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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셨습니까?
교 통 사 고

예약전화: 913-649-2044

교통사고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으세요 
사고의 불편과 고통을 최소화시켜 드리겠습니다 .  

척추신경 통증 
한방재활병원신태전

“보험을 쉽고 간단하게“

생명보험
Life

자동차보험
Auto

주택보험
Home/Rent

건강보험
Health

투자보험
Investment

I make insurance simple

사업체보험
Business

Email : jack.hur@fbfs.com

허훈 (Jack Hur) FBFS Agent

6860 W 121st Court Overland Park, KS 66209

Cell 913.963.6522  Fax 913.268.9531 친절한 서비스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Jo’s Auto and Body Center
“We Buy Junk Cars and Trucks!”

MON-SAT 9am-7pm

3333 Stadium Dr., Kansas City, MO 64128
Shop & Fax: 816-923-0330  
Cell: 816-686-4046  
jeongpanjo@gmail.com

Pan Joe Jeong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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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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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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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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kim@kckoreanjournal.com     Phone:  913-80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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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광고를 소중히 여깁니다. 캔사스의 유일한 한인신문 KCKJ로 연락주세요. 한
인특별가로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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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FROM THE EDITORS

NOVEMBER 2016 CALENDAR OF EVENTS
November 1: SAVING PLANTS, SAV-
ING OURSELVES - PETER H. RAVEN: 
06:30 PM to 08:00 PM, Kansas City 
Public Library, Plaza Branch

November 3: MEN ARE FROM MARS, 
WOMEN ARE FROM VENUS, LIVE!: 
November 3-November 5, Starlight 
Theatre, 4600 Starlight Rd., Kansas 
City, MO 64132

November 3: THE PRICE IS RIGHT 
LIVE: 7:30pm, Arvest Bank Theatre 
at the Midland, 1228 Main St., Kan-
sas City, MO 64105

November 4: CROWN CENTER ICE 
TERRACE OPENING DAY: 06:00 AM 
to 09:00 AM, Crown Center Ice Ter-
race, 2450 Grand Blvd., Kansas City, 
MO 64108

November 4: GATSBY SWING AT 
THE STATION: November 4-Novem-
ber 5, 8pm, Union Station Kansas 
City, 30 W Pershing Rd., Kansas City, 
MO 64108

November 4: THE 17TH ANNUAL 
STORYTELLING CELEBRATION: 
06:30 PM to 08:00 PM, Kansas City 
Public Library, Plaza Branch

November 4: CRESCENDO 2016: 
DREAM WITHIN REACH: 07:00 PM
Kauffma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1601 Broadway, Kansas City, 
Mo 64108

November 5: LYRIC OPERA OF KAN-
SAS CITY PRESENTS “THE MAR-
RIAGE OF FIGARO”: NOVEMBER 5, 
9, 11 (7:30 P.M.) AND 13 (2:00 P.M.) 
Kauffma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1601 Broadway Blvd., Kansas 
City, MO 64108

November 6: Daylight Savings Time 
Ends

November 8: Election Day

November 8: RUDOLPH THE RED-
NOSED REINDEER: THE MUSICAL: 
weekly on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Novem-
ber 8-December 31, The Coterie 
Theatre, 2450 Grand Blvd., Kansas 
City, MO 64108

November 10: SCREENLAND AT 
THE SYMPHONY: RAIDERS OF THE 
LOST ARK: November 10-November 
12, Starting: 07:00 PM, Kauffma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1601 
Broadway, Kansas City, Mo 64108

November 11: VETERAN’S DAY: 
09:00 AM to 05:00 PM,
~Harry S. Truman Library and 
Museum, 500 West US Highway 24, 
Independence, MO 64050
~ National World War I Museum and 
Memorial, 100 W 26th St., Kansas 
City, MO 64108

November 11: LEAVENWORTH 
COUNTY VETERANS DAY PARADE: 
10:30:00 to 12:30:59, Downtown 
Historic Leavenworth, 4th & Chero-
kee St., Leavenworth, KS 66048

November 11: THE WIZARD OF OZ 
BY HEART OF AMERICA YOUTH 
BALLET: November 11-November 
12, 7:30pm, Folly Theater, 300 W. 
12th St., Kansas City, MO 64106

November 13: FRESHMADE FAIR: A 
POP-UP SHOP AT POWELL GAR-
DENS: 10:00 AM to 04:00 PM
Powell Gardens, 1609 NW Hwy. 50, 
Kingsville, MO 64061

November 14: THE WILD KRATTS 
LIVE: November 14~15, 6:30pm, 
Kauffma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1601 Broadway, Kansas City, 
Mo 64108

November 18: FOREIGNER - THE 
HITS UNPLUGGED: 08:00 PM
Johnson County Community Col-
lege, 12345 College Blvd., Overland 
Park, KS 66210

November 18: KANSAS CITY SYM-
PHONY PRESENTS: A VIVID AU-
TUMN: BEETHOVEN AND BRAHMS: 
November 18-November 20, Start-
ing: 08:00 PM, Kauffma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1601 Broadway 
Blvd., Kansas City, MO 64108

November 19: NORTHERN LIGHTS 
HOLIDAY LIGHTING CEREMONY: 
4:00PM, Zona Rosa, 8640 N Dixson 
Ave., Kansas City, MO 64153

November 19: 12TH ANNUAL LEG-
ENDARY LIGHTING CEREMONY: 
6-8pm, Legends Outlets Kansas 
City, 1843 Village West Pkwy., Kan-
sas City, KS 66111

November 24: Thanksgiving Day

87TH ANNUAL KCP&L PLAZA 
LIGHTING CEREMONY: 5pm, Coun-
try Club Plaza, Main Stage at Nich-
ols Road & Pennsylvania, by Brio 
Tuscan Grille

November 25: SANTA DIVES: Sun-
day, Friday, November 25-Novem-
ber 27, 2 pm, Kansas City Zoo, 6800 
Zoo Dr., Kansas City, MO 64132

November 25: SANTA’S GINGER-
BREAD STATION AT CROWN CEN-
TER: November 25-December 31, 
During Holiday Shop Hours, Crown 
Center Ice Terrace, 2450 Grand 
Blvd., Kansas City, MO 64108

November 25: MAYOR’S CHRIST-
MAS TREE LIGHTING CEREMONY: 
5:30pm, Crown Center Ice Terrace, 
2450 Grand Blvd., Kansas City, MO 
64108

Greetings!

The holiday season is upon us and there is so much to do, see, buy and make.  
There are many things to be grateful for and hopeful towards.  This issue 
marks our one year anniversary.  Thank you to all our readers.  We hope to 
continue bringing you news and pictures around Kansas City.  We also look 
forward to seeing another year of amazing events.  Thank you to everyone who 
has contributed and written for us.  We look forward to another year for the 
Kansas City Korea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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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센트럴 신학대학원 (Cen-
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이
Faith and Service Center(신앙과 봉사
센터, 이하 FSC)에서 주관하는 “세상
을 변화시키는 신학교들”에 선정되었다 
(2016-17년도). FSC는 매년 학생들이 
사회정의와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과목들, 프로그램들, 그리고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는 신학교들을 선정하고 있
다. 이번 센트럴 신학대원이 “세상을 변
화시키는 신학교들”에 선정된 것은 하나
님을 구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섬기도록 사역자들을 준비시키려는 센
트럴의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센트럴 신학대학원의 몰리 마샬 총장은 
이번 선정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다: “
센트럴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학교들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은 센트럴의 글로벌 
미션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선명한 확
인입니다. 세상과 어떻게 적절한 관계를 
맺을 것인지의 문제로 많은 신학교들이 
씨름하고 있는 이 때에 센트럴의 창조와 

혁신, 그리고 실천적 사역들에 대한 강
조는 센트럴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
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FSC는 신학교들, 봉사 프로그램들, 교
단들과 지역 교회들이 기독교 신앙을 사
회정의를 위한 일들과 연결시킬 수 있
도록 돕고 있다. FSC의 실행이사인 웨
인 미젤(Wayne Meisel)은 세상을 변화
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려해야 할 선
택 중 하나로 신학교를 언급하면서 다음
과 같이 말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개인
적인 신앙 성장은 물론, 자신의 이웃, 지
역 사회, 그리고 세상에 대한 헌신에 불
을 지펴주고, 그 헌신을 유지해주고, 그 
헌신을 더욱 깊게 해줄 수 있는 선택으
로서 신학교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상
을 변화시키는 신학교들에 선정된 다양
성을 가진 이 그룹은 긴밀하고 헌신적인 
협력사역을 통해 깊은 신앙과 정의를 추
구하는 공동체들을 가장 잘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센트럴 신학대학원은 자신의 신앙 성장

센트럴 신학대학원,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학교들”에 선정

캔사스 경로대학은 10월 25일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2016년 가을학기 종강식
을 가졌다.
경로대학은 캔사스 지역 어르신들께 건
강하고 행복한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과 
건전한 노인문화를 형성하여 즐거운 노
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설되었으
며 올해 봄학기 10주와 가을학기 10주
간의 계획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종강식
에서는 한 학기 동안 진행되었던 수업과 

은 물론, 자신의 이웃, 지역사회, 그리고 
세상을 돕고 섬기고자 하는 이들을 준
비시키기 위해 존재해 왔다. 센트럴 신
학대학원은 다른 인종, 다른 민족에 속
한 기독교 공동체와의 협력도 꾸준하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학생들이 상호문화
적 사역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있
다. Meisel은 허핑톤 포스트에서 센트럴 
신학대학원의 상호문화적 학습기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센트럴
은 상호문화적인 배움에 우선순위를 두
고 있습니다. 센트럴의 프로그램의 일부
로서 학생들은 태국과 미얀마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학생들은 케냐, 홍콩, 그리고 아
이티에서 인턴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센트럴 신학대학원은 미
국 내 한인 공동체와도 협력하고 있으
며, 현재 캔사스의 샤니 본교를 포함하
여 9개 지역에서 한국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신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다 (Shawnee, KS; Dallas, TX; Austin, 

TX; Houston, TX; St. Louis, MO; 
Seattle, WA; Elm Grove, WI; Los 
Angeles, CA; Nashville, TN).  현재 
개설된 한국어 프로그램으로는 기독교
의 기초와 영성을 가르치는 기독교 영
성 Diploma과정, 사역자 양성을 위한 
MDiv과정, 더 깊은 신학적 탐구와 실천
을 위한 MA과정 (Theological Studies
와 Missional Church Studies),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한 DMin 과정 (Mission-
al Church와 Pastoral Care)을 제공하고 
있다. 센트럴 신학대학교에 대한 모든 
문의는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  www.
cbts.edu의 한국부, 이메일 ks@cbts.
edu, 전화 913-667-5720(본교 한국
부). 한국어 상담 가능.

사진 설명 / 많은 학교들이 재정적인 어
려움으로 문을 닫거나 캠퍼스를 축소하
는 가운데, 센트럴은 최근 캠퍼스 확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 중 증축감사예
배를 드린다.

캔사스 경로대학 2016년 가을 
학기 종강

활동들을 담은 동영상 시청과 함께 개근
상, 정근상 수여식도 진행되었다.
 가을학기에는 건강체조, 노래교실, 건
강강좌, 차량관리, 복지프로그램안내 등 
다양한 수업이 편성되었다.  그 중에서
도 9월 27일에 Longview Lake에서 있
었던 가을 소풍은 이번 학기 학교생활의 
백미였다. 학생들은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서 피크닉과 더불어 호수에서 보트
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9월 25일에는 경로대학 기금마

련을 위해 일일식당행사를 가졌다. 이
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않고 전해준 뜻깊은 시간이 되었
다. 경로대학은 동포들의 물심양면의 도
움과 교회들의 협력을 통해 지역 어르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학교관계자는 도
와주신 모든 분들과 지역 교회들과 강
의해주신 강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을 전했다.

학교는 올해 시범운영을 토대로 보다 나
은 프로그램으로 2017년 봄학기를 준비
하고 있으며 봄학기 학생모집 요강은 내
년 2월, 캔사스저널을 통해 안내된다. 경
로대학에 관한 문의는 전화 913-236-

7636 정지훈 학감에게 하면 된다. 홈페
이지 www.happykansa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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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ry of Push Back Choson 
is a story of how the Korean War 
might have turned out if Ameri-
ca’s role had been different.  Local 
author Richard Brown poses the 
question: What if the American 
army had withdrawn from Korea 
in August 1950, leaving the coun-
try to the communists?   
The story begins a day before the 
Korean War starts and centers 
around a young Korean wom-
an, Soon Hi Chung, who seeks to 
redefine her life and what it means 
to be Korean.  Readers are also 
introduced to Tom Crandall, a ju-
nior foreign service officer with the 
U.S. Embassy.  He uses his posi-
tion to fight for the people he had 
come to love.  As the war com-
mences, Soon Hi and her family 
join thousands of refugees fleeing 
south to escape the North Korean 
invaders.  On the way to Taegu 
her father is killed and her younger 
brother badly injured.
This story turns from history to 
fiction when President Truman 
reaches an agreement with the 
Soviet Union to withdraw Amer-
ican troops from Korea in order 
to avoid a war in Europe.  After 
the withdrawal, the North Korean 
(Choson) forces take control of 
the peninsula, the ROK govern-
ment flees to Okinawa with sev-
eral thousand ROK army troops, 
and tens of thousands of Korean 
civilians are evacuated from the 
peninsula with the aid of the U.S. 
Navy.  With the help of her friend 
Tom, Soon Hi and her mother 
reach Japan, but she is separat-
ed from her two brothers.  Her 
older brother, a journalist, remains 
in Korea continuing to resist the 
communists, while the younger 
brother allies himself with com-
munist front groups in Japan.
The reader follows Soon Hi as 
she seeks to rebuild her life.  She 
dreams of someday being able to 
return to Korea.  Tom, through his 
work with the U.S. State Depart-
ment, arrives in Japan and re-
connects with Soon Hi but offers 
little hope for her return to Korea.  
She is mentally torn between her 
younger brother’s anti-American-
ism and his commitment to com-
munism and her older brother who 
writes secretly to her from Korea 
and warns her of the false prom-
ises and repression in South Korea.  
During this time, she is conflicted 
by the developing feelings she has 
for Tom.  How will she find peace 
when there is strife all around her?
The book Push Back Choson is a 
compelling read with a good story 
line and enough plot twists to keep 
the reader interested to the end.  
Richard Brown, is an intelligent 

writer with a background in civil-
ian personnel administration with 
the U.S. Army.  Over the years he 
has written a number of articles 
that have appeared in newspa-
pers and magazines.  He stud-
ied political science and Korean 
history in college, and he worked 
as a civilian in South Korea for 
several years while with the U.S. 
Army.  He met his wife, Aija, in 
Korea while in the Navy.  He and 
his wife moved to Overland Park, 
Kansas after retiring from gov-
ernment service.  He spends most 
of this time diving into history 
and working with a local writer’s 
workshop.  He does have plans 
for a sequel but plans to enjoy his 
retirement first.

캔자스 시티 출신 작가 Richard 
Brown의 저서 밀려난 조선 (Push 
Back Choson)은 한국 전쟁 당시 미
국의 입장이 달랐다면 어땠을까 라
는 가정하에 쓰여진 이야기이다. 이 
책에서 작가는 ‘만약 미군이 1950
년 8월 한국에서 물러나 한국이 공산
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이라
는 질문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끌
어 나간다. 
이 책은 한국 전쟁 발발 하루 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본인의 삶을 재정
의하고 한국인으로써의 삶이란 무엇
인지 찾아내고자 하는 젊은 여성 정
순희의 시각으로 시작되는 작품이
다. 다른 등장인물로는 미국 대사관
의 외국 근무장교인 톰 그랜들 (Tom 
Crandall)이 등장한다. 톰은 그의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 그가 사랑하
게 된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인물로 
묘사된다. 전쟁이 발발하면서 순희
와 그녀의 가족은 수 천명의 이주민
과 함께 북한군을 피해 남쪽으로 피
난을 가게 된다. 그러나, 대구로 가
던 피난길 중에 그녀의 아버지가 죽
임을 당하고,  어린 남동생마저 심한 
부상을 입게 된다.
이 이야기는 트루먼 대통령이 소비
에트 연방과 합의점에 닿아 유럽과
의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군 부대들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기로 한다는 설정
에서부터 소설화 된다. 군부대가 철
수된 후, 북한 (조선)군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수 천의 
대한민국 군대를 이끌고 오키나와
로 피난을 간다. 이어 수 천명의 한
국 시민들은 미 해군의 도움을 받아 
한반도를 탈출한다. 친구 톰의 도움
을 받은 순희와 그녀의 어머니는 일

PUSH BACK CHOSON (밀려난 조선)

본에 도착하지만, 그녀의 두 형제들
과는 이별하게 된다. 저널리스트인 
그녀의 큰오빠는 한국에 남아 공산
주의에 반대하고, 어린 남동생은 일
본에서 공산주의 물결에 합류하게 
된다.
이 속에서 독자들은 순희가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과정을 목격한다. 그
녀는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꿈을 꾼다. 한편, 톰은 미국 국
무부를 통해 일본에 도착해 순희와 
다시 만나게 된다. 그는 순희에게 한
국에 돌아갈 수 있는 작은 희망을 선
물하지만, 그녀는 갈등한다. 그녀는 

반미 공산주의에 합류한 남동생과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짓 약속과 억
압에 대해 경고하는 밀서를 보내오
는 큰 오빠 사이에서 감정적으로 지
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와중, 
순희는 톰을 향해 자라나는 감정에 
대해서도 갈등을 느낀다. 이 혼란 속
에서 어떻게 그녀가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밀려난 조선은 훌륭한 스토리 라인
과 반전이 결합되어 마지막 장을 넘
기는 순간까지 독자들을 강렬하게 
매혹시킨다. Richard Brown은 명
석한 작가로 미군 민간 인사행정과 
출신의 배경을 지녔으며, 수년간 신
문과 잡지 등에 기재된 글을 적었
다. 그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
며 대한민국에서 몇 년간 미군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가 한국에서 
해군으로 일하던 도중 그의 아내인 
Aija 를 만나, 퇴직 후 오버랜드 파크
로 이사해 왔다. 그는 거의 모든 시
간을 역사를 탐구하고 지역 작가들
의 워크샵에서 일하며 보낸다고 했
다. 그는 연작 계획은 있으나 우선 
은퇴 생활을 즐기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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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Kansas City’s most vener-
able cultural institutions, the annual 
American Royal horse and livestock 
exhibition, is moving to Kansas from 
Missouri, officials including Kansas 
Gov. Sam Brownback announced 
Tuesday.  Their announcement is 
the culmination of months of work 
by the Republican governor and the 
Kansas Department of Commerce 
to lure the 117-year-old exhibi-
tion across the state line.  The state 
and American Royal officials are 
planning on a $160 million devel-
opment near the speedway, with an 
exposition center and two arenas 
with 5,000 and 8,000 seats.  Kansas 
is committing to authorizing $80 
million in bonds to be paid off with 
sales tax revenues collected in the 
area, and officials hope the develop-
ment will attract a new hotel.
   “This is an important growth 
opportunity for both the Royal and 
the region,” Brownback said during 
a news conference at Kansas Speed-
way in west Wyandotte County.  
“It’s up to us to claim this mantle 
and move it forward.”
   The effort previously generated 
some controversy, as some Kan-
sas legislators questioned whether 
it came with a potential cost to the 
cash-strapped state.  Sales tax rev-

MISSOURI’S AMERICAN ROYAL 
HORSE EXHIBITION MOVING 
TO KANSAS

enues used to back bonds for such a 
project would not flow to the state 
as it wrestles with budget problems.  
Kansas state Sen. Laura Kelly, a 
Topeka Democrat, said she’s wary of 
issuing additional bonds.  While she 
acknowledged some excitement that 
Wyandotte County was attracting 
a big project and new jobs, she said 
it didn’t give her much satisfac-
tion knowing those things come at 
neighboring Missouri’s expense.
   “It’s sort of more of the same of 
just stealing from Missouri rather 
than trying to grow that region al-
together,” said Kelly, who serves on 
the Senate budget committee.
   The American Royal says its 
exhibition draws nearly 270,000 
people a year.  Many of them come 
for a national barbecue contest, and 
this year’s competition, set to begin 
Wednesday, has already moved to 
the speedway.  The show has played 
such an important role in Kansas 
City, Missouri, that after the city 
was awarded a major league baseball 
team for the 1969 season, the name 
“Royals” was chosen from among 
thousands of suggestions submitted 
by fans.  The winning entry cited the 
popularity of the American Royal 
and the city’s pre-eminent position 
in the livestock industry.

