trip has allowed them 
to bridge cultures some 11,000 km 
away from their scenic campus by Lake 
Michigan, they have also looked inward 
to do the same. With members from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China, Korea 
and Singapore, they've taught each 
other lyrics that may be in one's first 
language but another's second.  Gina 
Strohbach, who has never learned 
Korean but sang "Not Spring, Love or 
Cherry Blossoms" by the Korean sing-
er-songwriter IU at a fall show, is a case 
in point.
   "We don't assign a song based on, 
'Oh, you're the Korean so you'll sing the 
Korean song,'" Strohbach, the treasurer 
and a sophomore majoring in anthro-
pology, said. "That's one of the things 
I really like. It's more like the attitude 
that everyone is gonna learn the lan-
guage of the song and we're gonna do 
a wide variety of languages."
   Musical arrangements have also 
defied cultural boundaries and genres. 
Treblemakers said although they might 
arrange a K-pop song like K-pop, they 
could also introduce classical elements, 
like a round, which staggers two voices 
singing the same melody, to render an 
entirely different effect.
   "Some of the arrangers have arranged 
their songs to be similar to the original. 
Some of us have turned it into a com-
pletely different song," Kim said. "It's 
not necessarily what the song is about, 
but how we arrange it."  Treblemakers is 
scheduled to perform next at Chinese 
International School in Hong Kong on 
Thursday.  After spending three days 
there, they will fly back to Chicago to 
start the spring quarter.'

Current K-Drama Listing wiki.d-addicts.com

KBS

Title Air Date Cast

Page Turner 
페이지 터너

2016-Mar Kim So Hyun, Ji Soo, 
Shin Jae Ha

Babysitter 
베이비시터

2016-Mar-14 Jo Yeo Jung, Kim Min 
Joon

Neighborhood Law-
yer Jo Deul Ho 
동네변호사 조들호

2016-Mar-28 Park Shin Yang, 
Kang So Ra, Ryu Soo 
Young, Park Sol Mi

Time of the Beast 
야수의 시간

2016-Apr-20

MBC

Title Air Date Cast

Goodbye Mr. Black 
굿바이 미스터 블랙

2016-Mar-16 Lee Jin Wook, Moon 
Chae Won, Song Jae 
Rim

Rail in the Under-
ground 
레일 인 언더그라운드

2016-Mar-28

Monster 
괴물 (fka 폭군)

2016-Mar-28 Kang Ji Hwan, Sung 
Yoo Ri, Jin Tae Hyun, 
Lee El

The Flower in Prison 
옥중화

2016-Apr-30 Jin Se Yun, Go Soo

SBS

Title Air Date Cast

Jackpot 
대박

2016-Mar-28 Jang Geun Suk, Im Ji 
Yeon, Yoon Jin Seo, 
Yeo Jin Goo, Choi 
Jung Yoon

Entertainer  딴따라 2016-Apr-20

OCN

Title Air Date Cast

Vampire Detective 
뱀파이어 탐정

2016-Mar-27 Lee Joon, Lee Se 
Young, Oh Jung Se, 
Kim Yoon Hye

tvN

Title Air Date Cast

Pied Piper 
피리부는 사나이

2016-Mar-07 Shin Ha Kyoon, Jo 
Yoon Hee, Yoo Joon 
Sang

Memory 기억 2016-Mar-18 Lee Sung Min, Song 
Sun Mi, Jun Noh Min, 
Junho (이준호)

JTBC

Title Air Date Cast

Ms. Temper & Nam 
Jung Gi 
욱씨남정기

2016-Mar-18 Yoon Sang Hyun, 
Lee Yo Won, Kim Sun 
Young, Hwang Chan 
Sung

TV Chosun

Title Air Date Cast

Only One Love Like 
You  오직 하나뿐인 그대

2016 Nam Goong Min, Lee 
Yul Eum, Hong Bin

**Streaming available on Hulu.com, dramafever.com, vi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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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lip and Norma Thayer 
opened their chicken restau-
rant, Valley Broasters in Oc-
tober of 2014.  It started as a 
quiet broasting chicken place 
on a quiet street out in Grain 
Valley located at the edge of 
Blue Springs.  Broasted chick-
en happens when chicken is 
fried in a pressure fryer which 
leaves the meat crispy, juicy 
and not oily.  Their chicken 
was good but their friends 
started asking Norma for 
her to feature some of her 
native Filipino food.  It was a 
niche no one has filled in the 
Midwest.  So, they started to 
adding Filipino food January 
of 2016.  It first started as a 
Friday special, then seeped 
into the weekend, and now 
it is on their regular menu.  
Filipino food is a “mixed cui-
sine of Malay, Indian, Span-
ish, Chinese, and American, 
as well as other Asian Indian 
cuisine adapted to indigenous 

ingredients and the local pal-
ate.” (wikipedia)  One of the 
original asian fusion foods.

After a 40-minute drive from 
Johnson County, we arrived 
to the strip mall in Grain 
Valley where the restaurant 
sits.  It is a very casual place 
and you walk up to the count-
er to order.  There is a couch 
right in front of the counter 
to wait and decide.  Between 
6 people and 15 minutes of 
debating on what we wanted 
to eat we ended up ordering 
16 pieces of broasted mixed 
chicken and sides, and a few 
Filipino entrees, though not 
everything we wanted be-
cause they had a big week-
end and hadn’t had time to 
restock.  Lumpia (shrimp and 
shanghai), a filipino version 
of crispy spring rolls, Crispy 
Pata, Pork Adobo, Kare-Kare, 
and  Caldereta were the 
Filipino dishes.  The biggest 

disappointment was that 
we weren’t able to order the 
Lechon Kawali, a poached 
pork belly sounded so deli-
cious.  The food was plated 
together on two round plat-
ters covered with banana 
leaves and had centered 
around a side of rice. 

Everything was good. The 
Crispy Pata is also broast-
ed and just like it sounds 
knuckle pork, crispy on the 
outside and juicy inside, kind 
of similar to Jok Bal but fried. 
The Kare-Kare (oxtail), Cal-
dereta and Adobo are stewy 
dishes which made these 
dishes great with rice.  They 
were tender meat in flavor-
ful stews. The chicken was 
also awesome and not oily, 
also not salty.  The sides we 
ordered were the most com-
mon items in this uncommon 
meal, with the chicken: ja-
lapeno poppers, onion rings 
and coleslaw.  To finish, we 
had sweet sticky rice topped 
with chocolate and caramel 
syrups which went perfect-
ly with the fresh mango we 
saved from the platters.  It 
was a wonderful experience 
and well worth the drive, but 
it was a task to drive back 
home after such a good meal. 