   The American Royal spent several 
years trying to persuade leaders in 
Kansas City, Missouri, to tear down 
the aging Kemper Arena, the for-
mer home of the event, and replace 
it with a smaller venue.  But offi-
cials eventually dropped the effort 
following criticism from historic 
preservationists and other groups 
who want the 42-year-old arena to 
be saved.
   In 2011, the American Royal Ro-
deo was held in the Sprint Center in 
downtown Kansas City before mov-
ing back to Hale Arena, a smaller 
building near Kemper Arena in the 
city’s West Bottoms.
   A spokesman for Missouri Gov. 
Jay Nixon, a Democrat, had no 
comment on the announcement.  In 
Kansas City, Missouri, Mayor Sly 
James said he wished the Royal well.
   “We can absolutely keep our fond 
memories of the American Royal 
alive, while honoring our past and 
preparing for our next chapter as 
an entrepreneurial, high tech and 
innovative community of the future,” 
James said.
   A report earlier this year by the 
Kansas Department of Commerce 
earlier this year envisioned a Kan-
sas-based American Royal as part 
of a major development near the 
speedway that would include a new 
hotel, a children’s museum and a 
5,000-seat arena that could be used 
for hockey.
   The plans announced Tuesday in-
clude the two arenas, plus a third for 
smaller events, as well as a museum 

and an agricultural education center.  
Angie Stanland, chairwoman of the 
Royal’s Board of Directors, said it 
hopes to break ground on the devel-
opment early next year.  She said it 
could take several years to complete.
   “We are designing as we speak,” 
Stanland said.
   The speedway is part of a thriving 
entertainment and retail shopping 
district that includes Major League 
Soccer and minor league baseball 
stadiums.  With state approval, Wy-
andotte County issued $450 million 
in bonds starting in 2001 to build 
the speedway and develop the area, 
with the bonds backed by sales tax 
revenues.
   The bonds will be paid off early, 
by the end of this year.  Some legis-
lators wanted to ensure that sales tax 
revenues would begin flowing to the 
state, rather than having them back 
bonds for a new project.
   Kansas has struggled to balance 
its budget since Republican legisla-
tors slashed personal income taxes 
in 2012 and 2013 to stimulate the 
economy.  The announcement about 
the American Royal came two weeks 
before the Nov. 8 election, with 
Brownback’s allies facing a political 
backlash over the budget as they 
seek re-election to the Legislature.
___
JIM SUHR, Associated Press
JOHN HANNA, Associated Press

CHEMICAL 
CLOUD OVER 
KANSAS 
COMMUNITY 
DISSIPATES  
A chemical spill at a northeast 
Kansas distilling plant released a 
noxious cloud of fumes Friday, 
forcing temporary evacuations 
and sending dozens of people to 
the hospital, including two who 
were in intensive care, officials 
said.  Most of the people who 
went to hospitals had been re-
leased by Friday afternoon.
   The spill occurred at the MGP 
Ingredients plant in Atchison, 
according to Katie Horner, 
spokeswoman for the Kansas 
Department of Emergency Man-
agement.  She said the spill oc-
curred as two chemicals, sulfuric 
acid and sodium hypochlorite, 
were mistakenly combined at the 
plant, which produces premi-

um distilled spirits and employs 
about 300 people.  When the 
two chemicals combine they can 
release chlorine gas,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omes and schools near the 
plant had been evacuated early 
Friday, but city officials gave the 
all clear for residents to return 
before noon. Atchison has about 
11,000 residents and is about 50 
miles northwest of Kansas City.  
Becky Berger, assistant city man-
ager advised residents to air out 
homes that smell like a swim-
ming pool.
   Sixty-seven people sought 
medical attention at the Atchi-
son Hospital emergency room, 
spokeswoman T.C. Roberts 
said, and one person remained 
in stable condition in intensive 
care late Friday afternoon.  Most 
had been released, but two other 
people were admitted to the 
hospital.
   Mosaic Life Care in nearby St. 
Joseph, Missouri, also treated 

about 18 people, including one 
who remained in ICU Friday af-
ternoon, said Joey Austin, hospi-
tal spokeswoman.  All the others 
were released.
   The regional EPA office said it 
was supporting state and local 
emergency crews and had sent a 
coordinator to the site to as-
sess the situation.  MGP didn’t 
immediately return calls seeking 
comment.  Chris Gitro, a me-
teorologist with the National 
Weather Service, said wind con-
ditions helped the plume break 
up.
   Pinpointing the cloud’s di-
rection proved to be a guessing 
game while it was still in Atchi-
son.  As one school building’s 
students sought shelter in the 
gymnasium, students in the other 
three buildings were shuttled in 
buses first toward a Wal-Mart 
before being redirected to the 
local airport, schools Superin-
tendent Susan Myers said.  The 
buses were eventually directed 
again to Wal-Mart, she said.

   “They were trying to figure out 
the wind, where this cloud was 
going.  It was a very fluid situ-
ation,” she said.  “I would say it 
was very anxiety-provoking to 
have this kind of situation.  I’m 
sure this was an adventuresome 
day for everyone.”
   The MGP plant has also had 
other incidents, including a small 
explosion in another building in 
February where no injuries were 
reported, City Manager Trey 
Cocking said.  The plant was 
also the site of a 2002 explosion 
and fire that damaged the plant’s 
distillery and injured a few peo-
ple.   The Kansas Department 
of Health and Environment said 
that since 2006 the company 
has faced more than $50,000 in 
penalties for issues including ex-
ceeding its air pollution cap and 
failing to install emissions devic-
es.  The company is currently in 
full compliance, according to th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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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그 
영향

성적 소수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현재, 성적 소수자 
인구를 둘러싼 인권 문제와 차별 방지에 대
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두 가지 이슈는 
다음과 같다: 트랜스 젠더들이 어느 공중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것인가? (본인의 타
고난 성 혹은 본인이 정의하는 성), 성적 소
수자의 권리가 몇몇 미국인들의 종교적 자
유를 침해하지는 않는가?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이 성적 소수 인
구의 인권 보장 정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공화당은 성적 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해 진
보적인 의견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가적
으로 합법화 된 동성 결혼 법률 자체에 대
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얼마나 진보적으로 성적 소수자의 인권 보
장이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대선의 결과가 
중요해 보인다. 힐러리 클린턴은 트랜스 젠
더의 인권 보장 강화에 더 힘쓸 것으로 예
상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만약 성적 소수자
에 대한 차별이 개인의 종교와 관련된 이유
라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을 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종교적인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인종과 경찰
   경찰에 의해 발생한 아프리카 계 미국인
들의 무고한 사망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면
서 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우려의 목소리
가 거세지고 있다. 미주리 퍼거슨에서 발생
한 Michael Brown의 사건 이후 경찰이 합
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프리카 계 미국
인을 사살하는 장면을 기록한 비디오가 전
국 각지에서 제보되면서, 경찰에 대해 추가 
교육이나 감시 체제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
견이 분분하다.  힐러리 클린턴은 인종 프
로파일링의 끝을 맺을 규제 방안을 제시했
다. 경찰 바디 카메라 설치나 체포 전 필수
적인 확인 절차를 검토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본인 스스로를 “
법과 절차”의 후보라고 칭했으나, 구체적
인 공약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
다. 하지만 그는 전 뉴욕 시 경찰 법인 “강
제 신체 수색”법에 동의하며 이 법을 시행
하겠다는 언급을 한 바가 있다.
이슬람 국가 (IS)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슬람 국가가 공
격성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각지
에서 단독 범행으로 보이는 공격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IS는 이라크를 점령하고 
2014년 기습 공격을 통해 시리아로 그 영
토를 넓혔다. 이 공격적인 그룹은 급진적인 
칼리프 제국을 설립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
량 학살하고, 유럽 등지와 미국, 혹은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도 사살 공격을 행하는 등 
세계 각지에 치명적인 흉터를 남겼다. 
IS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주요 도시를 점거
하는데 그치지 않고, 11월 파리 테러, 캘리
포니아의 산 버나디노 무차별 총기 학살, 
브뤼셀의 지하철과 공항 폭탄 테러, 올란도 
나이트 클럽 총격사건, 프랑스 니스에서 일
어난 트럭 테러사건 등의 잇단 테러 사건
의 용의세력 혹은 주요 선동 세력으로 지목
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은 오바마 현 대
통령의 정책을 따라 IS의 국내외적인 협박
을 주로 포용하자는 입장이고, 도널드 트럼
프는 끈질긴 폭탄 테러를 막고 경찰의 심문 
방법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 
이외의 자세한 방법은 발표되지 않았다. 
세금
   대통령이 선거되면 의례적으로 거치는 
절차 중 하나가 조세법 재정비이다. 재정 
정책에 보다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들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 우선순위를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두 대선 후보 
모두가 당선 이후 조세법을 재정비 하겠다
는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양 후보의 방
법과 목표는 사뭇 다른 듯 보인다.  공화당
원인 트럼프 후보는 세금을 감면할 예정이
다. 현재 7단계의 과세 등급을 세 단계로 
줄이고 가장 높은 단계인 39.6%를 33%로 
줄여, 대기업의 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상속
세는 전면 폐지하겠다는 의견이다. 전문가
들은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고소득층이 
불균형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민주당원인 힐러리 클린
턴은 고소득층을 상대로 현재보다 높은 세
금을 책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한
화로 약 11억원 ($1 million) 이상의 고소
득층에는 최소 30%의 세금을, 상속세는 증

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세금 
납부자들은 큰 변화를 느끼지 않을 것이나, 
정부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 그녀는 추가
로 거둬진 세금으로 국내 프로그램을 확장
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직업
   2008년 경제 대공황 이후 미미한 수입 
증가와 감소된 노동인구는 많은 미국인과 
경제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게다가 대
부분의 직업들이 전보다 더 높은 학력과 기
술을 요구함에 따라, 많은 노동자들은 시대
에 뒤떨어진 느낌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
럼프는 기업의 고용률에 박차를 가하기 위
해 규제와 세금을 낮추겠다며, 또 미국인들
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역 협정을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힐러리 클린턴
은 도로건설, 터널 공사 등 사회 기반시설 
확장에 주력하고, 주립대와 주립 전문대를 
확장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료로 대학 교
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비록 지난 6년간 고용률이 높기는 했지만, 
수입 자체는 전에 비해 감소한 상태이다. 
금년 7월이 되어서야 일반 가정에서의 수
입이 2008년 경제 대공황 이전의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하지만, 많은 실업 계층이 구
직 활동을 그만 두면서 미국 노동인구나 노
동 희망 인구의 비중은 경제 대공황 이전에 
비해 낮은 상태이다.
최저 임금
   완만한 임금 증가는 패스트푸드 관련 노
동자들에 의해 타격을 입었다. 중간 소득
층이 줄어들고 최저 임금의 일자리가 늘
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결합되
어 2016년 대선 운동에 가장 큰 이슈가 되
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다 높은 임금
을 원할 것이다. 하지만 최저 임금이 높아
진다면 고용주들의 고용률이 낮아질 수 밖
에 없다.  힐러리 클린턴은 최저 임금을 시
간 당 $12로 올리고, 주와 지역에 따라 이
보다 높은 최저 임금도 허가할 계획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는 시간 당 $10까지의 
임금 상승은 지지하지만, 현재의 $7.25인 
최저 임금을 감안해 각 주마다 신중하게 고
려할 것을 제안했다.  왜 최저 임금을 인상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는 1999년 이후 일
반 가정의 수입이 2.4%로 감소한 가운데, 
의류 산업이나 패스트푸드, 혹은 간병인과 
같은 저임금 산업이 급격하게 자라나고 있
기 때문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가정이 있어 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기 때
문이기도 하다.
탁아 서비스와 평등한 임금
   대부분의 미국인들의 두 자녀를 돌보는 
금액이 그들이 집에 지불하는 금액보다 많
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최근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는 성장한 반면, 여성과 여성 가장 가
정들은 아직도 금전적인 불편함을 겪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노동 인구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중 다수가 어린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그
들이 남성 인구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면, 
더 많은 가정이 정부의 도움과 낮은 질의 
탁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클린턴 후보는 출산 여성을 상대로 12주간 
정부가 휴가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
정한 금액이라면 그들이 지급받는 임금의 
2/3을 지급받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
프는 출산 여성에게 6주간의 휴가를 지급
하고, 그 기간 동안 정부가 실업자 대상 혜
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양 후보 모
두가 육아 비용을 위한 세금을 경감하겠다
고 발표한 가운데, 트럼프는 육아 비용을 
위해 소득세를 절감하고 세금 혜택을 제공
하며, 저임금 가정을 대상으로는 세금 환급 
혹은 세액 공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클린턴은 어떤 가정도 임금이 10%이상을 
육아 비용으로 지불해서는 안 된다며, 4세
보다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을 상대로 세액 
공제를 두 배로 늘려 아이마다 $2,000의 
세액을 공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
   교육은 학생들과 각 가정뿐 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와 경제, 더 나아가 세계 시장
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다.  미국에는 현재 약 5천만
명의 학생 (고등학생 이하)이 있다. 그들을 
교육하고, 대학 진학 혹은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에 드는 금액은 연
간 66조에 육박한다. 매년 두당 $23,000 
정도가 소비된다는 의미이다. 질 좋은 교육
은 경제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요소 중 하나

이다.  미국 고등학생 졸업이 현저하게 증
가했고 고등 교육 중퇴가 적어지긴 했지만, 
미국의 교육은 세계 수많은 나라의 학생들
과 대응관계에 있다.  따라서, 더 많은 학위
를 얻고자 하는 학생들은 높아진 학비에 시
달리다 빚 더미에 앉게 된다. 힐러리 클린
턴은 주립 대학에서 임금이 $125,000이하
인 일하는 가정을 상대로 무료 교육을 지원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트럼프는 학교 
선택에 집중해, 임기 첫 해에 2조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저임금 가족이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공 사립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하겠
다고 밝혔다.
이민
  미국에 불법 거주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의 
미래는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뒤흔들릴 것
으로 예상된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고용
한 고용주들도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
이 나은지 혹은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지 위험 부담이 크다.  공화당원 
도널드 트럼프는 처음 약 천만 여명의 이민
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이어 멕시코 경
계에 벽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입장
은 이에 그치지 않고, 벽 건설 자금을 멕시
코에서 부담하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
만, 현재 그는 범죄에 연관되지 않는 외국
인이라면 더 이상 강제 퇴출은 하지 않겠다
고 의견을 바꾼 상태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
편, 민주당원 힐러리 클린턴은 이민법을 재
검토해 단순히 합법화뿐만 아니라 시민권 
취득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불
법 이민자 수가 몇 년간 낮은 가운데, 멕시
코인의 이주 실태는 오히려 미국에서 멕시
코로 이민을 떠나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
났다. 최근 수백억 달러가 국경선을 강화하
는데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아직 국가 안
보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멕시코 국경은 아직 주요 문제
로 남아있다.
기후 변화
   양 후보의 극단적인 의견 차이를 보면 마
치 두 후보가 다른 기후에 사는 듯 하다. 클
린턴 후보는 기후 면화가 우리 모두를 위
협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트럼프 후보는 지
구 온난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소
셜 미디어에 글을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과 기후 변화의 측정법에 의하면, 
클린턴의 주장이 현실과 훨씬 가까워 보인
다며, 기후 변화가 악화되는 추세라고 전했
다.  역사적으로 현재 지구의 온도는 가장 
뜨거우며, 2010년, 2014년, 2015년의 온도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 세기 전보다 
무려 1.8 도나 높은 온도이다.  하지만, 기
후 변화는 단순히 온도만을 가리키지 않는
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만들어낸 기후 변화
가 살인적인 폭염, 가뭄, 그리고 홍수 등의 
기상 이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
다.  연구에 의하면, 기후 변화는 해수면 상
승, 빙하 면적 감소, 산호 파괴 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천식이나 알레르기 등 인류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전해졌다.  미
국 과학 진흥회는 지구 온난화가 지구와 인
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
며 경고했다.
부채
   연방 정부가 사용하는 7달러 중 1 달러
가 부채를 증가시킨다고 전해졌다. 오랜 기
간 동안 나라의 증가하는 부채는 미국 경제
와 개인의 재정 형편을 위협해왔다.  대부
분의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늘어나는 부채
는 투자를 감소시키고 금리를 증가시킨다
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연방 정부의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증가와 연금 수
령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도로 건설, 교
육, 무장 경찰 등 다른 분야에 사용할 예산
이 줄어드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출이 
감소하고 세금이 늘어나는 등 많은 악순환
이 반복되고 있다.  양 후보 누구도 부채에 
관련된 언급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가운
데, 트럼프의 세금 감면 정책은 부채를 증
가시킬 것이며 그가 건강 보험과 같은 중요
한 혜택 지급 방안 마련에는 큰 관심이 없
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클
린턴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의 양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추가로 거둬진 
세금은 부채 해결이 아닌 무료 등록금이나 
사회 기반 시설 혹은 건강 보험 등에 사용
될 계획이다.
무역
   대선을 둘러싸고 많은 공약과 의견이 쏟
아져 나오는 가운데, 자유 무역에 대한 미