 If you do decide to go, they 
suggest calling ahead to or-
der.  You can find their menu 
on their online.  Otherwise 
you can wait for the summer 

when they open a new lo-
cation closer to Kansas City.  
Hopefully, they will be open 
by June of this year at Ban-
nister and 435.

•••••••••••••••••••••

2014년 시월, Phillip과 Norma 
Thayer 부부는 Valley Broast-
ers라는 닭 요리 전문점을 개업했
다. 닭 구이를 주 메뉴로 이 식당은 
Blue Springs의 끝자락에 위치
란 Grain Valley에서 한적하게 시
작하게 되었다. Broasted란 닭을 
압력 튀김 솥에 요리해 바삭 하면
서 촉촉하고 기름지지 않은 조리법
이다. 그들의 닭 메뉴는 훌륭했으
나, Norma의 친구들이 그녀의 본
토 음식인 필리핀 음식을 선보이기
를 권하기 시작한다. 마침 도시 안
에는 필리핀 음식점이 없던 터라, 
그들은 틈새 시장을 노려보기로 한
다. 2016년 일월부터 이들 부부는 
필리핀 음식을 메뉴에 추가하기 시
작했다. 처음 금요일 특선으로만 선
보이던 필리핀 메뉴가 차츰 인기를 
얻자, 그들은 필리핀 메뉴를 주말
로, 현재는 본 메뉴까지 이름을 올
렸다. 필리핀 음식은 “지역 특산물
과 본토의 맛을 더한 여러 아시안 
인도 음식을 비롯해 말레이 반도, 
인도, 스페인, 중국, 그리고 미국의 
음식이 혼합된” 음식이다 (Wiki-
pedia). 

한마디로, 정통 아시안 퓨전 음식
인 셈이다. Johnson County에서
부터 40분 가량의 운전 끝에 우리
는 마침내 몇 개 식당들이 밀집해 
있는 Grain Valley의 작은 스트립 
몰 (번화가)에 도착했다. 이 식당은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 계산대로 직
접 가서 주문을 하는 형식이었다. 
계산대 옆에 비치된 소파에서는 기
다리는 손님들이 편하게 앉아서 메
뉴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작은 배려
심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함께 간 우
리 6명이 15분 동안을 고민하고서 
결정한 메뉴는 16 조각의 Broast-
ed 닭 튀김과 사이드, 몇 가지의 필
리핀 음식이었다.

바쁜 주말을 막 지난 후 모두 팔린 
메뉴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
했던 모든 메뉴를 주문할 수는 없
었다. Lumpia (새우와 상하이), 
필리핀 스타일의 바삭 한 스프링 
롤, Crispy Pata, Pork adobo, 
Kare-Kare, 그리고 Caldereta가 
필리핀 음식이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기대가 컸던 Lechon kawali
라는 삼겹살 조림요리가 모두 다 팔
린 상태라 주문할 수 없었던 것이
다. 모든 음식들은 바나나 잎사귀
로 덮은 두 개의 큰 쟁반에 밥과 함
께 나왔다. 모든 음식이 맛있었다. 
Crispy Pata 역시 broasted라

Friendly Filipino and Fried Chicken

Sticky Rice Des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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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ley Broasters

1434 SW Eagles Pkwy
Grain Valley, Missouri 64029

816-443-5142
Valley.Broasters@Gmail.com

www.facebook.com/ValleyBroasters/
Mon-Sat 11am - 8pm

Future Location:
4800 E Bannister Rd

KC, MO

는 조리법을 사용해 만든 돼지고기 요리인데, 겉은 아주 바삭 하고 안은 
촉촉하게 육즙이 고여 있었다. 한국의 족발과 비슷한데 튀겨진 느낌이었
다. Kare-Kare (소 꼬리 요리), Calderete, Adobo는 국물이 자작한 조
림/찜 요리여서 밥과 아주 잘 어울렸다. 부드러운 육질과 깊은 맛의 국물
이 어우러져 맛있었다. 특히 닭 요리는 기름지지 않고 짜지 않아 좋았다. 
이 독특한 필리핀 음식의 사이드로는 보다 친숙한 미국식 메뉴들로 골라 
Jalapeno poppers (속을 채운 고추 요리), 어니언 링 (양파 튀김), 그리
고 코울슬로 (양배추 샐러드)를 주문했다. 마무리로는 초콜릿과 캐러멜 시
럽을 뿌린 찹쌀밥에 남겨두었던 생 망고를 곁들어 먹었다. 꽤 긴 운전을 감
수하고서라도 충분히 다녀올 만한 가치가 있는 식당이었다.

 주문 후 즉시 조리를 시작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음식을 맛보고 싶다
면 방문 전 미리 전화를 걸어 언제쯤 도착할 지 알려 놓기를 권한다. 메뉴
와 번호는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혹은 캔자스 시티와 가까운 곳에 여
름에 새로 개업할 예정인 제 2호점을 기다려 보는 것도 좋겠다. 돌아오는 
유월 Bannister과 435번 고속도로가 만나는 부근에 생길 예정이다.

~Lucy Oh 

Starting from the Mango; Crispy Pata, Broasted Chicken, Lumpia, Onion Rings, Adobo, Caldereta

Starting from top-left: Kare-Kare, Gizzards, Broasted Chicken, Ja-
lepeno Poppers, Onion 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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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ness/ 건강
스프링롤

봄이 되면 신선한 
야채들이 우리의 
식욕을 돋구는데 
여러가지 채소로 만
드는 스프링롤은가
정에서 단순하게 준
비할 수 있는 요리 
중 하나이다.
손님 상이나 식구
들이 한 자리에 모
였을 때 부담없이 

식탁에 올릴 수 있으며 두부와 아보카도 외 다
양한 야채들로 영양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먹음
직스러워 주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중의 스프링롤소스에는 여러가지 식
품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고 또 가격면에서도 비
싼 편 이라 망설이게 되는데 여기 소개하는 땅콩 
소스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써 가정에서 
누구든지 손쉽게 요리를 할 수 있다.
레시피의 재료가 다 없더라도 집에 있는 여러가
지 야채들 (새싹채소, 토마토, 양배추, 히카마, 
당근 등)을 이용해도 좋다.
미리 만들어서 내 놓아도 되지만, 둘러 앉아 각
자가 직접 싸서 먹어도 별미이다.
 
스프링롤(10개)
재료: 로메인 상추 잎 (또는 새싹채소) 10장, 빨

간 노란 피망 각 1개씩, 오이 1개, 아보카
도 1개, 두부 반모, 생 숙주나물, 바질(또
는 설란츄로, 민트)약간, Rice Paper, hot 
소스
만들기
1) 두부는 약간 도톰한 두께로 썰어 소금
을 뿌려 팬에 노릇노릇하게 지져내어 젓가
락 굵기로 썬다.
2) 피망 등 다른 야채도 비슷한 굵기로 썰
고 숙주는 깨끗이 씻어 접시에 가지런히 
담는다.
3) Rice Paper를 물에 적신 후 상추 잎
을 깔고 모든 재료와 소스를 넣고 말아 썰
어 낸다.
  * 각자가 싸 먹을 경우에는 큰 쟁반에 모
든 재료를 둘러 담고 소스를 따로 준비하
여 즉석에서 말아 먹도록 한다.
 

땅콩 소스
재료: 땅콩 1컵, 깨가루 2큰술, 마늘 1큰
술, 간장(아미노) 2큰술, 꿀 1큰술, 레몬즙 
1큰술, 약간의 물
만들기
1) 땅콩을 오븐 300도에서 15분간 굽는
다(구운 땅콩일 경우 소금이 들어가지 않
은 것을 이용한다) 
2) 땅콩을 믹서기에 곱게 간 후 나머지 모
든 재료를 넣고 약간 되직하게 잘 섞는다.
3) 식성에 따라 재료를(꿀, 레몬, 간장) 가
감할 수 있다. 

'설탕과의 전쟁'...식품업계 '당 
줄이기' 확산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영국이 
설탕세 도입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으로 '단 
것과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국내에도 설탕 
사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
다.  당이 나트륨과 함께 비만의 주범으로 꼽
히는 가운데 일반 소비자들의 설탕 소비는 
감소하고 기능성감미료 시장은 커지고 있다.  
당국은 당 줄이기 대책 마련에 나섰고, 식품
업계도 저당 제품 개발과 출시에 속도를 내
고 있다.' 
    설탕 소매시장 규모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다.  링크아즈텍 기준 지난
해 설탕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시장은 
1천439억원 규모로, 2013년 2천44억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9.6% 감소했다. 전년(1
천735억원)에 비해서도 17.1% 줄었다.   이
처럼 일반 소비자들의 설탕 구매는 눈에 띄
게 줄고 있지만 B2B(기업간 거래)를 포함한 
전체 설탕시장 규모는 큰 변화가 없다.   업계
에 따르면 전체 설탕시장은 생산량 기준 약 
90만톤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설탕시장
에서 B2C가 차지하는 비중은 7% 수준에 불
과하다.  가정에서의 설탕 소비는 줄었으나 
전반적인 당류 섭취는 감소하지 않은 셈이다.
    그동안 나트륨 저감 정책을 펼친 정부는 
앞으로 당류에 '메스'를 댈 예정이다.  당국은 
당 섭취량이 증가해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
다고 보고 국가 차원의 대책을 내놓기로 했
다.  설탕 대체제인 기능성감미료 시장은 빠
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능성감미료 소매시
장 규모는 2013년 59억원에서 지난해 105
억원 규모로 두배 가까이 확대됐다.   기능성
감미료는 자일리톨의 원료로 활용하던 자일
로스를 설탕과 유사한 형태로 만든 자일로스
설탕 등을 중심으로 매출이 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설탕에 대한 우려
가 커지면서 최근 기능성감미료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일반설탕에 비하면 시장 규모가 
미미하다"고 전했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인 CJ제일제당의 B2C 설탕 매출도 2년 만
에 30% 가까이 줄었다.  소매시장에서 CJ
제일제당의 설탕 판매액은 2013년 1천608
억원, 2014년 1천360억원, 지난해 1천137
억원으로 하향세를 그렸다.  반면에 기능성
감미료는 2013년 56억원에서 작년 102억
원으로 늘었다. 
    당류 과다섭취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식
품업계는 당을 줄이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발효유
와 음료업계다.  한국야쿠르트는 2014년 8
월 '당 줄이기 캠페인'을 시작해 자사 발효
유 제품의 당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
췄다.  한국야쿠르트의 당 저감 제품인 야
쿠르트 라이트는 기존 야쿠르트보다 3배
가량 많은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
월 기준 야쿠르트라이트의 판매량은 1년 전
보다 336% 증가했다.  매일유업은 작년 3
월 자사 기존 떠먹는 발효유보다 당 함량을 
30% 이상 낮춘 '매일바이오 로어슈거'를 출
시했다.
    남양유업도 같은 해 4월 기존 자사 액상발
효유 제품보다 당을 30%가량 낮춘 저당 요
구르트 제품을 선보였다.   김동주 한국야쿠
르트 마케팅이사는 "식품의 당 줄이기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건강제품으로 통하는 발
효유는 시장은 더 민감하다"며 "미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저당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커피시장에서도 당을 
줄인 제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남양유업
은 작년 말 당 함량을 기존 대비 25% 정도 
낮춘 저당 커피믹스인 '프렌치카페 커피믹스'
를 출시했다.
    한국야쿠르트가 최근 선보인 커피 '콜드
브루 바이 바빈스키'도 첨가당이 들어 있지 
않은 제품이다.  탄산음료 업체들도 '제로칼
로리(0㎉)'와 '저칼로리'를 내세우고 있다.   
'녹색 콜라'로 알려진 '코카콜라 라이프'의 
국내 도입 여부도 주목된다.
    '코카콜라 라이프'는 스테비아에서 추출
한 천연감미료로 단맛을 내 설탕함량과 칼
로리를 30% 낮춘 제품으로, 코카콜라를 
상징하는 빨간색 대신 녹색 캔을 사용해 화

제가 됐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당 줄이기
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설탕 함유량을 낮
춘 신제품을 개발해왔다"며 "설탕에 대한 
우려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코카콜라 라이
프'의 국내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double@yna.co.kr

Food companies cutting 
back on sugar as gov't 
plans to step in

   SEOUL, March 23 (Yonhap) -- Food 
companies have started to cut down 
the sugar levels in their products to 
match consumer awareness of the 
substance blamed for rising obesity, 
industry officials said Wednesday, 
in step with government moves to 
reduce its intake through state-level 
measures.  According to LinkAztec, 
a market research company, the 
business-to-consumer (B2C) sugar 
market shrank nearly 30 percent over 
the past two years, tallied at 143.9 
billion won (US$124.3 million) last 
year compared to 204.4 billion won in 
2013. Demand for more natural sugar 
substitutes, mostly based on xylose, 
has increased, its market expanding 
to 10.5 billion won from 5.9 billion in 
the same period.'
   Beverage companies have acted 
by lowering the sugar levels in their 
products. Korea Yakult Co., synon-
ymous with its sweet dairy drink, 
launched an independent campaign 
in August 2014 to halve the sugar 
content in its fermented milk prod-
ucts and marketed Yakult Light. The 
new product is selling three times 
more than the original drink, accord-
ing to the company.