국 기득권 자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국제 무역에 큰 영향을 받는 미국인 만큼 
거센 반발은 미국 정책의 기둥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 학자들은 해외 수입율이 높아지
면 상품 가격이 낮아지고 효율적인 소비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보다 
저렴한 중국 인력과 경쟁을 해야 하는 미
국인들로써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 듯싶
다. 작년 한 해, 미국 전체 55조 가량의 무
역 적자 중 37조 이상이 중국과의 거래에
서 발생했다는 사실도 불안감을 증폭시키
는 이유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대선 후보가 대중
에게 무역 거래에 관련된 의견을 내비치
는 한편,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가 전 장
관 시절 지지하던 아시아태평양 무역 협정
에 반대하며, 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의견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
럼프 대선 후보는 현존하는 무역 거래를 모
두 파기하고 중국 수입 상품에 높은 관세
를 부과하겠다는 서약을 한 상태이다.  하
지만 무역 거래는 자동화나 임금 격차 같
은 문제에 비해 국가간 영향이 적다. 트럼
프의 관세 공약은 국가간 무역 전쟁을 일으
킬 수 있으며, 물가 상승 또한 초래할 수 있
다는 전망이다.
중국
   아시아 바다들에서 중국이 보인 적극적
인 행동들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도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사업 기밀의 사이
버 절도 등의 혐의를 제기했다.  도널드 트
럼프 대선 후보는 미국 무역의 양 자체가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준다고 말했다. 트럼
프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환율을 낮게 측정
해 수출가를 저렴하게 만든다며, 만약 베이
징이 이런 관습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최고 
45퍼센트 가량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
다. 그의 이런 행동은 무역 전쟁을 불러일
으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내 상품 가
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클린턴 대선 후
보는 미국이 국제 규율을 이용해 자라나는 
아시아 국가들의 힘을 누를 필요가 있다며, 
무역이나 지역 분쟁에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다.  중국과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이 중
국의 무기 개발에 대해 불안해 하는 한편,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이 보다 우호적인 관
계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은 경제적 상호의존적인 관계이므로 한 나
라에 대한 처벌은 다른 나라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북한
   소멸한 것처럼 보이던 북한이 곧 미국을 
향해 핵 무기를 겨눌 수 있을 듯 보인다. 이
를 멈추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인 무
엇일까? 외교 정책과 경제적 제재는 통하
지 않았었다. 북한의 고립은 점점 심해져 
가고, 핵무기 개발 및 실험을 시행하고 있
으며, 미사일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
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중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해 북한
을 제압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그는 북한
의 지도자인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원인 힐러리 클린턴은 오바
마 대통령의 정책이 이란에 그러했듯 강화
된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거
래의 장을 열 수 있기를 원했다.  하지만 김
정은이 원자 무기를 방패로 삼고 있기 때
문에, 당분간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건강 보험
   미국인 열에 아홉은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하
지만 개선 과정이 완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
다. 높아지는 비용은 미국 백인 인구를 몹
시 괴롭힐 수 있기 때문이다. 수백만 미국 
인구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으로 그 전 건
강 상태에 상관없이 모두가 건강 보험을 갖
게 되었지만, “오바마 케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남아있고, 프리미엄 커버 비용은 
내년부터 급격히 높아질 전망이다. 공화당
원인 트럼프가 당선되면 발생할 문제들도 
있다. 최근 발표된 한 조사에 의하면 트럼
프가 당선될 경우 1800만 인구가 비 보험 
가입자로 돌아간다. 전반적인 건강 관련 비
용들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무엇보다 
처방된 약의 비용이 가장 큰 걱정거리이다. 
의학 케어의 채무초과 날짜가 2028년으로 
2년 늘어났다. 힐러리 클린턴은 오바마 케
어를 유지하며 필요하다면 약간의 조정을 
하겠다고 발표한 반면, 공화당은 오바마 케
어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들이 대안
을 내세울 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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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NESS/ 건강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With the holiday season right 
around the corner, we may feel 
like everyone around us is hap-
py.  However, this time of year 
is dark and cold for many of us.  
The days are shorter; the nights 
are colder and longer...  And 
winter is coming.
   Mental health awareness is 
pertinent for all times in our 
lives.  While it’s true some of 
us may suffer sadness from less 
sunlight exposure, some people 
battle depression all year long.  
We may feel a passing loneli-
ness from the pressures of social 
activities during this time of year, 
some people suffer from social 
isolation or suicidal ideation.  
Whether it’s a blue mood, an 
ongoing struggle with a clinical 
disorder, or even a psychiatric 
crisis; I want to raise awareness 

about mental health in our com-
munity.  The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reports that 
one in five adults experience 
mental illness in a given year, and 
a fifth of those report a substan-
tial interference with major life 
activities.  
   Furthermore, one in five 
American youth experience a 
severe mental disorder at some 
point in their lives.  Mental 
health includes a wide variety of 
issues ranging from neurode-
velopmental, psychotic, mood, 
anxiety, addictive disorders, and 
more (e.g.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utism 
spectrum disorder, schizophrenia, 
bipolar disorder, major depres-
sive disorde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etc.).
   Perhaps the biggest barrier 
we face toward mental health 
wellness is the negative stigma 
of dealing with mental health 
difficulties.  We erroneously crit-
icize mental health issues as easy 
obstacles, personal flaws, or de-

served consequences.  This faulty 
paradigm needs to be shat-
tered.  According to the Amer-
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sian Americans are three times 
less likely to seek professional 
help for mental health than our 
white counterparts--the low-
est of all demographic groups to 
take mental health seriously.  A 
dangerous culture of silence may 
have been instilled by strong val-
ues for deference, harmony, con-
formity, and collectivism.  Plus, 
an unchecked focus on discipline, 
humility, and achievement leaves 
little room for prioritizing our 
emotional well-being.  In reality, 
we convolute our idea of health 
by confusing academic/financial 
success with personal well being.  
We neglect, dismiss, and deny 
difficulties we face. Instead, we 
suffer silently and alone.
   Our community, in particular, 
faces many specific challenges 
regarding mental health.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
ciation has identified sources of 
stress affecting the mental health 
of Asian Americans: academic 
pressures (unrealistic standards), 
discussion of mental health con-
cerns as taboo (negative stigma), 
pressure to succeed in main-
stream culture (acculturation/
integration), familial obligations 
based on strong traditions (con-
flicting values), discrimination 
(societal biases), and balanc-
ing different cultures (bicultural 
development).  There are also 
factors which hinder our abil-
ity to deal with mental health 
issues.  Language barriers and 
lacking health insurance coverage 
may stop some of us from seek-
ing help.  Our community also 
lacks of awareness of available 
resources and services regarding 
mental health.  The strongest de-
terrent, though, may be cultural 
influences.
   In addition, Korean American 
culture is especially influenced 

by shame--which prevents us 
from being vulnerable.  We do 
not share our struggles; we only 
share our successes.  We are 
tearing each other down by the 
masks we wear and the tradition 
we hide behind.  I fear our com-
munity has become blind and 
mute to the struggles, challenges, 
and resilience in our community.  
In effect, we lack the strengthen-
ing that shared experiences can 
bring, and thus we are unable 
to build further resources.  We 
suffer as individuals and as a 
community.
   We are in dire need of aware-
ness, acceptance, education, and 
support for mental health.  Ac-
cording to the Centers for Dis-
ease Control and Prevention, 
Asian Americans report fewer 
mental health concerns than 
our white counterparts, yet we 
have higher rates of high school 
students who consider/attempt 
suicide.  Furthermore, the high-
est suicide death rate amongst all 
demographic groups and in each 
age group is for Asian American 
women.  For the sake of those 
who may be struggling with de-
pression and other mental health 
concerns, I believe we need to 
break the silence.
   This is such a special time of 
year when we all seem to be 
more focused on gratitude and 
generosity.  I just want to remind 
us that in addition to physical 
needs, our community has social, 
spiritual, and emotional needs as 
well.  Someone may be suffering 
in solitude and silence.  Do not 
hesitate to reach out to others.  
We need each other for strength 
and support at this time and 
all times of the year.  Let us no 
longer discount the importance 
of mental health.  Let’s work 
together to build up our commu-
nity.  Let’s be healthy together!

Your neighborhood nurse,
~Jenny

8.21
부터

매주 일 오후

August 21 - October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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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21일 2시30분- 3시 당일 등록 

      준비물 : 등록비 $10 (추가비용 없습니다) ;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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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L Basic 담당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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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Haven Seventh-day Adventist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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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E 
RAINY ROAD-
WAYS WITH 
CARE
by Sean lee

It’s just rain — how much im-
pact can it really have on your 
driving?
The answer: a lot. You’re likely 
to experience lower visibility, re-
duced traction and increased dif-
ficulty in handling your car both 
during and after a rainstorm. 
Add flooding to the mix and 
suddenly things get much more 
challenging – and dangerous.
In fact, more than half of 
flood-related drownings are due 
to people driving into floodwa-
ters, according to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o, never, ever do it. As little as 
12 inches of rushing water can 
carry away a small car, and 24 
inches can carry away most any 
vehicle, according to the Na-
tional Weather Service, which 
emphasizes “Turn Around, Don’t 
Drown” when it comes to both 
walking and driving into flood-
waters.
So, what about when the roads 
are wet but passable? From the 
rainy northwest, the Orego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ODOT) offers these tips for a 
safer approach to wet weather 
driving:
Turn on your lights. Rain (and 
the spray from other vehicles) 
can significantly lower visibility. 
Make it easier for other drivers 
to see you.
Slow down. It’s easy to lose 
control and hydroplane on wet 
roads, especially at speeds of 
about 35 mph or higher. Hy-
droplaning occurs when your 
front tires ride on a film of water 
instead of actually being in con-
tact with the road. If it happens, 
ODOT recommends taking the 
following measures: “Ease off the 
gas, gently apply the brakes and 
steer straight ahead.” You’re also 
at risk of splashing water into the 
engine and stalling it when you 
drive at high speeds.
Give people more room, and 
don’t use cruise control. You 
won’t be able to stop as quickly 
when the roads are wet — cars 
need two to three times more 
stopping distance.
Expect things to be slick, es-
pecially if it hasn’t rained for a 
while. When fresh rain mixes 
with engine oil and grease on 
the road, the combination can 
produce exceptionally slippery 
surfaces.
Make sure tires have proper in-
flation and adequate tread. Both 
over- and under-inflated tires 
are dangerous even in normal 

conditions. As for checking the 
tread, use the penny test: Insert a 
penny into the tread with Lin-
coln’s head upside down. If you 
see his entire head, it’s time for 
new tires.
Keep up with general car main-
tenance. Make sure your wipers 
are functioning and that you 
replace the blades regularly. Also 
check your defroster, especially if 
you don’t use it often.

Remember, driving safely in in-
clement weather requires caution 
and patience. Give yourself more 
time to get where you’re going. If 
conditions are truly unsafe, pull 
over to a safe place (or stay home 

if you can). And, finally, don’t be 
caught with inadequate insurance 
coverage, either. Wet conditions 
make accidents more likely, so 
before you head out into the 
storm, make sure you have the 
coverage you want.

Sean Lee, Insurance Broker
Capstone Insurance Agency

12721 Metcalf Ave Ste 100
Overland Park, KS 66213

(913)200-8711 Cell
(913)825-2700 ext 115 Bus
(913)825-2701 Fax
“protect yourself, your family & 
your business”

버터·삼겹살만 먹
었는데 살이 빠진
다?…"과학적 검증
부족"
"일주일 동안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
이어트를 했더니 4㎏이 빠졌다", "점심
에 갈비찜에 버터 10ｇ을 올려 먹고 저
녁에 곱창까지 먹었는데도 몸무게가 
별로 안 늘었다니 놀랍다"  최근 '저탄
수화물·고지방 식사'로 다이어트에 효
과를 봤다는 후기가 인터넷에 퍼지면
서 버터, 삼겹살 등의 소비가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6일 
의학 및 영양학 전문가들은 저탄수화
물·고지방 식사를 둘러싼 호기심과 입
소문이 계속해서 확산하자 과학적 검
증이 부족한 건강정보의 위험을 경고
하고 나섰다.
    저탄수화물·고지방 식사가 유명세
를 치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지방의 
누명'이라는 제목의 TV 프로그램이 방
영되면서부터다.  탄수화물 섭취를 전
체 칼로리의 5~10%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지방 섭취를 70% 이상으로 늘리
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저탄수화물·고지방 식사는 
체중감량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이 부족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
다고 지적한다.
    의학·건강 관련 5개 전문학회(대한
내분비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
만학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지질동맥

경화학회)가 이날 해당 식단에 대한 주
의를 당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
도 이 때문이다.  학회에 따르면 2000
년대 이후 탄수화물과 지방의 비율을 
달리한 식사의 체중감량 연구가 세계
적으로 많이 시행됐지만, 장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
엇보다 저탄수화물·고지방 식사는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 고
기만 섭취하는 황제 다이어트 등 아
무런 검증 없이 효과가 좋다고 소개됐
던 다이어트 유행과 유사하다는 지적
도 나왔다.
    강재헌 대한비만학회 홍보이사(서
울백병원 가정의학과)는 "인터넷에 돌
아다니는 다이어트 성공 후기들을 보
면 사람들은 솔깃할 수밖에 없다"며 "
그러나 대다수 후기는 며칠, 몇주 만에 
체중감량을 했다는 단기간의 성과로 
이는 고지방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과
거 유행했던 1일 1식, 원푸드, 황제 다
이어트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지
적했다.  강 이사는 "사람들은 살이 빠
질 때는 다이어트 방법이 좋다고 생각
하지만 찔 때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운
동을 안 했기 때문이라며 자신을 탓하
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정작 살
을 뺄 때 선택한 방법이 올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
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사람들의 성공사례가 오르
내리면서 무작정 저탄수화물·고지방 
식사법을 따라 했다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양현 
고대안암병원 비만대사센터 교수는 "
저탄수화물·고지방 식사에서 단기간

에 체중감량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탄
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이라
며 "그러나 이런 식단을 장기적으로 유
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
에 사실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일반인 가운데 고지방식
이 권장되는 경우는 드문데 괜히 다이
어트에 성공했다는 일부 후기 내용만 
믿고 버터, 삼겹살 등을 과도하게 섭취
했다가는 고혈압 등의 혈관질환 위험
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aeran@yna.co.kr

DOCTORS WARN 
ABOUT RISKS OF 
HIGH-FAT, LOW-
CARB DIET
SEOUL, Oct. 26 (Yonhap) 

South Korean doctors warned 
Wednesday of the risks of a high-fat 
and carbohydrate-restricted diet, 
which recently caught on among 
some weight-conscious locals, 
saying not only is it ineffective in the 
long term but it is also unhealthy.
   "The diet is not effective in los-
ing weight in the long term and can 
cause health and diet problems," 
five associations of medical pro-
fessionals and physicians said in 
a joint statement.  The diet limits 
carbohydrates, such as those found 
in grains including Korean staple 

rice, to five percent of the total food 
consumption and calls for increasing 
fat intake by 70 percent. There are 
numerous types of low-carb diets, 
varying in restrictions on the types 
and amounts of carbs.
   The high-fat, low-carb diet has 
become popular in South Korea after 
a major local TV network aired a 
documentary introducing dietary 
successes of people who only con-
sumed meat, butter and other high-
fat foods.  The doctors said when 
people decrease carb consumption 
below the level needed for survival, 
they can lose the ability to rely on 
fat-burning mechanisms.
   "Weight can be lost in the short 
term due to the decreased intake of 
food. However, the research showed 
that people have difficulty con-
tinuing this kind of diet and many 
quit in the middle," according to the 
statement.  Moreover, some pro-
tein sources such as high-fat meat 
and dairy products including butter 
can raise cholesterol, increasing the 
chance of heart and vascular dis-
eases.
   "The high-protein and low-carb 
diet, which has become close to an 
epidemic recently, is a dangerous 
choice of diet," the doctors said, 
emphasizing that both are import-
ant sources of energy for humans.   
khj@yna.co.kr



세계 뉴스 / WORLD NEWS

14 KC KOREAN JOURNAL / 캔사스 코리언 저널

아시아한림원 가
입 좌절…국제 과
학계 고립 심화
북한은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
(AASSA,아시아한림원) 가입이 좌
절됨에 따라 국제 과학계에서 고립
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아시아 과학자들 교류의 장인 한림
원의 공식멤버가 되지 못하며 해외 
활동도 제한돼 우물안 개구리 신
세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다.  21일 과학계에 따르면 아시아
한림원이 이날 터키 앙카라에서 열
린 총회에서 북한 가입 신청을 거
부한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
의안 2270호에 따른 것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 관
계자는 “북한 과학기술이 아시아
한림원의 설립 취지인 ‘아시아 지
역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과
학기술’과는 맞지 않아 반대한 것
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시아한림
원은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러시
아, 이란 등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
를 비롯해 30개 나라 34개 한림원·
과학원을 회원으로 둔 국제기구다.  
북한은 아시아한림원의 공식멤버
가 되기 위해 2014년 3월 이사회에 
처음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그해 10
월 인도 뉴델리 총회에서 서류 미
비로 가입이 보류했다. 다른 나라
의 과학한림원은 민간기구지만, 북
한국가과학원의 경우 정부기관이

다 보니 조직과 운영 원칙을 담은 
정관을 내지 못한 것이다.
    북한은 2015년 6월 정식 정관은 
아니지만, 주요 조직표와 조직 소
개를 담은 서류를 첨부해 다시 아
시아한림원 가입 신청서를 냈다. 
같은 해 10월 한국에서 열린 이사
회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대
표가 만장일치로 북한의 가입을 찬
성했다.  북한은 올해 터키 앙카라 
총회의 승인만 받으면 공식적으로 
아시아한림원의 일원이 될 수 있었
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의 가
입은 순조로울 것으로 보였다.  하
지만 올해 상황이 바뀌었다.  북한
은 1월 4차 핵실험을 진행한 데 이
어 9월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미
사일 도발도 이어졌다.  이에 아시
아한림원 이사회는 북한을 회원으
로 받아들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관계자는 “
아시아한림원은 올해 북한의 가입
을 아예 총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
기로 했다.  가입이 연기된 것이 아
니라 좌절된 것”이라고 말했다.  폐
쇄적이라고 알려진 북한이지만, 그
나마 국제 과학계에서는 나름 협
력을 이어가려고 애를 쓰던 상황
이었다. 올해 4월에는 영국 연구진
과 함께 진행한 백두산 연구 결과
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
스’(Science Advances)에 발표하기
도 했다.  북한과 연구를 진행한 제
임스 해먼드 영국 유니버시티 컬리
지 런던(UCL) 교수는 당시 연합뉴

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 과
학자들의 초청에 응해 연구하게 됐
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아시아한림원 가
입 좌절로 국제 과학기술협력 확대
는 좌절됐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
과 교수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수
용이 어려운 행동을 해서, 과학기
술 외교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 
아시아한림원을 통해 남과 북의 과
학계가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차단된 셈이다.
    sun@yna.co.kr

ASIAN SCIENCE 
COMMUNITY 
REJECTS NORTH 
KOREA’S 
MEMBERSHIP 
APPLICATION
North Korea’s efforts to join 
a regional science forum have 
again been frustrated with the 
regional group of science com-
munities indefinitely postpon-
ing its review of North Korean 
membership Friday, citing the 
communist state’s recent mili-
tary provocations.  At its general 
assembly in Ankara, Turkey, 
the Association of Academies 
and Societies of Sciences in Asia 

(AASSA) decided not to consid-
er North Korea’s membership 
in the group until the North is 
removed from all U.N. sanctions 
that have been imposed over the 
years for the country’s nuclear 
tests and other military provo-
cations, according to an official 
from Seoul’s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KAST).  
AASSA has 34 members from 30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Japan and China.
   North Korea initially sought to 
join the regional forum in 2014 
but was turned down then due to 
its failure to provide all required 
documents.  Pyongyang again 
submitted its application last 
year, and all its documents had 
since passed a review.
   “The AASSA did not even 
introduce the issue for consid-
eration at its general assembly,” 
a KAST official said.  “It appar-
ently confirms the Asian science 
community’s decision that it will 
not even consider North Korea’s 
membership until North Ko-
rea changes its behavior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moves 
its sanctions on the North,” the 
official noted, while speaking on 
condition of anonymity.