  [ ]Kim Dong-joo, head of marketing 
at Korea Yakult, said, "Fermented 
milk products are regarded as health 
foods, so the market for them is more 
sensitive. Low-sugar products are 
earning popularity not just in the U.S. 
but in Europe and Asia as well."
   Dairy food companies like Maeil 
Dairies Industry Co. and Namyang 
Dairy Product Co. have cut back 
on the sugar level in their products 
by about 30 percent from spring 
last year. Officials at Coca Cola said 
they are considering bringing in 
Coca-Cola Lite, the lower calorie 
"green" version of the soft drink, into 
South Korea.  While the B2C market 
and corporate efforts are in lockstep 
to bring down sugar consumption, 
separate figures measuring the busi-
ness-to-business (B2B) market indi-
cate that they aren't making enough 
impact. Industry statistics put local 
sugar production at approximately 
900,000 tons, which hasn't fluctuat-
ed much, suggesting that household 
consumption may have dropped but 
overall use of sugar hasn't actually 
decreased. The B2C portion of the 
sugar market stops at about 7 per-
cent of the total, according to indus-
try estimates.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said over the weekend that it will 
draw up a comprehensive plan within 
this month that sets goals for sugar 
intake reduction. The plan includes 
naming foods that need to lower the 
sugar level and a public awareness 
campaign to educate how to lessen 
sugar in people's daily diet, the min-
istry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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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MERICAN HEALTH ISSUES
What are important health 
issues facing our community?  
Knowing our health challeng-
es may help us to be proactive 
about prevention of health risks 
and to participate in health-pro-
moting activitie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facing our community is health 
information literacy and un-
derstanding.  First of all, many 
Asian Americans are unable to 
communicate effectively with 
healthcare providers.  Limited 
proficiency in English may cause 
the understanding of health in-
formation to be lacking, incom-
plete, or inaccurate.  In addition, 
many people within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do not 
have health insurance - Kore-
an Americans being our most 
uninsured (25.5%).  For many 
immigrants, factors like fear of 
deportation, language issues, 
and cultural barriers prevent 
people from seeking medical 
attention.  Asian Americans 
(including Native Hawaiian and 
Pacific Islanders) have the worst 
rate among all racial groups for 
infrequent healthcare visits.  
Within the past year, 24.7-37.4% 
of the community did not visit 
a doctor.   Women in our com-
munity are not participating in 
routine preventive screenings 
such as pap smears (32.0%) 
and mammograms (37.6%).  
Asian Americans are deficient 
in health information literacy 
and thus do not perform basic 
health promotion activities.   As 
a community, we need to bet-
ter understand the healthcare 
information, options, and pro-
cesses.
  Our community faces many 
other health challenges.  Com-
pared to other groups in the 
U.S., Asian/Pacific Islanders 
have a high prevalence of 
conditions and risk factors like 
smoking,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hepatitis B, 
HIV/AIDS, tuberculosis, and liver 
disease.  In fact, we account for 
more than half of chronic hep-
atitis B cases and deaths in the 
U.S., and tuberculosis is 24 times 
more common in our communi-
ty.  Overall, Asian Americans are 
less likely than our white coun-
terparts to have heart disease or 
die from heart disease or stroke, 
although the top three causes 
of death for Asian Americans 
are cancer, heart disease and 
stroke.  We generally have lower 
rates of risk factors such as obe-
sity, hypertension (high blood 
pressure), high cholesterol, and 
smoking and have lower cancer 

rates as well.  It is important, 
however, to recognize important 
disparities that exist regarding 
certain types of cancer which 
occur more often within our 
community.
   On one hand, we experience 
lower mortality rates for cancers 
more commonly found in the 
U.S. such as lung, breast, and 
prostate cancers.  On the oth-
er hand, we experience higher 
mortality rates for those less 
common and often associated 
with infectious agents such as 
cervical, nasopharynx, liver, and 
stomach cancers.  While Asian 
Americans have the lowest 
overall cancer mortality rate 
among racial groups, the popu-
lation is the first racial group to 
attribute cancer as our leading 
cause of death.  Our community 
statistically die 5 years earlier 
than our counterparts when 
death is attributed to cancer.
Notably, Korean Americans have 
the highest incidence and mor-
tality rates of stomach cancer. 
We are 5-7 times more likely 
than our white counterparts 
to develop stomach cancer 
and twice as likely to die from 
it.  Contributing risk factors are 
chronic infection by the helico-
bacter pylori bacteria and reg-
ular diet of preserved (smoked, 
salted, and pickled) foods rich 
in nitrites/nitrates--kimchi is 
an example.  Korean Americans 
have the second highest lung 
cancer mortality rate--smoking 
is the strongest contributing 
factor.  Our women have the 
highest liver cancer mortali-
ty rate, and our men have the 
highest liver and colon cancer 
rates of incidence compared 
to other Asian/Pacific Islander 
subgroups.  With strongly con-
tributing factors like hepatitis 
B and binge drinking, the inci-
dence rate of liver cancer is 1.7-
11.3 times higher in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It is also 
important to recognize West-
ernization has been contributing 
to an increase in cancers more 
commonly found in the U.S. 
and decrease in cancers more 
specific to Korean American and 
Asian American subgroups.
I hope you have learned a lot 
from this snapshot of health 
challenges facing our com-
munity.  My strongest desire is 
for you to take the next step in 
addressing these issues.  Seek 
education on health topics and 
healthcare processes.  Get 
health insurance.  Get medical 
attention when needed.  Visit 
a healthcare provider for pre-

ventive care (recommended 
cancer screenings and vacci-
nations).  Find/use/volunteer as 
a Korean language interpreter.  
Quit smoking.  Limit alcohol 
consumption.  Be more phys-
ically active.  Monitor/adjust 
your diet.  Test for relevant high 
risk conditions like hepatitis B 
and stomach (gastric) cancer.  
Lobby for healthcare provid-
ers, government agencies, and 
health insurance companies 
for awareness to include more 
culturally sensitive preventative 
care.  Support and speak up for 
our community.  Let’s be healthy 
together!