“北 수해로 이재
민 30만명 발생…
북한 발표보다 심
각”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
자 =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지
난 8월 말과 9월 초 사이에 발생
한 홍수에 따 른 이재민이 북한 발
표의 4배 이상인 30만 명에 달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장 세종
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을 자주 오가는 정통한 소식통으로
부터 입수한 정보라면서 이같이 말
했다.
    정 실장은 “노동신문을 보면 수
해가 난 지 두 달 가까이 되는 최근
까지도 복구가 한창이라는 기사가 
실렸다”며 “이는 피해 규모가 생각
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8월 29일부터 9월 2일 
사이 함경북도 지구를 휩쓴 태풍
으로 인한 큰물(홍수) 피해는 해방 

후 처음으로 되는 대재앙이었다”면
서 6만8천900여 명의 이재민이 발
생했다고 지난달 보도했다.
    북한 수해지역을 답사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도 지
난달 1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
한의 이번 홍수 피해는 50∼6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현지 학교와 
유치원, 보육원이 모두 파손됐다”
고 전했다.  실제로 연합뉴스가 입
수한 중국 투먼(圖們) 지역에서 최
근 촬영된 사진을 보면 대표적 홍
수 피해 지역인 북한 남양시 지역
에서 광범위하게 주택 신축 등 복
구작업이 두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른 사진에는 ‘큰물(홍수) 피해 
복구 전투에서 군민협동작전의 위
력을 남김없이 떨치자!’라는 플래
카드 가 마을 한쪽에 걸려 있는 모
습도 보인다.  사진을 제공한 정 실
장은 “북한이 이달 10일 당 창건 
기념일에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
일을 발사할 수도 있었지만, 대규
모 홍수 때문에 축제 분위기를 낼 
수 없어서 자제했던 것”이라고 주
장했다.

    북한 선전매체 ‘내나라’가 지난
달 16일 인터넷에 공개한 사진에도 
홍수가 마을 하나를 통째로 할퀴고 
지 나간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7∼8채의 건물이 완파되거나 
반파됐으며, 작은 건물 한 채는 거
센 물살을 이기지 못한 듯 뒤로
넘어갔다. 높이 2ｍ가 족히 넘을 것
으로 보이는 나무도 온전하지 못

In this image captured from a Korean Central Television broadcast on Sept. 19, 
2016, North Korean workers engage in flood repair in North Hamgyong Province.

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홍수에 따
른 사망자와 실종자를 포함한 인명
피해는 수백 명에 달한다. 1만1천
600여 채가 완전파괴된 것을 비롯
해 주택 총 2만9천800여 채가 피해
를 봤으며, 생산 및 공공건물 900
여 채도 손상됐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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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폭탄·땅굴매
복·유황공격…IS, 
모술 뺏길 위기에 
극렬저항
이라크 제2도시 모술 탈환 작전
이 시작된 지 1주일 만에 78개 마
을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
가(IS)의 압제에서 해방됐고 IS는 
800명가량 조직원을 잃고 수세에 
몰리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25일(현지시간) IS가 2년간 장악
해온 최대 거점도시를 잃지 않으려
고 폭탄 공격처럼 잘 알려진 수법
은 물론이고 드론(무인기) 폭탄, 유
황 공격, 인간방패, 땅굴 매복 등 온
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보도했
다.  모술 탈환에 나선 연합군은 길
목에서부터 IS가 매설한 사제폭탄
과 부비트랩에 희생되고 있다.  쿠
르드족 페슈메르가 소속 한 준장은 
자신이 이끄는 부대에서 발생한 사
상자 3분의 1이 이런 폭발물 때문
이라면서 "전투 현장에서보다 폭
발 때문에 더 많은 병력을 잃었다"
고 말했다.
    이어 "마을을 탈환하고 보면 어
디서든 폭발물이 나온다"며 "사람
들이 집으로 돌아가 대문을 열거나 
심지어 냉장고를 열기만 해도 폭발
물이 터진다"고 설명했다.  차량 폭
탄이나 폭탄조끼를 이용한 자살 공
격은 IS의 상징이 되다시피했다.  
IS가 지난 2년 동안 도시 전체와 인
근 마을 둘레에 촘촘하게 만들어 
놓은 땅굴이 복병이다.  IS 조직원
들은 연합군의 군용기를 피해 땅굴
로 숨어 이동하며 무기를 옮긴다.  
매복 공격에도 용이하다.
    페슈메르가는 일부 땅굴에서 아
직 온기가 남은 음식 접시를 발견
했다며, IS가 도망가기 전 연합군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를 암시한
다고 설명했다.  IS는 공격에 최신 
기술도 활용한다.  상공전에서 연
합군에 뒤처지는 IS는 드론으로 약
점을 메운다.  드론을 날려 폭탄을 
떨어뜨릴 지점을 파악하거나 처음
부터 수류탄 등 폭발물을 실어다가 
연합군 주둔지에 떨어뜨린다. 최근
에는 '유황 공격'에도 나섰다.
    지난 22일 IS는 모술 시내에서 
남쪽으로 40㎞ 떨어진 유황공장
에 불을 질렀다.  이에 일대 유독가
스가 퍼져 수백명이 치료를 받았
고 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 때문
에 작전 전개에도 방해가 됐다.  인
간방패 작전과 민간인 보복 살해
는 IS의 작전 중에서도 가장 치사
하면서도 잔악무도한 수법으로 꼽
힌다.  IS는 지난 20∼21일 모술 인
근 마을에서 주민 550가구를 강제
로 끌고 가 관공서나 무장대원이 
머무르는 곳에 배치해 인간방패로 
삼았다.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고 지나간 
마을로 다시 돌아와서는 정부군을 
환영한 이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기
도 했다.  IS는 22일 이라크 북부 님
루드 마을 인근에서 해방을 선언하
고 지나간 뒤 마을 사람 40명을 살
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사람

들은 연합군이 지나갈 당시 IS 병사
들이 숨어있었다고 말했다.  CNN
은 연합군이 마을을 수복한 뒤 별
도 병력을 남겨두지 않다 보니 IS가 
마을을 다시 장악하는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S는 여러 
지역을 동시 다발로 공격해 연합군
의 시선을 분산하는 작전도 쓴다.
    연합군이 모술에 근접하면 도시 
내 다른 지역에서 기습 공격을 해 
연합군의 병력과 자원이 분산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다.  IS는 지
난 21일 모술에서 동남쪽으로 175
㎞가량 떨어진 키르쿠르 지역을 갑
자기 공격했으며 이틀 뒤 곧바로 
모술 남쪽의 다른 지역을 공격했
다. 24일에는 서부 안바르 주 루트
바에서 IS 잠복 세력이 차량 폭탄 
등으로 공격을 시작해 연합군의 작
전 교란을 시도했다.
gogogo@yna.co.kr

IRAQIS ON 
EDGE OF 
MOSUL FACE 
A DEADLY 
DILEMMA: 
STAY OR FLEE 
Bayda Muhammad Khalaf fol-
lowed the government’s advice 
to stay in her home with her 
husband and seven children as 
Iraqi troops advanced near their 
remote village outside mili-
tant-held Mosul. But after the 
Islamic State fighters fled and 
Iraqi troops didn’t appear, their 
tiny supply of food quickly ran 
out, and the family had to flee to 
search for territory firmly under 
government control.
  When the Mosul offensive 
began a week ago, departing IS 
fighters warned villagers to stay 
off the roads and surrounding 
fields, which the militants had 
mined. So Khalaf waited until 
she saw a passing shepherd, and 
then she and her family made the 
eight-hour walk out of no man’s 
land behind a herd of sheep.
  “We were starving,” she said. 
They had watched the start of 
the offensive on TV and thought 
Iraqi forces were on the way, 
but the troops’ progress has been 
slow, and Mosul’s southern ap-
proach is littered with dozens of 
villages, some with no more than 
20 homes.
  Eventually, Khalaf couldn’t 
produce enough breast milk for 
her infant daughter. “I started 
giving her goat’s milk, but then 
the goat died,” she said.
  Mosul, the largest city con-
trolled by the Islamic State group, 
is still home to more than 1 
million civilians. The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aid groups fear 
that a sudden mass exodus will 
overwhelm the few camps set up 
on its outskirts.
  The massive offensive is expect-
ed to take weeks, if not months, 
and with supply routes cut off by 
the fighting, many civilians may 
not be able to stay in place for 
long. Driven by fear or hunger, 
many are already putting them-
selves in grave danger and are 
complicating the campaign to 
expel the militants from the city, 
which fell to IS in 2014.
  More than 5,600 people have 
already fled areas near Mosul,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with 
most heading through IS-run 
territory toward the Syrian bor-
der, rather than in the direction 
of the advancing troops, who are 
converging from the north, east 
and south.
  Camps have been set up to 
accommodate 60,000 people, but 
about 200,000 are expected to be 
displaced in the first weeks of the 
offensive, according to the Nor-
wegian Refugee Council.
  Both the Iraqi government and 
Kurdish authorities are mired in 
an economic crisis brought on 
by low oil prices and say they do 
not have the resources to care for 
such a large number of displaced 
people. So they have urged ev-
eryone to stay put.
  “We have a comprehensive plan 
for the evacuation of the civil-
ians,” said Maj. Gen. Qassim 
al-Maliki, the head of the Iraqi 
army’s 9th Division. “The plan is 
to keep them in their houses until 
it becomes safer.”
  That means huddling indoors, 
often with no electricity or run-
ning water, as explosions and 
gunfire echo outside. Those living 
near the front lines are often out 
of reach of aid groups.
  Those who somehow man-
age to cross the battle lines, like 
Khalaf’s family, face other chal-
lenges.
  The Kurds have taken in hun-
dreds of thousands of people, 
but Sunni Arabs, who make up 
most of Mosul’s population, are 
viewed with suspicion. When 
IS militants attacked the Kurd-
ish-controlled city of Kirkuk last 
week, a senior Kurdish com-
mander immediately speculated 
the attackers had infiltrated the 
city disguised as fleeing civilians.
  “Many of (the displaced civil-
ians), I’m sure they are working 
with ISIS,” said Kemal Kerkuki, 
a commander with the Kurd-
ish forces, known as peshmerga. 
He said his forces arrested one 
recently who confessed to being 
part of a sleeper cell.
  “I have told the authorities 

many times to open a big camp 
and put all of (the people flee-
ing IS) there so we can control 
them,” he said.
  In past operations against IS, 
Iraqi security forces have been 
accused of abuses of civilians 
fleeing militant-held territory. 
Iraqi armed groups “have com-
mitted serious human rights vio-
lations, including war crimes, by 
torturing, arbitrarily detaining, 
forcibly disappearing and extra-
judicially executing thousands 
of civilians,” the human rights 
group Amnesty International 
reported this month.
  Fatima Abdullah, whose hus-
band was detained for security 
screening at the Dibaga Camp 
this month after they fled their 
village near Mosul, said she un-
derstands the need for a vetting 
process. “I don’t blame them, it’s 
their right,” she said.
  She said she’s able to visit her 
husband daily, but they are only 
able to see each other and speak 
through a chain-link fence.
  “They are treating us well here,” 
Abdullah said as some of her 
older children lined up to receive 
a hot evening meal in the school 
yard where they have been stay-
ing. “But we’re also scared. We 
don’t know what our destiny is.”
  When Khalaf and her family 
arrived in Qayara after following 
the sheep out of their village, she 
was exhausted and her children 
were hungry. Two of her young 
daughters ate handfuls of stale 
rice from a pile of food that had 
been discarded on the side of the 
road. Another child started to 
scream and cry, begging to return 
home.
  “I just keep telling them all 
day, ‘Don’t worry. We’re almost 
there,’” she said.

___

SUSANNAH GEORGE, Associated 
Press

BALINT SZLANKO, Associated Press 

Associated Press writer Fay Ab-
dulgasim in Dibaga Camp, Iraq, 
contrib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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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화성착륙선 
‘스키아파렐리’, 
화성표면 충돌후 
폭발한듯
유럽이 화성 생명체 탐사를 위해 
보낸 무인 탐사선 ‘엑소마스’(Ex-
oMars)의 착륙선 ‘스키아파렐
리’(Schiaparelli)가 화성표면에 충
돌해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
럽우주국(ESA)이 밝혔다.  ESA
는 미 항공우주국(NASA)이 촬영
한 사진 등을 토대로 이같이 분석
했다.  ESA는 성명에서 NASA 위
성사진 분석결과 스키아파렐리가 
2∼4㎞ 상공에서 당초 계획했던 시
속 300㎞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떨
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충격으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진에는 스키아파렐리가 충돌
한 지점으로 보이는 가로 15ｍ, 세
로 40ｍ 크기의 검은 부분과 이곳
으로부터 약 2㎞ 떨어진 지점에서 
흰 점이 포착됐다.  이 흰 점은 스키
아파렐리의 낙하산으로 추정된다.  
ESA의 화성탐사 책임자 미셸 데니
스는 “사진상의 검은 점은 스키아
파렐리가 한곳에 있었을 경우의 크
기보다 훨씬 더 크다”면서 “충돌
과 함께 박살이 난 것 같다”고 말했
다.  폭발이 최종 확인될 경우 유럽
에는 2003년 착륙선 ‘비글2’에 이
어 두 번째의 화성 착륙 실패가 된
다.  ESA는 스키아파렐리가 화성의 
혹독한 대기 환경에서 하강 마지막 
약 50초 동안 문제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안드레아 아코마초 ESA 태양·행
성임무 책임자는 앞서 기자회견에
서 “스키아파렐리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착륙 과
정이 정상적이지는 않았다”면서 “
화성 대기권에 진입한 직후까지는 
완벽하게 작동했으나 착륙을 위해 
속도를 늦추려 낙하산을 펼치는 단
계 이후에 예상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고 착륙 예정시각 50초 전에 
송신이 끊겼다”고 밝혔다.  스키아
파렐리는 송신을 중단하기 전까지 
600MB가량의 데이터를 보내왔으
며, 이는 종이로 따지면 약 40만 쪽
에 달하는 양이다.  ‘엑소마스’ 탐사
선은 올해 3월 13일 카자흐스탄에
서 발사돼 7개월간 날아 화성에 근
접했으며 지난 16일 궤도선과 착륙
선의 분리에 성공했다.
    이어 궤도선 TGO를 화성 궤도
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고 그리니
치 표준시(GMT)로 19일 오후 2시 
48분 착륙을 목표로 착륙선을 화
성 대기권에 진입시켰다.  ESA는 
2020년 엑소마스 두 번째 탐사선
과 탐사 로봇을 화성에 보내 생명

체의 흔적을 본격적으로 탐사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러시아 연방우주
공사(로스코스모스)와 협력해 이번 
탐사선 임무를 진행 중이다. sims@
yna.co.kr

PHOTOS SHOW 
EUROPEAN 
MARS PROBE 
CRASHED, MAY 
HAVE EXPLODED 
BERLIN (AP) — Europe’s exper-
imental Mars probe hit the right 
spot — but at the wrong speed — 
and may have ended up in a fiery 
ball of rocket fuel when it struck 
the surface, scientists said Friday. 
Pictures taken by a NASA satel-
lite show a black spot in the area 
where the Schiaparelli lander was 
meant to touch down Wednes-
day, the European Space Agency 
said.  The images end two days 
of speculation following the 
probe’s unexpected radio silence 
less than a minute before the 
planned landing.
“Estimates are that Schiaparelli 
dropped from a height of be-
tween 2 and 4 kilometers (1.4-
2.4 miles), therefore impacting at 
a considerable speed, greater than 
300 kilometers per hour (186 
mph),” the agency said.  It said 
the large disturbance captured in 
the NASA photographs may have 
been caused by the probe’s steep 
crash-landing, which would 
have sprayed matter around like 
a blast site on Earth. 
“It is also possible that the land-
er exploded on impact, as its 

thruster propellant tanks were 
likely still full,” the agency said.
Schiaparelli was designed to test 
technology for a more ambitious 
European Mars landing in 2020.  
The European Space Agency 
said the probe’s mother ship was 
successfully placed into orbit 
Wednesday and will soon begin 
analyzing the Martian atmo-
sphere in search for evidence of 
life.
“In my heart, of course I’m sad 
that we couldn’t land softly on 
the surface of Mars,” ESA chief 
Jan Woerner told The Associated 
Press.  “But the main part of the 
mission is the science that will be 
done by the orbiter.”  Woerner 
said engineers received a wealth 
of data from the lander before 
the crash that will prove valu-
able for the next attempt in four 
years’ time.  He described the 
mission as “a 96 percent success.”  
Still, the crash-landing was a 
painful reminder of how hard it 
is to put a spacecraft on the sur-
face of the red planet.
Its resting place was photo-
graphed by NASA’s Mars Re-
connaissance Orbiter, which also 
spotted Europe’s last ill-fated 
mission to the surface of the 
planet.  The Beagle 2 probe 
landed on Mars in 2003 but 
failed to deploy its solar pan-
els properly, preventing it from 
functioning.  There have only 
been seven successful robotic 
landings on Mars, all by NASA.  
The last landing was in 2012, 
when the Curiosity rover touched 
down in a Martian crater.  
Landing on Mars is notoriously 
difficult because of the planet’s 
thin, dusty atmosphere.  Inbound 

spacecraft hit the atmosphere at 
12,000 mph (19,300 kph) and 
have only minutes to slow down 
and land.  With the loss of Schi-
aparelli, only two spacecraft are 
currently roaming the Martian 
surface — Curiosity and Oppor-
tunity, which landed in 2004.
ESA said that, according to what 
its scientists have been able to 
piece together so far, Schiaparelli 
suffered problems during the last 
50 seconds of its descent through 
the harsh Martian atmosphere. 
The picture taken by NASA’s 
orbiter shows two features that 
weren’t visible on the surface 
when the spacecraft photo-
graphed the area in May.  The 
first is a bright spot of about 
12 meters diameter, likely to be 
Schiaparelli’s parachute, ESA 
said.  The second was described 
as “a fuzzy dark patch rough-
ly 15 by 40 meters in size and 
about 1 kilometer north of the 
parachute” and is likely to be the 
lander.
“These preliminary interpreta-
tions will be refined following 
further analysis” and a high-res-
olution picture in the coming 
days, the agency said.  While 
Schiaparelli was able to beam 
back some 600 megabytes of data 
before the crash, scientists won’t 
get any of the close-up photos 
the probe took during its descent.  
Those were meant to be trans-
mitted after the landing.  ESA 
said the other part of the Ex-
oMars mission — the Trace Gas 
Orbiter — was “working very 
well and will take science cali-
bration data during two orbits in 
November.”  The spacecraft will 
then descend to an altitude of 
about 400 kilometers and begin 
its study of Mars next year.  The 
orbiter is also going to act as a 
radio relay for the next stage of 
the ExoMars mission and other 
future attempts to land on the 
planet.
____
AP Science Writer Alicia Chang in Los 
Angeles contributed to this report
FRANK JORDANS, Associated Press
___
ExoMars mission: http://www.esa.int/
Our_Activities/Space_Science/ExoM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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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장 재위’ 
푸미폰 태국국왕 
서거…총리 “후
계는 왕세자”
세계 최장수 재위 기록을 가진 푸
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이 13일(
현지시간) 서거했다고 왕실 사무국
이 밝혔다.  향년 88세.  왕실 사무
국은 성명을 통해 “폐하께서 오늘 
오후 3시52분 시리라즈 병원에서 
영면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주치의들이 최선을 다해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치료했지만, 국왕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은 채 계속 악
화했다”고 설명했다.
    후계구도와 관련, 쁘라윳 찬-오
차 태국 총리는 국영 뉴스채널을 
통해 이날 밤 열리는 과도의회 격
의 국가입법회의(NLA)에 후계자
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쁘라
윳 총리는 “정부는 왕위 승계 절차
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왕께서 지
난 1972년 왕세자를 후계자로 지
명했다는 사실을 국가입법회의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미폰 국왕은 지난 1972년 유
일한 왕자이자 장손인 와치라롱껀
(64)을 왕세자이자 후계자로 공식 
지명한 바 있다.  쁘라윳 총리는 또 
앞으로 1년간 애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태국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
아버지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서로
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며 “앞으
로 30일간은 축제를 열지 말라”고 
말했다.
    푸미폰 국왕은 1946년 6월 9일
부터 이날까지 70년 126일간 왕위
를 유지해오며, 나라가 위기에 처
했을 때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그
러나 지난 2009년부터 고열과 저
혈압, 심장 박동수 증가 등 증세로 
여러 차례 병원 신세를 지면서 건
강 이상설을 낳았다.  푸미폰 국왕