Your neighborhood nurse,
~Jenny Lee, RN, BSN

현재 우리 공동체가 대면하고 있는 가
장 중요한 의료 문제는 무엇인가? 우
리에게 닥친 의료상의 어려움을 파악
하는 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의료 예
방책을 강구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에 참여하게 한다. 우리 한
인 공동체가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
움 중 하나는 정보를 바로 읽고 사용
할 수 있는 
  능력과 이해력이다. 첫 번째로, 많은 
재미 교포들은 의료 기술 전달자 (의
사, 간호사 혹은 다른 기술자 등)와 효
율적인 의사 소통이 어려운 실정이다. 
유창한 영어 구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서 완벽하게 의료 정보를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보가 
종종 불충분하게 혹은  정확하지 않게 
전달된다. 게다가 한인 공동체의 구성
원들은 총 25.5%의 비율로 다른 인종
들에 비해 의료 보험의 가입 율이 낮
다. 많은 이민자에게는 강제 추방, 언
어의 장벽, 혹은 문화적 차이 등 여러 
요소가 섞여 치료를 받기가 어렵다. 하
와이 원주민들과 태평양 섬의 거주자
들을 포함한 동양계 미국인들은 모든 
인종 그룹 중 가장 최저의 빈도로 병
원을 찾는다.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공
동체의 
  24.7% - 37.4%가 의사 진료를 받
은 적이 없다. 한인 공동체의 여성들
은 자궁 경부암 (32.0%)이나 유방암
(37.6%)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 검
진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 동양계 미국
인들은 의료 정보를 이해하는 데의 어
려움 때문에 기본적인 진료 혹은 검진 
조차도 받지 않는다. 하나의 공동체로
써, 우리는 의료 정보, 옵션, 과정들에 
대해 나은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 공동
체는 어려 다른 의료상의 문제들도 접
하고 있다. 미국 내 다른 그룹들에 비
교했을 때, 아시안/태평양 섬 거주자
들이 흡연, 만성 폐쇄성 폐질환, B형 
간염, 에이즈, 폐결핵, 그리고 간질병 
같은 높은 위험인자 수치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전체 만
성 B형 간염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폐
결핵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다. 동양계 미국인들이 백
인들에 비해 심장 질환이나 심장 마비 
혹은 뇌졸중으로 사망할 확률이 적다

고는 하나, 실제로 동양계 미국인들이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 세 가지가 암, 
심장 질환, 그리고 뇌졸중이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비만, 고혈압, 고 콜레스테
롤, 흡연, 그리고 암에 걸릴 확률이 적
다. 그러나, 일부 암 종류는 우리 공동
체 내에서 발병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인
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미
국 내에서 흔한 암 종류인 폐암, 유방
암, 전립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은 
한 편, 흔하지 않고 주로 전염이 되는 
종류의 자궁암, 후두암, 간암, 그리고 
위암 등으로부터 사망률은 높다. 동
양계 미국인들이 다른 인종 그룹 중에 
가장 낮은 암 사망률을 보이지만, 사망 
원인 중 암이 가장 크다. 암으로 인해 
우리 동양계 미국인들은 백인들에 비
해 약 5년의 수명이 짧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한국계 미국인들이 가
장 높은 위암 발병률과 사망률을 보인
다. 한국인들은 백인에 비해 5-7배나 
높은 위암 발병률을 보이며 대략 두 배 
이상의 사망률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
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들은 헬리
코박터 균과 김치와 같이 아질산염이 
풍부한 절임 음식을  먹는 식습관으로
부터 감염된다. 한국계 미국인들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의 폐암 사망률을 보
이는데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한 
아시안/ 태평양 섬 거주자들 중 한국
계 여성들은 가장  높은 간암 사망률
을, 남성들은 간암과 결장암 사망률을 
보였다. 또한, B형 간염이나 폭음 등의 
위험인자 때문에, 간암 수치는 같은 동
양계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약 1.7 – 
11.3배나 높다고 조사 됐다. 서양화가 
미국 내 암 발병률을 높이고 한국계 미
국인들과 동양계 미국인 소 그룹에서 
암 발병률을 감소시켰다는 사실도 주
목할 만 한다. 우리 사회 공동체가 직
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단편을 통해 
많은 독자들이 도움을 얻었기를 바라
며, 나의 가장 큰 소망은 모든 독자들
이 이 문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다
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의료 주
제와 과정에 대한 정보를 배우기를 바
라며 의료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길 바
란다. 필요한 상황이라면 진료와 적절
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질병 예
방을 위해 정기 검진을 받고 암 진단
과 예방 접종을 받는 것도 좋은 생각
이다. 한국어 통역사를 찾고 사용하길 
바라며, 가능하다면 자원 통역 봉사자
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좋겠다. 금연
과 금주를 강력히 권하며 육체적으로 
활발해 지기를 소망한다. 식단을 신경 
쓰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발병 가능성이 높은 B형 간염이나 위
암에 대해 정밀 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의료 제공자들, 정부 기업들, 의
료 보험 회사들이 다양한 문화와 인종
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끊
임없이 돕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서로 지원하고 나
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겠다. 

~당신의 이웃 간호사
Jenny Lee, RN, B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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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귀 
기억을 더듬어 갈 수 있는 곳에 갈 일
이 있었다. 시간 약속이 되었던차라 길
을 잃지 않으려고 네비게이션을켜고 
안내를 따라 고속도로를 탔다. 기억대
로라면 바로 앞 출구에서 빠져나가 좌
회전하고 우회전하면 목적지에 도착
하는데, 네비게이션은 2마일이나 더 
고속도로를 달려 로컬 길로 나가라고 
안내하는 것이었다. 네비게이션에 분
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기억대
로 앞 출구에서 빠져나가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려고 하니, 공사로 길을 막아
놓은게아닌가?  네비게이션이 이미 공
사 사실을  알고 가장 빠른 길로 안내
했던 것이다. 네비게이션을 따라 갈 걸 
후회하며약속 시간보다 20분 이상 늦
게 목적지에 도착했다. 네비게이션을 
잠잠히 따라가지 않은 자신이 한심했
다. 남의 말듣는 것이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못 났다는 것을 인정
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 투성이이고 고
집으로 담을 싼내 경험, 내 이성, 내 판
단, 내 세계 안에 빠져 살기 때문에, 첨
단 기술의 안내조차 무시하는 나를 보
았다. 내 안에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어리섞은 왕이 있는 것
이다(전 4:13).
               