은 지난 1월 병원에서 치료 도중 휠
체어를 탄 채 왕궁을 둘러보는 모
습이 포착된 이후 대중 앞에 모습
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왕실 사무국은 지
난 9일 혈액투석 및 과도하게 분비
되는 척수액을 빼내기 위한 삽관 
교체 후 국왕의 건강상태가 ‘불안
정’하다고 밝혀 우려를 낳았다.
meolakim@yna.co.kr

LATE THAI 
KING’S 
CONFIDANT 
CONFIRMED AS 
TEMPORARY 
REGENT BANGKOK

A 96-year-old confidant of 
late King Bhumibol Adulyadej 
has been formally confirmed as 
the regent to manage the throne 
in the place of the crown prince 
and heir apparent, but it wasn’t 
clear how long the caretak-
er arrangement would last.  In 
a speech late Saturday, Prime 
Minister Prayuth Chan-ocha 
said that Crown Prince Maha 
Vajiralongkorn invited him and 
regent Prem Tinsulanonda for an 
audience to discuss the situation 
“as his royal highness was deeply 
concerned for the Thai people 
during this time of national be-
reavement.”
   Prem heads the Privy Council, 
a body of advisers to the monar-
chy, and was the closest adviser 
of Bhumibol.  He is also known 
to be close to Bhumibol’s highly 
popular daughter Maha Chakri 
Sirindhorn.  Vajiralongkorn, 

who should have ascended the 
throne, has asked for more time 
to grieve along with the nation 
before taking over the monarchy.  
The constitution dictates that the 
Privy Council head be the regent 
in such a situation.
   “His Highness’s only wish is 
to not let the people experience 
confusion or worry about the 
service of the land or even the 
ascension to the throne because 
this issue has the constitution, the 
royal laws and royal traditions 
to dictate it,” Prayuth said in his 
message broadcast on television.  
The 64-year-old crown prince 
implores everyone to help each 
other get through the grief first 
before thinking of his ascension 
to the throne, Prayuth said.
   “Once merit-making and the 
cremation has passed ...then 
it should be the right time to 
proceed. This procedure should 
not impact the work plan or any 
steps,” he said.
   No date has been set for the 
cremation, which in royal fami-
lies is usually months if not years 
later. Officials have suggested it 
would be at least a year. Bud-
dhist funeral ceremonies have al-
ready begun at the Grand Palace 
complex in Bangkok’s historic 
center where Bhumibol’s body 
is kept in an ornate hall for the 
royal family members to pay re-
spects. The hall will be opened to 
the public on Oct. 28.  Analysts 
say the question of succession is 
important because the late king 
had been the unifying glue that 
had held Thailand’s often frac-
tious politics together, and dif-
fused tensions during crises when 
the dominant military was pitted 
against the civil society.  While 
the institution of monarchy is 
generally revered and respected 
in Thailand, it is more so because 
of Bhumibol’s popularity that no 
other royal member commands.
   “His death means that the 
Thai political system must find 
an alternative focal point around 
which to unite the country’s fac-
tionalized population,” said Tom 
Pepinsky, a Southeast Asia expert 
at Cornell University.  For ordi-
nary Thais, succession was not 
particularly top on their minds 

for now as they were consumed 
by grief at the loss of a man 
many saw as their father and 
a demigo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are thronging at the 
palace complex to pay their last 
respects to a beloved monarch 
who dominated the memories of 
generations of Thais.  Authorities 
have allowed people to enter the 
complex for a limited time, and 
only to sign condolence books in 
another hall.
   The king of Bhutan is also 
expected to visit later Sunday.  
Bhumibol’s death after 70 years 
on the throne was a momentous 
event in Thailand, where the 
monarch has been glorified as 
an anchor for a fractious so-
ciety that for decades has been 
turned on its head by frequent 
coups.  Over the past 10 years, 
Thailand has suffered partic-
ularly intense political turmoil 
pitting arch-royalists against 
those seeking a redistribut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allied with Thaksin Shinawatra, a 
populist prime minister ousted in 
a 2006 coup.  
   But in recent years, Bhumi-
bol had suffered from a vari-
ety of illnesses and seemed far 
removed from the upheavals of 
Thai politics, including the 2014 
coup that brought current prime 
minister, an army general, to 
power.  A one-year mourning 
period for the government has 
been declared together with a 
30-day moratorium on state and 
official events.  But no substantial 
demands have been made of the 
private sector.
   The government has only urged 
people to refrain from organiz-
ing entertainment events for a 
month, apparently mindful of the 
need to ensure that the sputtering 
economy, which relies heavily 
on tourism, does not suffer too 
much.

NATNICHA CHUWIRUCH, Associated Press
VIJAY JOSHI, 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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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S $85.4B 
DEAL FOR TIME 
WARNER: A 
NEW BET ON 
SYNERGY
AT&T’s $85.4 billion purchase of 
Time Warner represents a new bet 
on synergy between companies that 
distribute information and enter-
tainment to consumers and those 
that produce it.  The acquisition 
would combine a telecom giant that 
owns a leading cellphone business, 
DirecTV and an internet service with 
the company behind HBO, CNN, 
and some of the world’s most pop-
ular entertainment, including “Game 
of Thrones,” the “Harry Potter” 
franchise and professional basket-
ball.  It’s the latest big media ac-
quisition by a major cable or phone 
company — such as Comcast’s 2011 
purchase of NBC Universal — and 
aimed at shoring up businesses up-
ended by the internet.
Regulators would have to sign off 
on the deal, no certain thing.  The 
prospect of another media giant on 
the horizon has already drawn fire 
on the campaign trail.  Speaking 
in Gettysburg, Pennsylvania, GOP 
presidential nominee Donald Trump 
vowed to kill it if elected because it 
concentrates too much “power in the 
hands of too few.”  Sen. Al Franken, 
a Minnesota Democrat, said the deal 
“raises some immediate flags about 
consolidation in the media market” 
and said he would press for more 
information on how the deal will 
affect consumers.
MEDIA MERGER MANIA: Net-
work-owning companies like AT&T 

are investing in media to find new 
revenue sources and ensure they 
don’t get relegated to being just 
“dumb pipes.”  In addition to the 
Comcast-NBC Universal deal, Ver-
izon bought AOL last year and has 
now proposed a deal for Yahoo to 
build a digital-ad business. 
After its attempt to buy wireless 
competitor T-Mobile was scrapped 
in 2011 following opposition from 
regulators, AT&T doubled down 
on television by purchasing satel-
lite-TV company DirecTV for $48.5 
billion.  AT&T is expected to offer 
a streaming TV package, DirecTV 
Now, by the end of the year, aimed 
at people who have dropped their 
cable subscriptions or never had 
one.  The venerable phone com-
pany has to contend with slowing 
growth in wireless services, given 
that most Americans already have 
smartphones.  And it faces new 
competitors for that business from 
cable companies.  Comcast plans 
to launch a cellphone service for its 
customers next year.
AT&T CEO Randall Stephenson, 
who will run the combined com-
pany, said on a conference call 
that the deal will allow AT&T to 
offer unique services, particularly 
on mobile, though he didn’t pro-
vide details. J eff Bewkes, the Time 
Warner CEO who will stay with the 
company for an undefined transition 
period, added that more money will 
help fund production of addition-
al programming and films.  Both 
men stressed that it will be easier 
to “innovate” when the companies 
are joined and don’t have to nego-
tiate usage rights at arm’s length.  
(AT&T, of course, will still have to 
strike such deals with entertainment 
conglomerates it doesn’t own.)  The 
combined company is also likely to 
lean more heavily on advertisements 

targeted at individuals based on 
their interests and personal details.  
Buying Time Warner may be “a good 
defensive move” against Comcast as 
the cable giant continues stretch-
ing into new businesses, New Street 
Research analyst Jonathan Chaplin 
said in a Friday note.  Comcast also 
bought movie studio DreamWorks 
Animation in August.
POTENTIAL DOWNSIDES: Even 
if the AT&T deal overcomes oppo-
sition in Washington, it’s possible 
that regulators might saddle the 
combined company with so many 
conditions that the deal no longer 
makes sense.
“It’s not hard to imagine what you 
can do on paper.  They would keep 
HBO exclusive for only DirecTV 
subscribers, or only make TNT or 
TBS available over AT&T Wire-
less,” said analyst Craig Moffett of 
research firm MoffettNathanson, 
referring to Time Warner networks.  
“But as a practical matter, those 
kinds of strategies are expressly 
prohibited by the FCC and antitrust 
law.”  Then there is the $85 billion 
that AT&T is handing over to Time 
Warner, almost 40 percent more 
than investors thought the company 
was worth a week ago.
Amy Yong, an analyst at Macquarie 
Capital, recalled many celebrated 
media deals of the past have turned 
into duds — in particular, Time 
Warner’s disastrous acquisition by 
AOL in 2001.  “If you look at his-
tory, it’s still an unproven” that big 
deals make sense, she said.  AT&T, 
she noted, was paying “a huge 
price.”
Still, Yong said that AT&T and other 
phone companies feel they have to 
act because the threats to their busi-
ness seem to be coming from every 
direction.  John Bergmayer of the 
public-interest group Public Knowl-

edge, which often criticizes media 
consolidation, warned of harm to 
consumers from the AT&T deal. He 
said, for example, AT&T might let 
wireless customers watch TV and 
movies from Time Warner without 
counting it against their data caps, 
which would make video from other 
providers less attractive.
MARKET MOVES: Shares of 
AT&T, as is typical of acquirers in 
large deals, fell on reports of a deal 
in the works on Friday, ending the 
day down 3 percent.  But the pros-
pect of more media acquisitions sent 
several stocks soaring Friday. Netflix 
and Discovery Communications 
each jumped more than 3 percent.  
Time Warner rose nearly 8 percent 
on Friday, and is now up 38 per-
cent since the start of the year.  The 
company has moved aggressively to 
counter the threat that sliding cable 
subscriptions poses to its business.  
Among other things, it launched 
a streaming version of HBO for 
cord-cutters and, alongside an 
investment in internet TV provider 
Hulu, added its networks to Hu-
lu’s live-TV service that’s expected 
next year.  The deal would make 
Time Warner the target of the two 
largest media-company acquisitions 
on record, according to Dealogic.  
The highest was AOL’s $94 billion 
acquisition of Time Warner at the 
end of the dot-com boom.  In that 
last deal, AOL paid entirely in its 
own stock, which then proceeded to 
crater.  This time, Time Warner is 
playing it safer.  It’s getting half of 
the deal in AT&T stock and half in 
cash.
TALI ARBEL, AP Business Writers
BERNARD CONDON, AP Business 
Writers

코트라, 벤츠·포드 
초청…구매전략 
설명회 등 진행
코트라(KOTRA)는 19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인 벤츠, 포드 관계자를 초청한 글
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연다고 밝혔다.  
글로벌 파트너링은 우리나라 부품소재 
기업이 해외 글로벌 기업과 손잡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벤츠와 포드 
구매 담당자 각각 9명과 5명이 찾는 이
번 사업 기간에는 구매전략 설명회, 일
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부품기업 공장
방문, 전시회 부스 운영 등이 진행된다.
    구매전략 설명회에는 국내 기업 100
개사, 심층상담과 공장방문에는 40개사
가 참여한다.  특히 구매전략 설명회는 
신청 접수가 4일 만에 마감되는 등 국내 
자동차부품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한
국을 자동차부품의 전략 구매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진 벤츠는 이 자리에
서 새로운 구매전략인 ‘로드맵 2025’와 
함께 신기술 경향에 맞춤 부품 소싱 전
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코트라 관계자
는 “수출이 어려운 시기에 벤츠와 포드
에서 대규모 방한단을 파견한 것은 희소
식”이라며 “우리 부품기업들이 글로벌 
완성차에 납품과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
링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MERCEDES-BENZ, 
FORD LOOK-
ING FOR GLOB-
AL PARTNERS IN 
SOUTH KOREA
Officials from global automakers 
Mercedes-Benz and Ford are in South 
Korea in search of the latest tech-

nology and auto parts that will help 
them in their development of next 
generation vehicles, a local trade 
agency said Wednesday.  Nine offi-
cials from Mercedes-Benz and five 
others from Ford Motor Co. will be 
joined by representatives from some 
100 South Korean automotive firms 
until Friday for one-on-one busi-
ness meetings and joint seminars, 
according to the state-run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
cy (KOTRA).  The five-day event, 
which began Monday, is part of an 
annual program hosted by KOTRA, 
Global Partnering, which has often 
led to actual business deals in the 
past.
   Gregory Hamel, a Ford director 
in charge of business strategy and 
indirect purchasing, has said the 
event offered a great chance to meet 
“new outstanding potential suppli-
ers,” according to KOTRA.  Jochen 

Schaefers, an official from Mer-
cedes-Benz, said his company was 
especially interested in finding global 
partners for batteries, displays, 
telematics and infotainment sys-
tems, also adding the firm planned 
to continue expanding its auto parts 
supplies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is the world’s 
fifth-largest automaking nation by 
output, with five automakers and 
thousands of suppliers producing 
over 10 million vehicles per year.   
“We will continue to expand the 
global partnering program to help 
expand outbound shipments of the 
country’s advanced auto parts mak-
ers, and also help them find global 
partners for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KOTRA 
said in a press release.    
b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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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 해제 따
낸 미얀마, 외국
투자 유치에 ‘박
차’
미얀마의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교장관이 19
년 만에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를 
끌어낸 데 이어 이번에는 외국투
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
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국
회는 지난 18일 기업설립 절차 간
소화를 골자로 새 투자법을 통과시
켰는데, 여기에는 미얀마 낙후 지
역에 신규 설립되는 내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최대 7년까지 면세한
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얀마 정부
는 새 투자법이 민주적 정권교체 
이후 오히려 감소한 외국인투자 활
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아웅산 수치 체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흡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지난 4∼7월 미얀마 외국인투
자 규모는 3억8천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26억 달러)의 14.6%에 
그쳤으며, 이에 수치 국가자문역은 
중국·태국·미국·인도 등을 돌며 투
자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수
치 국가자문역은 지난 22일 행정수
도 네피도에서 열린 2016 미얀마 
기업가정신 정상회의 행사에서 “
경제 발전은 민주적 체제의 정립에 
도움이 된다”면서 “정부만큼 성과
를 내길 원하는 이는 없다”고 강조
했다.  미얀마 정부의 경기부양 드
라이브는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초 윈 미얀마 재무장관은 “제조
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대거 육성
해 국내생산을 증진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기술적, 재정적 지
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
문가들은 미얀마 새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을 높여 
과거 군사정권과 연계해 천연자원 
개발을 독점한 재벌의 영향력을 약
화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
난 7일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면 해제했으나, 이전 미
얀마 군사정권과 관련 인물과 기업 
제재는 풀지 않고 있다.  국제인권
단체와 미국 정치권은 미얀마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부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hwangch@yna.co.kr

END TO US 
SANCTIONS A 
BOON 
MYANMAR 
ECONOMY, 
BUT WOES 
REMAIN 
KFC’s grinning Colonel Sand-
ers and his goatee are among 
the few prominent signs of U.S. 
brands or business in Myan-
mar’s biggest city, Yangon.  That 
will likely change after Presi-
dent Barack Obama ended most 
remaining U.S. sanctions against 
this fledgling democracy on Oct. 
7.  But much hinges on how the 
government led by former polit-
ical prisoner Aung San Suu Kyi 
revamps the country’s outdated 
laws and other policies.  The U.S. 
had earlier broad prohibitions 
on investment and trade imposed 
on this Southeast Asian country 
of about 60 million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more targeted 
restrictions that ended earlier this 
month were mostly on dealings 
with army-owned companies 
and officials and associates of 
the former ruling junta.  A ban 
on imports of jadeite and rubies 
from Myanmar also ended.
Up to now, the rush to invest in 
Myanmar has been dominated by 
Asian countries, especially Chi-
na, its main investor and trading 
partner during its years of isola-
tion.  Most U.S. businesses and 
many other Western ones stayed 
away, mindful of fines potentially 
in the millions of dollars and jail 
terms of up to 20 years.  For-
eign investment slowed earlier 
this year, as companies awaited 
changes in the investment law, 
company law and other regu-
lations.  For many Western, not 
just U.S. firms, restrictions on 
financial transactions in U.S. 
dollars, which are processed by 
banks doing business in the U.S., 
were the biggest constraint.  The 
garment industry could be one 

of the biggest beneficiaries of the 
end to sanctions.  The United 
States stopped giving Myanmar 
special market access under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
es in 1989 due to worker rights 
concerns.  When those benefits 
are restored on Nov. 13 it will 
regain the right to export about 
5,000 products to the United 
States duty-free.  
Myanmar was governed by a 
military junta for more than a 
half-century.  Nearly five years 
since it began its shift toward a 
civilian government and a year 
since Suu Kyi’s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party won a 
landslide election, the country 
is still just beginning to develop 
a modern financial sector and 
rebuild its crumbling roads, ports 
and buildings, many of which 
date to Britain’s colonial rule. 
The new leadership is grappling 
with extreme poverty, civil war 
with several ethnic minorities, 
rampant corruption and nar-
cotics and human trafficking.  
Massive illegal trade in goods like 
jade and timber continues.
The sanctions were just part of 
the problems laid out in a report 
by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July.  Chief com-
plaints included a decision by the 
city government in Yangon, the 
country’s commercial capital, to 
stop issuing the licenses for new 
parking spaces that are required 
to buy new vehicles.  That was a 
blow to big foreign automakers 
like Chevy and Toyota that want 
to sell new cars there, but a boon 
for the already thriving trade in 
used vehicles from Japan, left-
hand cars and trucks widely used 
on Myanmar’s right-hand drive 
roads.  Still, the country’s young, 
inexpensive workforce and low 
living standards offer huge po-
tential for growth.  GE, on its 
website, describes Myanmar as 
a “new sweet spot” for growth 
in Southeast Asia.  Japanese and 
other Asian investors have been 
piling in.
Aeon, Japan’s equivalent of 
Walmart, opened an office in 
Yangon in 2014 and has a thriv-
ing microfinance business.  Its 
first supermarket in Myanmar, a 