엘리 제사장이 나와 같은 사람이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금
수저를 물고 태어나 아버지의 권세를 
이용하여 못된 짓을 일삼았다. 예배 
드리는 일을 섬겨야할 이들이 하나님
께 드릴 예물을 빼돌리거나 교회를 섬
기는 여성들을 겁탈하는 일까지 일삼
는 무법자였다. 사람들이 참다 못해 
아버지 엘리에게 고발했다. 하나님께
서 그에게 두 아들이 같은 날에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삼상 2:34). 엘리
는 아들들이 저지른 끔찍한 짓을 고발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했고 하
나님의 엄중한 경고조차 듣지 않았다. 
이런 엘리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 말씀
하셨는가?“내가 엘리의 집안을 영원
히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은 엘리가 자
기 아들들이 스스로 벌을 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
다” (삼상 3:13)  엘리가 자기 세계에
만 빠져 남의 말도 하나님의 경고조차 
듣지 않은 결과,이스라엘의 예배가 망

가졌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두 아들이 죽고, 이 소식을 듣고 엘리
도 죽었다. 영광스런 제사장 가문이 한 
순간에 몰락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소리가 있
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씨뿌리는 자
의 비유를 들어 들을 귀 있는사람이 
되라고 하셨다. ‘들을 귀’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하는 마음이며,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며, 믿고 따르는 의지
까지 포함한다. 귀가 정상이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들을 귀가 되는 것이 아니
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염려 때문
에듣지 못하는 사람은 가시떨기에 뿌
려진 씨와 같고, 자기 욕심 때문에 듣
지 못하는 사람은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고,이런 자기 세계로 똘똘 뭉쳐 절대 
듣지 않는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 남의 말이라고 하면 듣기 싫어하
는 고집이 내 속에 진을 치고 있기 때
문에, 들으려해야하고 또 들으려 해야
한다. 듣는 훈련이 듣는 태도가 되고 
점점 들을귀 있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
다. 들을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오고 깨달아진다. 그 말씀이 달고 오모
한 말씀이 되어 내 마음부터 변화시키
고, 생각하는 능력을 변화시키고, 자
식과 남편을 바라보는 눈을 변화시키
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인식의 페
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이런 변화가 삶
을 비옥하게 하고 풍성케 한다. 예수님
은 이를 30배 60배100배 맺는 열매
라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외치셨다. “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눅 8:8)

EARS TO HEAR
There was a time when I got lost 
in the middle of driving. I turned 
on the navigation right away 
to figure out the route. I really 
didn’t want to behind schedule. 
I got on the highway as 
the navigation directed. 
As I was driving, I knew I 
should be taking the next 
exit, but the navigation 
was telling me to take the 
exit two miles ahead. I 
ignored the navigation, 
thinking it had some 
issues and went with my 
guts. Then I ran into a 
construction zone. The 
navigation didn’t have any 
issues, it just had been 
updated with the new 
construction zone that 
I wasn’t aware of. I was 
twenty minutes late to my 
appointment. I felt fool-
ish for not listening to the 
navigation. Listening to 
others doesn’t cost any-
thing, or it doesn’t mean 
that they are better than 

you. Because I was living in my 
own world built from the igno-
rance and stubbornness based 
on my experience, I ignored 
the navigation built from higher 
technology. There is an old fool-
ish king inside of me who is very 
dull to the warnings.  (Ecc 4:13) 
Better is a poor and a wise child 
than an old and foolish king, 
who will no more be admon-
ished. 
 
Priest Eli was somewhat like me. 
The two sons of Eli were born 
rich, and used their dad’s power 
and authority to do awful things. 
The two sons were the outlaws 
who stole from the people at 
church and raped women. Peo-
ple told Eli about his two sons’ 
miserable actions, but he ig-
nored them. God warned Eli that 
his two sons will die on the same 
day. (1sa 2:34) Eli ignored the 
poor people’s voice and God’s 
warning. God had told Eli “for I 
have told him that I will judge his 
house for ever for the iniquity 
which he knoweth; because his 
sons made themselves vile, and 
he restrained them not.” (1sa 
3:13) Eli was in his own world, 
ignoring all the people and God. 
As consequence, the worship in 
Israel had been destroyed, ark 
of God had been taken away, he 
lost two sons, and Eli died from 
the news that his sons died. The 
glorious priest family had col-
lapsed just like that.
 
There are words that you don’t 
want to listen but you need to. 

Jesus told his disciples to be the 
one who has ears to hear as 
he was talking about the Par-
able of the Soils. ‘Ears to hear’ 
includes listening, understand, 
and following God’s words. 
Just because the ear functions 
normally, it doesn’t mean you 
have the ‘ears to hear’.  Jesus 
says a person, who doesn’t have 
ears to hear due to worries, is 
like the seed on the thorns. A 
person, who doesn’t have the 
ears to hear due to greed, is like 
the seed on rocks. And lastly the 
self-centered person is like the 
seed on the path.
Because stubbornness had built 
the fences around my heart, I 
always need to try and try more 
to listen to the others. When you 
train to listen, it affects the atti-
tude which leads to the ‘ears to 
hear’. The ‘ears to hear’ allows 
you to understand God. The 
words of God will change your 
heart and your attitude. It will 
change your attitude towards 
your children and husband/
wife, view of the world, and the 
paradigm of realization. These 
changes will make your life rich-
er and plentiful. Jesus called this 
the 30, 60, 100 fold and told his 
disciples, “He that hath ears to 
hear, let him hear.” (Luke 8:8)

캔사스우리교회 

장현희 목사

913.299.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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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사스 한인천주교회담임신부: 주영길 
(Thomas주임 신부님)9138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KCCNewMember@gmail.com

 
레반월스감리교회
담임목사: 최진호(Jin Ho Choi)
1526 10th Ave., Leavenworth 66048
913-682-7007 / 913-705-0604 (c)
vic223@naver.com

레반월스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김한규(Hankyu Kim) 
1000 N 10th St., Leavenworth 66048
913-682-3766 
mauifullgospel@yahoo.com

로랜스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성환 
445 Lyon St., Lawrence 66044
 443-910-2732(c)
 www.lawrencechurch.org

미주리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김래원(Raymond Raewon Kim)
Central Missouri Baptist Church
105 SE 421st Rd., Warrensburg 64093. 
660-429-6511 / 636-236-6771 (c)
krwpreach@hanmail.net
www.cmkbc.org

베델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아브라함(Abraham Kim)
9595 W 95th St., Overland Park 66212
913-617-3987 / 913-940-9188(c)
Shalom4abraham@yahoo.com

캔사스뉴비젼교회
담임목사: 김영태(Young Tae Kim)
Kansas New Vision Church of the Naz-
arene
8200 W. 96th Street, Overland Park 
66212
913-957-5005 
ksnewvisionchurch@gmail.com
www.ksnvc.com
facebook.com/KansasNewVisionChur-
choftheNazarene

캔사스 뉴헤이븐 SDA 한인교회
Kansas New Haven Church
담임목사: 정한철 (Harold Kim)
8714 Antioch Rd, Overland Park 66212
전화: 913-730-0190
www.facebook.com/kcsdanewhaven

캔사스선교교회
담임목사: 이영기(Youngki P. Lee, 한국어부),
                에반 김(Evan Kim, 영어부)
8841 Glenwood St., Overland Park 66212
913-648-9191/ 339-440-2696(c) 
lee.youngki@gmail.com
www.kansasmission.org
facebook.com/KMCCHURCH

캔사스성결교회
담임목사: 최성균(Sung Kyun Choi)
4745 Goodman St., Overland Park 66203
913-671-8184 / 913-787-1616 (c) 
sungkyunchoi@hotmail.com
http://www.kshoch.org/

캔사스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1424 S. 55th St., Kansas City, KS  66106
714-313-6259 
kansasfgc@gmail.com
www.kcmusa.org/

캔사스안디옥나사렛교회
담임목사: 이은철(Eun C. Lee)
2737 S. 42nd St., Kansas City, KS 66106
913-831-6779 / 913-206-6631(c)
Tim0921@gmail.com
http://kansasantioch.org/

캔사스시티임마누엘감리교회
담임목사: 허장(Jang Hur)
4900 Antioch Rd., Merriam 66203
913-631-1004 / 913-206-6880(c)
hjang212hanmail.net

캔사스시티한인침례교회 
담임목사: 김지성(Ji Sung Kim)
3817 N. Wayne Ave 
Kansas City, MO  64116
816-452-1906/ 816-500-1407(c) 
Kjs72a@gmail.com
http://kckbc.onmam.com/

캔사스 시티 종교단체 주소록

                                                 캔사스 시티 지역  기독교 교회 주소록

(가나다 순, 2015년 8월 기준)

캔사스연합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인규
4849 England, Merriam 66203
913-262-7535/ 913-307-6428(c)

캔사스영락교회
담임목사 :이춘석(Chun Suk Lee)
3000 S 55th St, Kansas City. KS 
66106
913-265-9030 
myloveisrael@gmail.com

캔사스우리교회
담임목사: 장현희(Hyunhee Chang)
10100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66212
913-299-7246
kwoorich@gmail.com
kwoori.org

캔사스 한인 중앙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김다위 ( Dawe Kim)
9400 Nall Ave, Overland Park 
66207
913-649-2488 / 816-304-
2113(cell)
centralkoreanchurch@gmail.com
facebook.com/ckumc

캔사스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수철(Soo C. Shin)
4505 Gibbs Rd.
Kansas City, KS 66106
913-369-5959 / 816-560-8619
sooshin@msn.com   

캔사스제일침례교회
담임목사: 하병진(Byung J, Ha)
15902 Midland Dr., Shawnee  
66203
913-962-9125 / 913-406-0586(c)
habyongjin@yahoo.com

캔사스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강일경(Kyle Y. Kang)
2002 51st St. 
Kansas City, KS  66106
913-236-7636/ 913-653-7077(c) 
kpckan@gmail.com
http://www.kpck.org/

토피카 한인침례교회
담임목사: 임성택(Seoung T. Lim)
735 SW Oakley Ave., Topeka  
66606 
785-235-8738 / 859-556-3555(c)
samuel3280@gmail.com



무료 광고 / CLASSIFIEDS
TO POST SEND DETAILS TO:
게시물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내주세요:

ADS@KCKOREANJOURNAL.COM

30 KC KOREAN JOURNAL / 캔사스 코리언 저널

무료 광고란은  모든 독자들께서 편하게 이
용하실수 있는 장터입니다. 생일, 돌잔치, 
부고, 중고 물건 매매등 모든 알림을 편하게 
알려주시면 무료 한줄광고로 귀하게 실어드
립니다. 편하게 애용해주시고 보내실 곳은  
 kim@kckoreanjournal.com 입니다.

FREE classified is a FREE marketplace 
for all KCKJ readers. Please send your 
notices for birthdays, anniversaries, obit-
uaries, used items for sale, etc. Submit 
your announcements via email to kim@
kckoreanjournal.com

구인,구직 / JOBS

한식당 주방에서 일하실 분을구합니다 

Lawrence (로렌스) KS (연락처:식당:785 

-312-9211, Cell 913-710-0707)

레반월스에 위치한 SUSHI GARDEN 

RESTAURANT 에서 스시쉐프를 모집합니다. 

숙식제공 가능, 5년이상 경력, 주방 쿡하실분도 

함께 거합니다. 캔사스에서 35분거리.     연락처: 

913-250-5038 

구인: 안전하고 교통이 편한 Olathe Beauty에서 

가족적인 분위기속에 오랜동안함께일할분을 

찾습니다.(영어 가능자, 25Lbs 들수 있는분.) 

2006-A E. Santa Fe St. Olathe, KS 66062/ 

연락처: 913-397-8855

청소하실분 전화주세요 913-424-0756

Hiring (Part TIME/FULL TIME): Sushi 

Restaurant in Lees Summit, Now hiring 

Busser, We can teach you if you do not have 

experience. Please call: 816-772-3370

Now Hiring: 파트타임으로 일하실 의류수선 

경험자를 구합니다.(연락처 816-682-1585) Part 

time position at alterations shop.Experienced 

tailor/seamstress needed, contact: 816-682-

1585 for more info.

HELP  WANTED: VIVA FASHION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성실하게 오랫동안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KANSAS CITY / OLATHE / 

INDEPENDENCE,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ALEX OR JINNY 913-287-8008)

 

Dollar Mart: 달러 마트에서 일할분 구합니다. 

연락주세요. Now Hiring (contact: 816-861-

2223)

Help Wanted: 의류수선하실분을 구합니다. Erik

에게 연락주세요. Tailoring/ Alterations. For 

more info call Erik (816-333-9669)

Sushi Bar  Help Wanted: 리우드 에서 스시 

만드실분 구합니다.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전화주세요. Making sushi in Leawood/  

Training provided/ Call  913-548-5082

세탁소 (Laundry pick-up store) 에서 일하실 분 

찾습니다.  Mon~ Fri: 9am~ 6pm. (문의 913-

284-8912, 816-808-1293)

미술 파트타임 선생님(주1~2회) 구합니다.