joint venture with 
a local retailer, 
opened in the city’s 
Okalapa township 
in late September, 
offering thousands 
of products, most 
of them imported 
from Thailand.
Even the KFC, 
which opened 
across the street 
from Yangon’s Bo-

gyoke Market in 2015, is a fran-
chise set up by Singapore-listed 
Myanmar conglomerate Yoma 
Strategic Holdings.
Some other major U.S. brands 
got a head start, including Co-
ca-Cola, which has a factory 
producing for the local market.  
Ball Corp. has a factory in Yan-
gon’s Thilawa Special Economic 
Zone making cans for Co-
ca-Cola. MasterCard is expand-
ing in the area of ATM cards.  
GE is active in energy and other 
sectors and leases Boeing 737-
800s to the country’s national 
airlines.  ConocoPhillips and 
Chevron have stakes in oil and 
gas exploration and development.  
Some U.S. businesses, like Cat-
erpillar, have distribution tie-ups 
in Myanmar with local or oth-
er foreign companies.  But the 
total $248 million U.S. compa-
nies have committed since 1988 
amounts to less than 1 percent of 
total foreign investment of about 
$60 billion.  China has invested 
more than $25 billion, according 
to Chinese figures.  Trade with 
the U.S. has also been modest.
Myanmar’s imports from the U.S. 
totaled $227 million in 2015, 
while exports from Myanmar 
to the U.S. amounted to $142 
million, mostly dried peas, rattan 
and wood products and travel 
goods like backpacks, according 
to the U.S. Trade Representative’s 
website.  The lifting of sanctions 
is bound to benefit big players 
no longer on the sanctions lists, 
like the ex-junta chief, Than 
Shwe, and Stephen Law, found-
er of one of the nation’s largest 
conglomerates, whose late father 
was once described by Treasury 
as one of the world’s key heroin 
traffickers.  But at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there likely will 
be little immediate impact, said 
Jes Kaliebe Petersen of Phandee-
yar, a local non-profit devoted 
to helping start-ups and entre-
preneurship.  Ending sanctions 
has a “signal value,” suggesting 
lower risks of doing business in 
Myanmar, says Petersen, who is 
Danish.  What remains, though, 
are problems typical of a frontier 
economy, such as a dysfunction-
al financial system, bad roads, 
and a legal system that has yet 
to catch up with the country’s 
political evolution.
ELAINE KURTENBACH, AP Business 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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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의 사회 보장제 수혜자들
과 정년 퇴직인구의 내년 연금 수
령액이 0.3퍼센트로 미미하게 인상
된다. 이는 지난 50년간 기록적으
로 낮은 인상률이다. 내년 연금 수
령액 인상률이 낮은 이유는 물가 
인상률이 낮기 때문인데, 저렴한 
연료 값이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
다. 연방 정부는 생계비 지수에 따
른 임금 인상 (cost-of-living ad-
justment, 이하 COLA) 기준을 화
요일에 발표했다. COLA 는 7000
만 이상의 인구에 영향을 끼칠 것
으로 전망되며, 이는 미국 인구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현재 
평균 월 연금 수령액은 $1,238이
며, 이의 0.3퍼센트인 약 $4가 매달 
추가 지급된다. 
시니어에게 좋지 않은 소식은 이게 
다가 아니다. 대게 연금에서 제외
되어 있는 건강 보험 B보험료의 가
격이 내년 즈음 큰 폭으로 상승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으레 법적으로 
건강 보험의 비용이 증가 할 때에
는 증가 폭이 COLA를 넘지 않도
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연금 수령
자들이 이 법에 의해 보호되며 이 
계층을 일컬어 “손해 면제 계층”이
라고 부른다. 
하지만, 신규 등록자들이나 고소득
층 은퇴 인구는 면제 계층에 속하
지 않으며, 따라서 건강 보험비용
의 증가에 의한 막대한 피해를 입
을 수 있는 실정이다. 보험료는 금
년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6000
만을 웃도는 은퇴 인구, 장애 노
동계층, 배우자와 자녀들이 연금
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COLA
는 400만 가량의 장애 참전 용사
들, 250만 가량의 정년 퇴직 인구, 
그리고 800만이 보족적 임금 혜택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이하 SSI)을 받는 저소득층 인구
를 위한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끼
친다. SSI를 받는 다수가 연금 수
령 계층에 속한다. 2008년 이후부
터 COLA는 2011년 2퍼센트를 제
외하고는 이 수치를 넘은 적이 없
었으며, 3번이나 0퍼센트를 기록한 
바 있다.
법적으로, COLA 는 도심에서 근
무하는 노동 계층과 사무직 노동 
계층의 임금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미국 노동부 
(Bureau of Labor Statistics, 이하 
BLS) 에서 계산된다. BLS는 7-9월 
세 달 동안 음식, 거주 환경, 의류, 
교통수단, 에너지, 건강 보험, 휴식 
그리고 교육 등의 분야에서 가격의 
변화를 측정한 후 COLA를 계산한
다. 만약 물가가 상승했다면 혜택 
또한 증가하고, 만약 물가가 하락
하거나 유지될 경우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9월 물가 발표에 의하면, 
작년 한 해 건강 보험 가격이 5퍼센

트 증가한 대 반해, 가스 가격은 6
퍼센트 이상 하락했다. 시니어들은 
건강 보험 가격 인상에 더 큰 영향
을 받는다. 
몇몇 지지자들이 정부의 물가 측
정 방식이 노인 인구 계층의 소비 
성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
고 불평하는 가운데, 연금 지급 기
준 금액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
다. 현재 국민 연금은 연봉 중 첫 
$118,500에 12.4%로 세금을 매겨, 
절반은 노동자가, 다른 절반은 고
용주가 지불하는 형식인데, 이 금
액이 내년 $127,200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약 17300만명의 노
동자들이 내년 연금 세금을 낼 예
정인데, 이 중 1200만 여명은 달라
진 정책 때문에 높은 세금을 지불
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는 예상
했다.

SOCIAL SECU-
RITY RECIPI-
ENTS TO GET 
TINY INCREASE 
IN BENEFITS 
Millions of Social Security 
recipients and federal retirees 
will get a 0.3 percent increase 
in monthly benefits next year, 
the fifth year in a row that older 
Americans will have to settle for 
historically low raises.  There 
was no increase this year.  Next 
year’s benefit hike will be small 
because inflation is low, driven 
in part by lower fuel prices.  The 
federal government announced 
the cost-of-living adjustment, 
or COLA, Tuesday.  By law, 
the COLA is based on a gov-
ernment measure of consumer 
prices.  The COLA affects more 
than 70 million people — about 
1 in 5 Americans.  The average 
monthly Social Security payment 
is $1,238. That adds up to a 
monthly increase of less than $4 
a month.
More bad news for seniors: 
Medicare Part B premiums, 
which are usually deducted from 
Social Security payments, are 
expected to increase next year 
to the point in which they will 
probably wipe out the entire 
COLA.  By law, increases in pre-
miums for most Medicare recip-
ients cannot exceed their Social 
Security COLA.  That’s known 

as the “hold harmless” provision, 
and it protects the majority of 
Medicare recipients.
However, new enrollees and 
high-income retirees are not 
covered by the hold harmless 
provision, so they could face 
higher Medicare premiums.  
Those premiums will be an-
nounced later this year.  Millicent 
Graves, a retired veterinary tech-
nician, says Medicare and sup-
plemental insurance premiums 
eat up nearly a third of her $929 
monthly Social Security payment.  
And don’t tell the 72-year-old 
from Williamsburg, Virginia, that 
consumer prices aren’t going up.  
She says her insurance premiums 
went up by $46.50 this year, and 
her cable TV, internet and phone 
bill went up, too.
“I just lose and lose and lose and 
lose,” Graves said.
More than 60 million retir-
ees, disabled workers, spouses 
and children get Social Security 
benefits.  The COLA also affects 
benefits for about 4 million dis-
abled veterans, 2.5 million federal 
retirees and their survivors, and 
more than 8 million people who 
get Supplemental Security In-
come, the disability program for 
the poor.  Many people who get 
SSI also receive Social Security.  
Since 2008, the COLA has been 
above 2 percent only once, in 
2011.  It’s been zero three times.
By law, the cost-of-liv-
ing adjustment is based on the 
Consumer Price Index for Ur-
ban Wage Earners and Clerical 
Workers, or CPI-W, a broad 
measure of consumer pric-
es generated by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It measures 
price changes for food, housing, 
clothing, transportation, ener-
gy, medical care, recreation and 
education.  The COLA is calcu-
lated using the average CPI-W 
for July, August and September.  
If prices go up, benefits go up.  If 
prices drop or stay flat, benefits 
stay the same.
Gasoline prices have fallen by 
more than 6 percent over the past 
year, according to the September 
inflation report, while the cost 
of medical care has gone up by 
more than 5 percent.  For seniors 
who don’t drive much, they don’t 
get the full benefit of low gas 
prices, said Max Gulker,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Americ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Many seniors, however, spend 
more of their income on health 
care.
Some advocates complain that 
the government’s measure of 
inflation doesn’t reflect the 
costs many older Americans 
face.  They note that the index 
measures prices for urban wage 
earners, not retirees.
“As prescription prices skyrock-
et and Medicare premiums and 
other health costs increase, many 
older Americans have under-
standable concerns,” said AARP 
CEO Jo Ann Jenkins.
Vermont Sen. Bernie Sanders, 
who unsuccessfully ran for the 
Democratic nomination for pres-
ident, said, “Seniors and disabled 
veterans need more help than a 
few extra dollars in their month-
ly checks.  These are the people 
who built this country — our 
parents, our grandparents and 
our soldiers.”
Sanders has been pushing to 
expand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years.  His opponent in the 
Democratic presidential primary, 
Hillary Clinton, has embraced 
the idea of expanded benefits 
for certain low-income retirees.  
Clinton would pay for it by rais-
ing taxes on “the highest-income 
Americans.”
Social Security has been large-
ly absent from the presidential 
campaign.  Breaking with oth-
er Republicans, GOP nominee 
Donald Trump has pledged not 
to cut benefits.  However, he has 
offered few specifics on how he 
would address Social Security’s 
long-term financial problems.  
Social Security is financed by 
a 12.4 percent tax on the first 
$118,500 of annual wages, with 
the worker paying half and the 
employer paying the other half.  
The amount of wages subject 
to the payroll tax will go up to 
$127,200 next year,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aid.  
About 173 million workers will 
pay Social Security taxes next 
year — about 12 million of them 
will face higher taxes because of 
the higher cap, the agency said.
___
STEPHEN OHLEMACHER, Associated Press 
Associated Press writers Josh Boak and Ricardo 

Alonzo-Zaldivar contributed to this report.

___
Online:
Social Security Interactive: http://hosted.
ap.org/interactives/2015/social-security/

연금 수령액의 미미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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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S FALL 
AS EARNINGS 
HIT CONSUM-
ER NAMES LIKE 
WHIRLPOOL 
U.S. stocks are slipping Tuesday 
as corporate earnings dominate 
the news and consumer compa-
nies like athletic apparel maker 
Under Armour and appliance 
maker Whirlpool absorb their 
largest losses in years. Howev-
er strong results for household 
goods maker Procter & Gamble 
are sending its stock higher.
KEEPING SCORE: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shed 47 
points, or 0.3 percent, to 18,175 
as of 2:50 p.m. Eastern time. The 
Standard & Poor’s 500 index lost 
7 points, or 0.2 percent, to 2,144. 
The Nasdaq composite fell 27 
points, or 0.5 percent, to 5,282.
BAD FIT: Under Armour re-
ported its slowest sales growth in 
six years and said its future sales 
won’t be as strong as it expect-
ed a year ago. Its stock tumbled 
$5.07, or 13.4 percent, to $32.83 
and is headed for its biggest loss 
since 2009. Under Armour traded 
above $50 a share a little more 
than a year ago.
PAINT IT BLACK: Paint and 
coatings maker Sherwin-Wil-
liams posted a profit that was 
smaller than expected. The 
company cut its annual guidance 
because of slower sales growth 
combined with spending on new 
stores. Its stock lost $27.55, or 
9.9 percent, to $250.44, its worst 

one-day decline in seven years.
FOCUS: Procter & Gamble, the 
company that makes Tide deter-
gent and Charmin toilet paper, 
is on track for its best day in 
three years after it reported better 
results than investors expected. 
The consumer products giant has 
been selling some businesses to 
cut costs, and it posted stronger 
sales of personal care products 
like toothbrushes and deodor-
ants. Its stock rose $3.38, or 4 
percent, to $87.48.
ALL WET: Appliance maker 
Whirlpool’s results fell far short 
of analyst projections and sent 
the stock to its largest loss in 
five years. The maker of May-
tag and KitchenAid products 
sank $19.58, or 11.5 percent, to 
$150.88,
A GUSHER: Oil and gas drilling 
services company Baker Hughes 
disclosed a smaller loss than in-
vestors expected. Investors were 
also pleased that Baker Hughes 
is preparing to cut more costs. 
The company said it plans to 
eliminate $650 million in spend-
ing this year, up from the $500 
million it had planned to cut. It 
climbed $2.36, or 4.5 percent, to 
$54.51.
SLOWING TO A TRICKLE: 
Waters Corp., which makes 
products used in drug develop-
ment, announced weak revenue 
as demand from governments, 
research institutions and indus-
tries fell. The stock slid $18.40, 
or 11.7 percent, to $139.35.
AIMING HIGH: Aerospace 
and defense company Lock-
heed Martin surpassed investor 
forecasts and raised its pro-

jections for the year. Its stock 
gained $16.61, or 7.2 percent, to 
$248.77, its biggest leap in eight 
years.
TAP THE BRAKES: Gener-
al Motors had a strong quarter 
but investors sent its stock down 
$1.36, or 4.1 percent, to $31.62. 
U.S. auto sales have recently 
shown signs of slowing from a 
record high, which has investors 
worried about GM’s growth.
MERCK MAKES MORE: 
Drugmaker Merck raised its 
forecasts after it reported a bigger 
profit on greater sales of vac-
cines and cancer medicines. The 
company has also been trying to 
keep is spending in check. The 
stock rose $1.19, or 2 percent, to 
$61.94.
3M GETS STUCK: 3M, which 
makes Post-it notes, industrial 
coatings and ceramics, fore-
cast weaker sales growth and a 
smaller profit for the year. The 
stock declined $5.26, or 3.1 per-
cent, to $166.01.
GOING UP: Elevator and jet en-
gine manufacturer United Tech-
nologies raised its annual forecast 
after its third-quarter profit sur-
passed analyst estimates. Its stock 
gained $2.50, or 2.5 percent, to 
$102.02.
THIS WON’T GET GOOD 
RATINGS: Media and marketing 
information company Nielsen 
took its biggest loss ever after it 
reported shaky results and cut its 
guidance. Nielsen stock tum-
bled $8.06, or 14.7 percent, to 
$46.87.
CONSUMER CONFIDENCE: 
American consumers felt less 
confident this month, according 

to the Conference Board. Con-
sumer confidence was lower than 
expected. The measurement rose 
to a 20-month high in Septem-
ber.
OIL: Benchmark U.S. crude 
lost 56 cents, or 1.1 percent, to 
$49.96 per barrel in New York. 
Brent crude, the internation-
al standard, fell 67 cents, or 1.3 
percent, to $50.79 a barrel in 
London.
BONDS: Bond prices rose. The 
yield on the 10-year Treasury 
note fell to 1.76 percent from 
1.77 percent.
OTHER ENERGY TRADING: 
Wholesale gasoline stayed at 
$1.50 a gallon. Heating oil lost 
2 cent to $1.56 a gallon. Natural 
gas sank 6 cent, or 2 percent, to 
$2.77 per 1,000 cubic feet.
METALS: The price of gold rose 
$9.90 to $1,273.60 an ounce. 
Silver jumped 18 cents, or 1 per-
cent, to $17.78 an ounce. Copper 
rose 5 cents, or 2.2 percent, to 
$2.14 a pound.
CURRENCIES: The dol-
lar slipped to 104.21 yen from 
104.24 yen. The euro rose to 
$1.0898 from $1.0879.
OVERSEAS: In Britain the 
FTSE 100 rose 0.4 percent while 
France’s CAC 40 lost 0.3 percent 
and the DAX in Germany was 
little changed. Japan’s Nikkei 225 
rose 0.8 percent and South Ko-
rea’s Kospi fell 0.5 percent. The 
Hang Seng in Hong Kong slipped 
0.2 percent.
___
AP Markets Writer Marley Jay can be 
reached at http://twitter.com/Marley-
JayAP His work can be found at http://
bigstory.ap.org/journalist/marley-jay

ASIAN STOCKS 
MIXED AFTER 
ECONOMIC 
DATA 
Asian stocks were mixed on 
Tuesday as upbeat reports on 
manufacturing in the U.S. and 
Europe were followed by weak 
growth data from South Korea, 
Asia’s fourth-largest economy.

KEEPING SCORE: Japan’s 
Nikkei 225 rose 0.7 percent 
to 17,354.68 while South Ko-
rea’s Kospi fell 0.5 percent to 
2,036.86. Hong Kong’s Hang 
Seng index dipped 0.1 percent 
to 23,575.31 and the Shanghai 
Composite index also edged 0.1 
percent lower, to 3,124.89. Aus-
tralia’s S&P/ASX 200 gained 0.6 
percent to 5,438.60. Markets in 

Southeast Asia were mixed.

SLOWING GROWTH: The 
Bank of Korea said South Ko-
rea’s third-quarter growth 
slowed to its lowest level in 
more than a year, expanding 2.7 
percent over a year earlier or 0.7 
percent from the previous quar-
ter. Manufacturing saw its largest 
decline in more than five years 
thanks to Samsung’s Galaxy 
Note 7 recalls and a strike at 
Hyundai Motors. “Korea’s econ-
omy lost momentum in the third 
quarter of 2016, and we expect 
growth will struggle in the com-
ing quarters due to a combina-
tion of rising domestic headwinds 
and subdued global demand,” 
Krystal Tan of Capital Economics 
said in a commentary.

BUSINESS IN US, EUROPE: A 
survey of U.S. manufacturing 
climbed to its highest level in a 

year, while a purchasing manag-
ers’ index, or PMI, compiled by 
research firm IHS Markit showed 
business activity across the eu-
rozone grew at its fastest pace so 
far this year in October.

ANALYST’S TAKE: “On the 
data front, PMI manufacturing 
readings improved for the U.S., 
Japan and Europe,” Mizuho 
Bank said in a daily commentary. 
“This continues to point to on-
going recovery in G3 economies 
though at a modest pace.”

WALL STREET: U.S. stocks 
finished higher on Monday as 
a spate of corporate dealmak-
ing over the weekend boosted 
investor sentiment.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gained 
77.32 points, or 0.4 per-
cent, to 18,223.03. The Stan-
dard & Poor’s 500 index rose 
10.17 points, or 0.5 percent, to 

2,151.33. Thanks to the big gains 
for tech companies, the Nasdaq 
composite climbed 52.42 points, 
or 1 percent, to 5,309.83.