미술관련 or 교육 전공자/ 영어수업/ 운전가능하신분 

이메일 artstudioianusa@gmail.com

 

학원 / INSTRUCTORS 

초중고(수학/과학)개인지도 수강학생 모집합니다: 

학교공부 뒤쳐지는 학생, 이공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 이공계 석사 (Olathe 거주) 문의: 816-726-

5528  Willing to tutor students

Golf 개인교습 : 김준배 PGA 전문 골프 코치(PGA 

certified instructor)-오버랜드 파크와 샌앤드

류 골프장의 수석 코치, 캔사스(Midwest PGA 

Section)의 유일한 PGA  인증 전문 골프코치.(

개인교습문의 913-558-7997) Golf Private 

Lesson: Mr.JB KIM. *US KID TOP 50 Teacher 

Award/ TPI Golf Mechanic LEVEL 2 Certified 

Teacher www.golfop.com, jbkgolf@gmail.

com, 913-897-3809, 913-558-7997

Piano & Violin Lessons – 캔사스 음악 학원 KC 

Music Academy  913-272-1177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8841 Glenwood St. 

Overland Park, KS 66212 캔사스 선교교회 선교

관내  문의: 이 경재 교장 317-437-3510, klee@

kckoreanschool.org

사회 / COMMUNITY

한인단체장 목록

캔사스 시티 한인회 (회장 문현자) 816.214-7814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G.K.C. 7800 

Shawnee Mission Pkwy Mission, KS 66202

캔사스 상록회 (회장 정공수) 913-488-

5455 The Korean Senior Citizen Society  

6800 Alden St, Shawnee KS 66216 

캔사스 한인 상공 회의소 (회장 공석) 916 Min-

nesota Ave. Kansas City, KS 66101

캔사스시티 한국 학교 (교장 이경재)  

8841 Glenwood St. Overland Park, KS 66212 

317-437-3510, klee@kckoreanschool.org

캔사스 시티 목회자 협의회 (회장 이은철, 안디옥 

나사렛 교회 담임목사 ) 2737 S. 42nd St. KCK 

66106, 913-831-6779 / 913-206-6631(c) 

Tim0921@gmail.com

캔사스 한인 체육회 (회장 왕 희철) 913-205-

5922 Korean American Sports Council of 

Kansas

캔사스시티연합성가단 (단장 안성호) 

913.481.4998 Korean Choir of the Greater 

Kansas City

캔사스 한국 문화회관 건립 협회 (회장: 민상기) 

913-710-9688 8409 W. 129th Ter, Overland 

Park, KS 66213

캔사스 장로 성가단 (단장: 김영렬 장로) 913-593-

7776 (총무: 배규태 장로) 816-333-128

KCKJ 알림

캔사스 경로대학에서 댄스, 체조, 취미활동, 건강 

강의 등으로 재능을 기부해주실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913-236-763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elp Wanted: Janitorial Services Company. 

사무직0명, 매니저0명. 영어 가능자.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일단 전화로 상담해 보세요. 

Call (913)980-3043

학원같이 운영하실분 구합니다. After School 

(영어, 수학,과학등 개인레슨 혹은음악, 문화, 

예체능 수업관련)

벼룩시장/FLEAMARKET

서비스 / SERVICES

캔사스시티 카운셀링센타 (Kansas City Coun-

seling Center): 상담분야- 개인, 가족, 부부, 어

린이, 청소년 상담/ 교육프로그램 - 가족, 청소년, 

어린이 프로그램/ 많은 한인여러분의 이용을 바

랍니다.  10100 Metcalf Ave. OP. KS 66212  

913-929-5557  상담원 - 정우현 교수(리버티 상

담 대학원 철학박사, 미드웨스턴 신학교 교수), 

이선영(미드웨스턴 상담석사), 전미순(미드웨스

턴 상담 석사, City Union Mission 중독전문 상

담가),  이희승 (미드웨스턴 기독교 교육석사 & 상

담석사, AMI몬테소리 국제 자격증, 캔사스주 전

문 카운셀링 자격증 소지) 

New Art Class 미술 수업안내

pre-k~ 12th, 성인반 모집

 다년간 입시지도 및 대학강의 경력의 박

사출신 선생님과  전문 일러스트레이터 작

가 선생님의 체계적인 미술수업  상담문의  

816-646-1376/ 816-294-4283

 artstudioianusa@gmail.com

업소 매매 / BUSINESS FOR SALE

Japanese restaurant in Olathe- Kansas, family 

restaurant, very good location. (contact: 

865-898-8921) 올레이타 자리한 위치 좋은  일

식당 매매.

Dry Cleaning Plant (올레이타 위치한 세탁소 매

매) -Olathe, KS, contact : Richard 913-549-

0036. 연락주십시요. 

 

로렌스에 있는 일식당 매매합니다      

문의 전화번호: 785 764 2096.

 

오피스 쉐어합니다. 가격조정가능 -위

치: 동양마트, 초가 레스토랑 근처 (103가) 

816-646-1376/ 816-294-4283

하숙 / BOARDING 

캔사스 민박 및 하숙–방5 개,화장실 3개, 거실, 

페미리룸, 다이닝룸이 있으며 넓은 뒷마당이 있

습니다. 연락처: 이메일 10sweetpotato24@

gmail.com

 
하숙합니다
방 3개, 화장실 3개, 라이드 가능합니다
편의 시설: 라운드리, 인터넷, 파킹랏
I-35, 210 HWY, I-29, I-635
하이웨이가 가까운거리에위치한
전화번호 913-244-8362

원고 모집
원고를 모집합니다. 새롭게 태
어난 kckj는 한인 여러분의 소리
를 적극적으로 담고자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여러분의 
글들을 500단어 내외로 자유롭
게 보내주십시요.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면상 내용과 길이는 편집될
수 있습니다.)  
kim@kckoreanjournal.com 로 
제출해주세요

Essay Submission
Do you have a talent for 
writing? KCKJ is accepting 
essays (about 500 words) from 
our readers. (We reserve right 
to edit) Please submit to kim@
kckoreanjournal.com

* KCKJ와 함께 광고해 주세요.

- 귀한 캔사스 한인 들의 업소를 특별가로 

    광고해 드립니다.  

-  문의 913-802-2005 , 

     kim@kckoreanjounal.com 

NLI에서 “Study Help” 프로그램은 운영합니다. 

초등/중등/고등학생들의 학교숙제를 돕고, 

영어학습(Reading, Speaking, Listening, 

Writing)을 도와드립니다. (문의: 913-449-

2233)

NLI에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중국어, 

인도어, 스페인어, 독일어, 포르투갈어(Chinese, 

Hindi, Spanish, German, Portuguese)를 

가르칩니다. (문의: 913-449-2233)

 NLI에서 교과목 과외합니다. Math, Geometry, 

Algebra, Calculus, Science, Chemistry, 

Physics, Biology (문의: 913-449-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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