OIL: Benchmark U.S. crude lost 
1 cent to $50.51 per barrel in 
New York. The contract closed 
33 cents lower at $50.52 a barrel 
on Monday. Brent crude, the in-
ternational standard, fell 8 cents 
to $51.38 a barrel in London.

CURRENCIES: The dollar rose 
to 104.44 yen from 104.30 yen. 
The euro edged up to $1.0878 
from $1.0875.

YOUKYUNG LEE, AP Business 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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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의 품격에 걸맞은 은퇴식이
었다.  ‘살아있는 전설’ 박세리(39·
하나금융그룹)의 은퇴에는 외국 주
요 매체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 회원인 
박세리가 13일 인천 스카이72 골
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
언십 1라운드를 마치고 은퇴식을 
개최하자 AP통신과 미국 골프채
널, 골프다이제스트, 골프위크 등
에서도 ‘전설의 은퇴’를 주요 뉴스
로 다뤘다.  AP통신은 14일 “박세
리가 눈물 속에 홈 팬들의 환대를 
받으며 명예의 전당에 가입했던 선
수 경력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
다.  AP는 “18번 홀 내내 울면서 경
기를 펼친 박세리는 리틀엔젤스 어
린이 합창단의 노래와 헌정 영상, ‘
세리’ 모자를 쓴 동료 선수들과 팬
들의 인사 속에 은퇴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묘사하며 “박세리가 신
인 시절이던 1998년에 보여준 활
약은 낸시 로페스 이후 여자 골프
의 최대 부흥기를 가져왔다”고 평
가했다.
    골프위크는 “선수 시절 탁월한 
업적을 남긴 박세리가 여왕의 품격
에 걸맞은 은퇴식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골프위크
는 “이번 시즌 34명의 한국 선수가 
L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27명이 우승 경력이 있
다”며 “박세리가 1998년 US오픈에
서 우승한 것은 골프에 엄청난 영
향을 미쳤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골프다이제스트는 최근 LPGA 투
어의 ‘샛별’로 떠오른 브룩 헨더슨
(캐나다)의 트위터 내용을 소개했
다.  헨더슨은 자신의 트위터에 ‘박
세리의 LPGA 투어 마지막 퍼트!  
그는 믿기 어려운 결과 그 이상의 
놀라운 존재’라고 박세리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골프채널 역시 ‘골프 센트럴’이
라는 프로그램에서 박세리 은퇴를 
주요 소식으로 다루며 “박세리가 
한국에서 경기력 외에 선수의 자세
와 태도,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가
르치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RETIRING GOLF 
LEGEND PAK 
SE-RI FETED IN 
CEREMONY AT 
FINAL TOURNA-
MENT
Retiring South Korean golf legend 
Pak Se-ri was feted in a ceremony 
held at her final tournament here on 
Thursday, with her fellow players 
bidding her a teary farewell.  Pak, 
39, has already played her final U.S. 
event at the U.S. Women’s Open 
in California in July, but decided 
to make one last appearance at the 
LPGA KEB Hana Bank Champion-
ship, the only LPGA event held in 
her native country each year.  She 
played the first round in the final 
pairing with defending champion 
Lexi Thompson and Feng Shanshan 
of China.  Pak wiped away tears as 
she finished a round at eight-over 
80, the worst score in the field with 
a birdie and nine bogeys, and she 
promptly withdrew from the event.  
Despite Pak’s adventurous round, 
her pairing enjoyed a sizable fol-
lowing.  At the start of the day, fans 
were given pink commemorative 
towels with the inscription, “Thank 
You Seri. We Love You.”

   And during the ceremony held af-
ter Pak’s round on the 18th hole, the 
golfer was joined by Park In-bee, 
whom Pak coached to the Olym-
pic gold medal in Rio de Janeiro in 
August, and Choi Na-yeon, a nine-
time LPGA winner, among others.  
Park and Choi are part of the gener-
ation of golfers -- collectively called 
“Se-ri’s Kids” -- inspired by Pak 
to pick up golf.  The giant screen 
set up next to the 18th green played 
a video clip in tribute to Pak. Choi 
Kyoung-ju, an eight-time PGA Tour 
winner, and others tipped their caps 
to pay their respects.
   Pak made a sensational LPGA 
debut in 1998, putting together one 
of the most remarkable rookie years 
in history.  She grabbed two majors 
among her four victories en route to 
winning the Rookie of the Year.  She 
was also named the Associated Press 
Female Athlete of the Year for 1998.  
With 25 tour wins and five majors, 
Pak joined the World Golf Hall of 
Fame in 2007.  She remains the only 
Korean member there.  She is also 
remembered as one of golf’s most 
important pioneers, having inspired 
the likes of Park, Choi and also Shin 
Ji-yai, a former world No. 1 with 
two major titles.
   Pak was also a beacon of hope 

for South Koreans.  Her meteoric 
rise in women’s golf coincided with 
the financial crisis in her native land 
in the late 90s, and her heroics on 
the links were regarded as a source 
of courage for the struggling peo-
ple.  Pak said the occasion hadn’t 
hit her until she arrived at the first 
tee Thursday, and she was finally 
overcome with emotions on the 18th 
hole.
   “I’d kept my focus the whole day, 
and then tears started flowing on 
the 18th tee,” Pak said at her post-
round press conference.  “I almost 
couldn’t hit my tee shot.  And I 
realized there were so many people 
watching me on that hole.  I loved 
the scenery.  This felt as great as 
winning a tournament.”  Pak said 
she couldn’t sleep well Wednesday 
night because of the magnitude of 
her retirement but added, “I’ve never 
regretted my decision to retire.”  She 
said she is confident that Korean golf 
is in good hands, with “Se-ri’s Kids” 
having dominated the tour for years.
   “I’m proud of them,” Pak said. “I 
hope there will be even more of such 
great players so that they can keep 
carrying Korean golf.”  
By Yoo Jee-ho 
jeeho@yna.co.kr

FEILHABER 
ASSURES 
SPORTING 
KC PLAYOFF 
SPOT, TOPS 
SAN JOSE 2-0 
Benny Feilhaber had a goal and 
an assist, Tim Melia had four 
saves and Sporting Kansas City 
secured a playoff spot with a 2-0 
victory over San Jose in the reg-
ular-season finale Sunday.

Feilhaber scored his seventh 
goal on a penalty kick in the 7th 
minute and assisted on Graham 
Zusi’s goal in the 88th minute. 
After a turnover Feilhaber feed 
the ball right to Zusi, who put 
a hard shot into the top right 
corner for his second goal. It was 
Feilhaber’s 13th assist.
   Kansas City (13-13-8) moved 
up a spot to the fifth-seeded in 
the Western Conference and will 
play at fourth-seeded Seattle on 
Thursday in the knockout round.  
San Jose (8-12-14) was already 
eliminated from the playoffs.
   Melia earned his eighth shutout 
to help KC get just its second win 
in seven matches.

SPORTING KC’S 
BRAD DAVIS 
ANNOUNCES 
RETIREMENT 
FROM SOCCER 
Sporting Kansas City midfield-
er Brad Davis says he will retire 
from professional soccer after a 
15-year career that included two 
MLS Cup titles and six All-Star 
selections.
   The 34-year-old Davis has 
60 goals and 132 assists in 419 
games in Major League Soccer.

   He announced his retirement 
Sunday.  Davis will be remem-
bered primarily for 10 seasons 
with Houston, where he helped 
the Dynamo win MLS Cup titles 
in 2006 and 2007.  He also led 
them to championship games in 
2011 and 2012, and remains their 
career leader in starts, games 
played and assists.
   Davis, who also played for 
the MetroStars and Dallas Burn, 
joined Sporting KC in January.  
He has three goals and two as-
sists this season.

박세리, 눈물의 은퇴식…AP통신 등 
외신들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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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2016
년 스포츠영웅에 
‘피겨 여왕’ 김연
아
피겨 여왕’ 김연아(25)가 대한체
육회 2016년 스포츠영웅에 선정
됐다.  체육회는 18일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 정성평가와 국민지지
도 정량평가 등을 합산한 결과 김
연아가 올해의 스포츠영웅으로 선
정됐다”고 발표했다.  체육회 스포
츠영웅 선정위원회는 8월 초부터 9
월 말까지 일반 국민, 추천단, 체육
단체,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선
수 및 지도자 41명, 체육발전 공헌
자 13명 등 총 54명의 후보를 추천
받았다.
    이후 2차 심사와 추천 과정을 거
쳐 최종 후보자로 김연아, 박세리, 
박찬호, 차범근, 고(故) 김일, 고 이
길용 등 6명을 선정한 바 있다.  체
육회는 최종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
내 스포츠발전 공헌도, 국위 선양 
공헌도, 사회적 역할 모델로서 상
징성, 환경적 제약 극복 등 정성평
가를 시행하고 국민지지도 조사를 
추가한 결과 1위에 오른 김연아를 
올해의 스포츠영웅에 선정했다.
    스포츠영웅은 역경과 고난을 이
겨내고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며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한 체육인
을 국가적 자산으로 예우하기 위
해 2011년부터 선정하기 시작됐다.  
그동안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
라톤 금메달리스트 고 손기정을 시
작으로 고 김성집, 서윤복, 고 민관
식, 장창선, 양정모, 박신자, 김운용 
등이 스포츠영웅에 선정됐다.  김
연아에 대한 명예의 전당 헌액식은 
11월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
크텔에서 열린다.   emailid@yna.
co.kr

EX-OLYMPIC 
FIGURE SKAT-
ING CHAMP TO 
ENTER SOUTH 
KOREA’S 
SPORTS HALL 
OF FAME
Former Olympic figure skat-
ing champion Kim Yu-na will 
enter South Korea’s sports Hall 
of Fame, the national Olympic 
committee announced on Tues-
day.  The Korean Olympic Com-
mittee (KOC) said Kim, women’s 
figure skating gold medalist at 

the 2010 Vancouver Olympics, 
has been named to its “sports 
hero” for 2016.  The 26-year-
old took the honor after a panel 
of experts at the KOC’s sports 
hero selection committee eval-
uated her contribution to sports 
development and national pres-
tige.
   Kim was among the six fi-
nal candidates for the KOC’s 
top sports honor.  The final list 
included former major league 
pitcher Park Chan-ho, LPGA 

The last time the Cleveland 
Indians won the World Se-
ries, Dewey led Truman in the 
polls.  The Chicago Cubs’ last 
title was 13 days after the first 
Ford Model T car was complet-
ed.   Lovable losers known for 
decades of defeat meet in this 
year’s championship, a combined 
174 seasons of futility facing off 
starting Tuesday night at Pro-
gressive Field.
    Cleveland’s last title was in 
1948, when 16 teams from the 
East Coast to St. Louis competed 
in a just-integrated sport.  The 
Cubs are trying to win for the 
first time since 1908 , a dead 
ball-era matchup at a time home 
runs were rarities along with 
telephones.  No player is alive 
from the last championship Cubs 
or even the last to make a Series 
appearance — Tuesday marks 
the 25,948th day since the Cubs’ 
Game 7 loss to Detroit in 1945.  
One player remains from the 
1948 Indians, 95-year-old Eddie 
Robinson.
   “It seems like it’s just forever,” 
Robinson said Monday from 
his home in Fort Worth, Texas. 
“When we got home from Bos-
ton, there was a monumental 

parade.  It just looked like every-
body in Cleveland came out on 
Euclid Avenue.”
   One team’s fans will let loose 
with the celebration of a lifetime.  
But while history weighs on the 
supporters, Cubs manager Joe 
Maddon focuses his players with 
a now-centered battle cry of 
“Win the Inning!”
   Both teams worked out un-
der cloudy skies Monday as the 
new 59-by-221-foot score-
board behind the left-field 
seats — the largest in the major 
leagues — trumpeted the Si-
syphean matchup.  While the 
Cubs play in Wrigley Field, the 
102-year-old brick-and-ivy 
jewel on Chicago’s North Side, 
the Indians are in a 22-year-old 
throwback-style ballpark origi-
nally called Jacobs Field.  Led by 
Kris Bryant and Anthony Rizzo, 
the Cubs led the major leagues 
with 103 wins during the regular 
season, then beat San Francisco 
and Los Angeles in the playoffs. 
But since the playoffs expanded 
in 1995, only four teams with the 
best regular-season record won 
the title: the 1998 and 2009 New 
York Yankees, and the 2007 and 
2013 Boston Red Sox.

   “I promise you, our guys are 
going to be in the present tense,” 
Maddon said.  “I think we all 
have a tremendous amount of 
respect for history and what’s 
happened before us or not hap-
pened before us.  But, you know, 
you go in that room right now, 
they’re very young. Really not 
impacted by a lot of the lore.”
   Jon Lester, 7-1 in his career 
against Cleveland, starts for the 
Cubs and Corey Kluber opens for 
the Indians.  Lester is 2-0 with 
a 0.86 ERA in three postseason 
starts this year and 3-0 with 
a 0.43 ERA in a trio of Series 
outings.  He learned to prepare 
from watching Curt Schilling and 
Josh Beckett in Boston.  Klu-
ber pitched shutout ball twice in 
the playoffs before allowing two 
runs in five innings in Game 4 at 
Toronto. 
   Both teams were dealing with 
injuries that caused changes in 
planning.  Chicago included out-
fielder Kyle Schwarber, out since 
tearing knee ligaments on April 
7.  He played a pair of games in 
the Arizona Fall League, going 
1 for 6 with a double and two 
walks.
   Cleveland, juggling all year 

because of health mishaps, put 
on pitcher Danny Salazar, who 
could start Game 4.  The All-
Star right-hander has not pitched 
since Sept. 9 because of forearm 
tightness but threw a simulated 
game Sunday.
   Indians second baseman Ja-
son Kipnis was dealing with a 
sprained left ankle, hurt when he 
jumped and shortstop Francisco 
Lindor accidentally stepped on 
his foot while celebrating the last 
out of the ALCS.
   Cleveland fell three outs short 
of the 1997 title when Jose Mesa 
blew a one-run lead in the ninth 
inning of Game 7 at Florida and 
an error by second baseman 
Tony Fernandez led to the Mar-
lins’ winning run in the 11th.  
The Series starts just after a 
ceremony across the street when 
LeBron James and the Cava-
liers receive championship rings 
before their opener celebrating 
this year’s NBA title, the first 
for Cleveland’s big league teams 
since the NFL’s Browns in 1964.
___
RONALD BLUM, AP Baseball Writer 
AP Sports Writer Jay Cohen in Chicago con-
tributed to this report.

Hall of Famer Pak Se-ri, football 
star Cha Bum-kun, late profes-
sional wrestling icon Kim Il and 
late sports reporter Lee Kil-yong.  
From August to September, the 
KOC received recommendation 
from public, sports writers and 
its member organization.  A total 
of 54 candidates were on the 
initial list, but the selection com-
mittee later trimmed it to six.  
   The KOC said the ceremony 
for Kim Yu-na’s Sports Hall of 
Fame induction will be staged 
on Nov. 23.  Since 2011, the 
KOC’s Hall of Fame has been 
honoring those who promot-
ed South Korea internationally 
with sports-related activities.  It 
not only evaluates their achieve-
ments, but also their adequacy as 
a role model for society and how 
they overcame obstacles.  Previ-
ous inductees include late Sohn 
Ki-jung, who won the marathon 
event at the 11th Summer Olym-
pics in 1936 when South Korea 
wa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former wrestler Yang Jung-
mo, South Korea’s first Olympic 
champion, and Park Shin-ja, 
former MVP at the World Wom-
en’s Basketball Championships.   
kdon@yna.co.kr

NEXT YEAR HERE: LOVABLE LOSERS CUBS, 
INDIANS MEET IN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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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RAINER: 
$300K CAM-
PAIGN TO RES-
CUE DORO-
THY’S RUBY 
SLIPPERS 
It will take more than three 
clicks of the heels to restore 
the ruby slippers that whisked 
Dorothy back to Kansas at the 
end of “The Wizard of Oz.”  The 
slippers, which for more than 
30 years have been one of the 
most beloved items at the Smith-
sonian’s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were crafted al-
most 80 years ago by the MGM 
Studios prop department.  Like 
most movie props, they weren’t 
built to last.  Now, the frayed 
shoes aren’t even ruby-colored 
anymore — they’re more like a 

dull auburn.
On Monday, the Smithsonian 
asked the public to help save the 
slippers, launching a Kickstarter 
campaign to raise $300,000.  In 
addition to restoring the shoes’ 
color, the money will go to-
ward a technologically advanced 
display case that will preserve 
them for future generations.  The 
Smithsonian’s museums are fed-
erally funded, but the institution 
frequently solicits private and 
corporate contributions for major 
projects that its budget doesn’t 
cover.  This is the Smithsonian’s 
second Kickstarter campaign.  
In 2015, the National Air and 
Space Museum raised $700,000 
through the crowd-funding site 
to preserve the spacesuit that Neil 
Armstrong wore when he walked 
on the moon.
“This particular pair of ruby 
slippers really belongs to the 
American people, and so we 
thought as we sought support 

that we would invite the public 
to join us on this journey to help 
preserve them for the next gener-
ation,” said Melinda Machado, a 
museum spokeswoman.
The shoes are the most recog-
nizable prop for the beloved 
1939 musical, their deep red hue 
dazzling audiences when the 
movie made its dramatic tran-
sition from black-and-white to 
Technicolor.  They have been on 
near-constant display since they 
were anonymously donated to 
the museum in 1979.  Preserv-
ing them is more complicated 
than it might appear, Macha-
do said.  The slippers contain a 
dozen different materials.  The 
gelatin-based sequins are a relic 
from the infancy of plastic.  They 
also include glass beads and red 
felt on the soles that was used 
to muffle their sound when Judy 
Garland wore them during dance 
sequences.
“We’re going to have to do a lot 

of scientific research to come 
up with a treatment plan that is 
compatible with all of the differ-
ent materials,” Machado said.
As of Tuesday morning, donors 
had pledged more than $38,000 
on Kickstarter.  If the muse-
um does not reach its $300,000 
goal in 30 days, no one will be 
charged.  Donations start at $1 
and, depending how much they 
give, contributors can receive 
rewards including T-shirts and 
tote bags created by William Ivey 
Long, a Tony award-winning 
costume designer.

BEN NUCKOLS, Associated Press
https://www.kickstarter.com/projects/
smithsonian/conserve-dorothys-ru-
by-slippers
___
Follow Ben Nuckols on Twitter at 
https://twitter.com/APBenNuckols.

S.E.S 재결합…
SM “데뷔 20주
년 앨범·공연 준
비”
SM엔터테인먼트가 걸그룹 S.E.S(
유진, 바다, 슈)의 데뷔 20주년 재
결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1997
년 S.E.S를 데뷔시킨 SM은 17일 
연합뉴스에 “본사의 프로듀싱으로 
S.E.S의 20주년 앨범과 공연을 준
비 중”이라며 “아직 정확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E.S
는 이미 지난해 12월 세 멤버가 다
시 뭉쳐 음원을 발표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8년 전부터 매
년 바자를 열며 나눔의 기쁨을 공
유한 이들이 새 음원을 발표해 수
익을 기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
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음원을 내 좋
은 일을 해보자”는 취지였으며 이
번에는 SM과 손잡고 본격적인 재
결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다.  
바다는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
스)를 통해 “S.E.S가 내년이면 데
뷔 20주년”이라며 “20주년을 맞이
해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들과 함께 
하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보려 한
다”고 소식을 알렸다.  1997년 데
뷔한 S.E.S는 2002년 공식 해체하
기까지 핑클과 함께 1세대 걸그룹
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 바다
는 가수와 뮤지컬 배우로, 유진은 
배우로 활동했으며 슈는 예능 프
로그램에서 활약했다. 바다와 슈는 

MBC TV ‘무한도전’의 ‘토요일 토
요일은 가수다’에서 S.E.S 무대를 
꾸며 화제가 됐다.

FIRST GENER-
ATION K-POP 
GROUP S.E.S. 
TO REUNITE 
FOR COME-
BACK NEXT 
YEAR
First generation K-pop group 
S.E.S. is preparing to comeback 
with a new album next year to 
celebrate its 20th anniversary of 
debut, the group’s management 

said Monday.
   “The preparations for a new 
album and a concert are still in 
the initial stages and nothing 
concrete can be said yet,” an of-
ficial from South Korean Enter-
tainment giant S.M. Entertain-
ment told Yonhap News Agency.  
Lee Soo-man, the founder of the 
agency and the original incep-
tor of the group, will spearhead 
production, making the reunion 
worth remembering, it added.  
The all-girl trio debuted in 1997 
and raised phenomenal popu-
larity alongside FIN.K.L, the two 
representing the first generation 
of K-pop girl groups.
   Following the idol group’s 
disbandment in 2002, Bada 
continued her activities as singer 
and musical actress while Eugene 
debuted as an actress and Shoo 

made appearances on variety 
shows.  In December, the mem-
bers reunited and shared their 
desire to return to the music 
scene.  Since eight years ago, the 
members have been involved in 
a charity event annually . Ever 
since, they have been discussing 
among themselves to donate the 
profit they would gain if they 
release an album together.
   If the longing to comeback 
with a new album just ended 
in mere talks before, this time 
around, the 90’s K-pop icons 
have join forces with Korea’s top 
entertainment agency to materi-
alize the plan.
   “It will be S.E.S.’ 20th anni-
versary next year! We want to 
have a deeply meaningful time 
with our forever ‘Friends,’” Bada 
posted on her social media page. 
“Friends” is the name of the trio’s 
official fan group.  In 2014, Bada 
and Shoo have aroused great in-
terest from their fans for reunit-
ing one more time for MBC TV’s 
popular variety program “Infinite 
Challenge’s” special episode 
“Saturday, Saturday is for Singers 
(TOTOGA),” aimed at bringing 
back the top singers from the 90s 
on a spectacular, revival stage. 
  desert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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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닥터’ ‘조들호’ 
‘별그대’…미국 
리메이크 1호는?
-예능은 순풍을 달았다. 그렇다
면 드라마는 언제쯤?  tvN 예능 ‘꽃
보다 할배’의 미국판이 시즌1 성공
에 이어 시즌2 제작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지난달 말 전해졌다. 한국 
예능의 쾌거다.  2014년 9월 미국 
포맷 수출이 발표된 후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더니 지난 8월23일 미
국 NBC 방송을 통해 첫선을 보인 ‘
꽃보다 할배’ 미국판 ‘베터 레이트 
댄 네버’(Better Late Than Never)
는 735만 명의 시청자를 모으며 동
시간 1위의 성적을 냈다.  ‘당연히’ 
NBC는 ‘꽃보다 할배’ 시즌2 제작
에 나섰다.
    하지만 ‘꽃보다 할배’에 앞서 미
국 시장 포맷 수출에 성공한 한국 
드라마는 함흥차사다.  이런 가운
데 지난 12일에는 KBS 2TV ‘동네
변호사 조들호’의 포맷이 미국에 
수출됐다는 소식이 보태졌다.  한
국 드라마의 미국 리메이크, 이번
에는 성공할까.’
    ◇ ‘나인:아홉번의 시간여행’ 첫 
테이프 끊었지만 시작은 2013년. 
tvN 드라마 ‘나인:아홉번의 시간
여행’(이하 ‘나인’, 2013)이었다. ‘
나인’의 미국판이 ‘가십 걸’ ‘디 오
씨’ ‘캐리 다이어리’ 등을 만든 유명 
제작사 ‘페이크 엠파이어 엔터테인
먼트’의 제작으로, 지상파 채널인 
ABC 방송사에서 방영되는 안이 유
력하다고 tvN이 발표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나인’의 미국 리
메이크는 최종 좌초됐다.  2014년
에는 KBS 2TV ‘굿닥터’(2013)와 
SBS TV ‘별에서 온 그대’(2013)의 
미국 포맷 수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10월에는 KBS가 영화 ‘
배트맨’의 제작자인 마이클 유슬
란과 함께 드라마 리메이크를 통
한 미국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섰
다고 발표하고 아메리칸필름마켓
(AFM)에서 리메이크 추진작 5편
을 공개했다.  ‘풀하우스’(2004), ‘
부활’(2005), ‘아이리스’(2009), ‘
브레인’(2011), ‘오렌지 마말레이
드’(2015)로, KBS 미국법인 KBS아
메리카와 마이클 유슬란이 세운 드
라마 제작사 U2K가 손잡고 제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 정규편성까지는 멀고도 험한 
길.   파일럿(시범제작) 방송은 정
규편성에 앞서 시청자의 반응을 살
피기 위해 1회 분량으로 제작하는 
샘플 방송으로, 국내에서는 방송사
들이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파일
럿으로 선보인다.  미국은 예능뿐
만 아니라 드라마도 파일럿으로 제
작하는데, 국내와 다른 점은 파일
럿을 방송용이 아닌 내부 시사용
으로 제작한다는 점이다.  미국으
로 포맷 수출된 한국 드라마는 이 
내부 시사용으로도 제작되지 못했
다.  모두 다 파일럿 제작을 위한 대
본 작업 단계에 머물러있거나 좌초
됐다.
    미국에서는 한해에 300~500편

의 드라마가 기획되는데 이중 50
편 정도만 파일럿으로 제작되고, 
다시 그중 3~4편 만이 정규편성의 
기회를 얻는다.  그만큼 미국 드라
마 시장에 데뷔하기가 어렵다는 얘
기다.  한국 드라마의 스토리와 아
이디어가 좋아서 포맷을 사가긴 
했지만 이를 ‘미국화’하는 과정에
서 이야기가 잘 안 풀리거나, 원래
의 매력이 반감되면서 파일럿 제작
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편성
이 돼도 경쟁은 치열하다.  미국 드
라마는 보통 13편 정도로 1개 시즌
을 제작하는데, 어렵게 시즌1을 선
보이고도 시장 반응이 신통치 않
아 바로 사라지는 드라마가 부지기
수다.
    ‘나인’의 미국 리메이크를 진행
했던 자이온엔터테인먼트는 “리메
이크 계약은 대개 2년을 기한으로 
하기 때문에 2년 안에 파일럿으로 
제작이 안 되면 사실상 무산된 것
으로 볼 수 있다”며 “그만큼 미국에
서 방송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런 와중에 애초 CBS가 추진하던 
‘굿닥터’의 미국판은 최근 ABC 방
송사로 바통 터치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좌초’ 대신 선수교체가 
돼 개발이 이어지게 된 것이다.
    ◇ 미국 잡고 전세계 시장으로
    시장에 출시되기가 어려운 만큼, 
일단 성공하면 엄청난 부와 명예가 
따른다.  무엇보다 미국 시장에서
의 성공은 전세계 영어권 시장으로 
가는 티켓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요즘처럼 중국 시장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국 드라마에 
미국 시장 진출은 전화위복의 기회
가 된다.  시즌1을 선보이고도 사
라지는 드라마가 많다는 건 반대로 
시즌을 거듭하는 드라마는 그 인기
가 어마어마하다는 반증이다.  대
표적으로 ‘프렌즈’는 10년간 시즌
10까지 방송되며 전세계인들을 사
로잡았고, 현재도 인기인 ‘왕좌의 
게임’은 내년에 시즌7이 선보이며, 
최근 국내에서 리메이크한 ‘굿와이
프’도 시즌7이 올해 방송됐다.
    김윤진이 주연을 맡은 ‘로스트’
도 시즌6까지, ‘미스트리스’는 시즌
4까지 제작됐다.  이덕재 CJ E&M 
미디어콘텐츠부문 대표는 ‘꽃보다 
할배’에 대해 “한국에서 만들어진 
예능 프로그램이 미국 유수 채널
에서 황금시간대에 방송되고 시즌
2 제작까지 확정됐다는 건 큰 사건
으로, 많은 나라에서 ‘꽃보다 할배’ 
포맷이 리메이크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국 드라마 역시 일단 
미국에서 성공하면 아시아를 벗어
나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기회
를 얻게 되는 것이다.
    ◇ “계속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한국 드라마의 미국 리메
이크가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드
라마업계에서는 잇단 포맷 수출이 
희망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자이온엔터테인먼트는 “미국 드라
마 수입국이었던 한국이 미국에 드
라마 포맷을 수출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독특
하고 새로운, 좋은 이야기가 많아
졌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문화가 달라서 최종 리메이크까지
는 많은 난관이 있지만, 이렇게 계

속 시도를 하다 보면 조만간 결실
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BS 드라마국 관계자도 “미국 
측과 끊임없이 교류를 통해 작업을 
하다 보면 결국 리메이크에 성공하
는 작품이 나올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 드라마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드라마의 시장성을 보
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retty@yna.co.kr

U.S. REMAKE 
REMAINS 
CHALLENGE 
FOR KOREAN 
DRAMAS
By Lee Haye-ah and Youn Go-eun

Watching Korean dramas in 
the United States is nothing new.  
From melodramas to historical 
sagas, K-dramas have gained 
such a wide audience in the U.S. 
that the video streaming site Viki 
even created a spoof capturing all 
the cliches of Korean series.  The 
next step now is to create a mar-
ket for Korean drama remakes, 
a move industry watchers say 
would catapult the local dra-
ma industry to new heights and 
solidify its foothold in the global 
broadcasting business.  There’s 
been some success in the vari-
ety show category, with reports 
that U.S. broadcaster NBC is set 
to produce season 2 of “Better 
Late Than Never,” a remake of 
the Korean cable channel show 
“Grandpas Over Flowers.”  Sea-
son 1 drew an audience of 7.35 
million after premiering on Aug. 
23, and ranked No. 1 in terms of 
viewership among programs in 
the same time slot.
   It’s clear dramas have tried to 
make similar forays into the U.S. 
TV market.  Among the most 
talked about was the 2013 tvN 
series “Nine: Nine Time Trav-
els,” which nearly reached a deal 
with Fake Empire Productions 
to produce a remake for ABC.  
That project fell through.  The 
KBS series “Good Doctor” and 
the hugely popular SBS series 
“My Love from the Star” were 
also reportedly on their way to 
remakes in the U.S., but those 
never materialized either.
   Last October, KBS announced 
it had joined with U.S. producers 
to remake five dramas -- “Full 
House,” “Resurrection,” “Iris,” 
“Brain,” and “Orange Marma-
lade.”  Not much has been pub-
licized since.
   “As long as we maintain con-
tact and keep working with the 
U.S. side, I think we’ll eventually 
see a successful remake,” said 

an official from KBS’s drama 
department.  “The fact that the 
U.S. is paying attention to Ko-
rean dramas in itself shows the 
marketability of Korean dramas.  
In the U.S., some 300-500 series 
are conceived each year, but only 
about 50 of them are made into 
pilot programs.  Depending on 
their success in the pilot stage, 
three or four are chosen to go on 
air.
   “A remake contract usually 
comes with a two-year deadline, 
and if the pilot program isn’t 
made within two years, it’s safe 
to say the project is over,” said 
an official at Zyon Entertain-
ment, which was involved in the 
remake project for “Nine: Nine 
Time Travels.”
   “It’s that difficult to enter the 
American broadcasting mar-
ket,” he said.  The most recent 
addition to the list of possible 
remakes is the KBS legal drama 
“My Lawyer, Mr. Jo,” which just 
last week was reported to be in 
the pipeline.  The series, which 
aired from March to May this 
year, stars Park Shin-yang in the 
lead role of a promising prose-
cutor who rises above a career 
crisis to become a lawyer for the 
people.  Helped by Park’s stellar 
performance, the drama received 
favorable reviews and posted a 
viewership high of 17.3 percent.  
Whether this one makes it on air 
could largely be determined by 
whether it passes the pilot stage.
   One successful remake could 
be all it takes to break the barrier 
to a much larger English-speak-
ing audience around the world, 
according to industry watchers.  
If that happens, Korean dramas 
could diversify their “portfolio” 
away from China, which has so 
far been a major consumer of 
Korean cultural products.  
   “It’s very encouraging that Ko-
rea, which was once an importer 
of U.S. dramas, is exporting our 
drama formats to the U.S.,” said 
the Zyon Entertainment official.  
“There may be various hurdles 
before the final remake due to 
cultural differences, but if we 
keep trying, we’ll soon see re-
sults.”   hag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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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위를 고등
학교 졸업식에서 
받는다?
Aya Tal-mason는 그녀가 연구
한 항암 약물에 대해 설명하며 열 
띈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동급생
인 Paige Fries도 그녀가 출간한 SF 
소설에 대한 열정을 내비쳤다. 고
등학생들의 대화라고는 믿기지 않
을 정도였다. 이 학생들은 Florida 
Atlantic University High School
에 재학 중인데, 고등 교육을 받는 
동시에 대학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미국 전역에 유일한 고등
학교이다. 미 전국중고등학교교장 
연합회 (National Association of 
Secondary School Principals, 이
하 NASSP)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알지 못한다. 이 학교의 130여명
의 졸업생 중 약 8명의 학생들이 고
등 교육과 대학 학사 과정을 동시 
취득하고, 거의 100퍼센트에 가까
운 비율로 모든 학생들이 19살 무
렵 대학교를 졸업한다. 졸업생 중 
절반 이상이 대학원 과정에 들어
가거나 전문 교육을 받는다. 그러
나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교
육비와 자료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매년 700명 이상의 학생들이 FAU
에 지원하고 그 중 140명이 그들의 
성적, 대입 시험 성적, 그리고 추천
서를 토대로 입학 허가서를 거머쥔
다. 플로리다 주가 43억원가량 학
교 재정 지원금을 보태는 한편, 학
생들은 매년 $500 의 대학 활동비
를 지불한다. 3만명의 학생들이 재
학중인 대학 프로그램을 감독하
는 FAU 어시스턴트 학장인 Joel 
Herbst는 장래가 유망한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이 이 학교에서 성공하
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헌신을 쏟
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랜 시간을 공부와 연구
에 쏟으면서도 스포츠와 교외 활동
까지 참여한다며, 다소 고된 과정
이지만 매년 오직 3명의 학생들 정
도만 프로그램을 그만둔다고 말했
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인종과 경제적 
수준에 있어 아주 다양하다. 약 3분
의 1의 학생들이 저소득층 기준에 
들어가는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어 
무료 급식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식사를 해결한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부모님을 가지고 있
는 학생들도 많다.
9학년들은 주로 FAU 건물 높.. 은 
층에 있는 한적한 공간에서 공부하
며, 대학과 맞닿아 있다. 최근에는 
FAU 신입생들이 일반 고등학교 상
위 3학년, 4학년과 고대 제국이나 
초파리에 관한 대형 연구 등 심화

된 과정을 주제로 겨룬 바도 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가장 중요
한 과목은 시간 관리나 성숙한 대
학생들처럼 행동하는 법에 관한 학
술 토론회였다. 10학년부터 시작
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에서 
공부하며, 10년이나 나이 차가 나
는 학생들과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기도 한다. 
FAU의 의과 대학은 매년 해당 고
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해 다섯 자리
를 비워두는 한편, 학교 경영 측은 
매년 강사를 초빙해 학문적인 성공
만을 추구하는 학생들은 그들이 얼
마나 지능적으로 뛰어난지에 상관 
없이 앞으로의 직업과 개인적인 삶
에 있어 큰 한계를 만날 것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FAU고등 학
생들은 대학간 경쟁하는 스포츠 팀
을 제외하고는 오케스트라나 연극 
등 대학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며, 대학교 학생 자치회
에 선발된 학생도 있다. 고등학교 
스포츠 팀은 미식 축구, 야구, 소프
트볼을 제외하고는 스포츠 팀이 있
고, 홈커밍, 프롬, 장기자랑, 비디오 
게임의 밤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되어 있다. 
조지타운 대학 센터의 교육.. 노동
부의 책임자인 Anthony Carnev-
ale은 FAU의 학생들이 대학 교수
진과 동급생들로부터 지지와 도움
을 받으며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들이 얼마
나 특별하고 뛰어난지 끊임없이 상
기시켜 주는 지원자들이 곁에 있을 
때, 그들의 자의식이 더욱 더 강해
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FINISH HIGH 
SCHOOL WITH 
BACHELOR’S 
DEGREE? AT 
ONE SCHOOL, 
YES 
Aya Tal-mason’s excitement as 
she describes her research on can-
cer-fighting drugs rivals her school-
mate Paige Fries’ audible enthusiasm 
about her recently published sci-
ence-fiction novel.  Fellow student 
Hannah Herbst recently visited 
President Barack Obama to ex-
plain the inexpensive generator she 
designed that uses plastic spoons and 
the hydropower of streams to charge 
cellphones, giving remote villagers a 
link to the outside world.  Not bad 
for a bunch of public high school 
kids.  The teens attend Florida At-
lantic University High School, which 
education officials believe is the 
nation’s only school where all stu-

dents can simultaneously earn their 
high school diploma and bachelor’s 
degree.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econdary School Principals knows 
of no similar program.  About eight 
of each year’s graduating class of 
130 accomplish the dual-degree feat 
and nearly 100 percent graduate 
college by 19, about the time most 
university students are learning their 
town’s best pizza joints. More than 
half enter graduate or professional 
school.  Perhaps the best part -- 
tuition and textbooks are free.
About 700 eighth graders apply 
annually to FAU High and 140 are 
accepted based on their grades, their 
score on a college entrance exam 
and recommendations.  Some come 
from as far away as Miami, a 50-
mile daily commute each way.  The 
state funds the school’s $3.8 million 
budget, while students pay an annu-
al $500 university activity fee.
FAU Assistant Dean Joel Herbst, 
who oversees the program for the 
30,000-student university, said 
prospective students and parents are 
warned about the dedication need-
ed to succeed at the 12-year-old 
school.  Most students spend hours 
daily studying or doing research and 
still participate in sports or extra-
curricular activities.  Despite the 
demands, only about three freshmen 
drop out annually, Herbst said.  Af-
ter that, attrition is mostly students 
who move.
“If your heart is not in this, you are 
not going to last,” said Herbst, who 
is Hannah Herbst’s father.
But the 530 students aren’t just 
the children of the well-off and 
well-educated.  The student body 
is racially and economically diverse.  
About a third of the students are 
below or near the federal poverty 
line and receive free or discounted 
lunches.  Many have parents who 
didn’t finish college.
Ninth graders are mostly sequestered 
in the FAU High building, a block 
of classrooms at the university’s 
edge.  One recent day, the freshmen 
were completing work top-lev-
el juniors and seniors do at typical 
high schools, like in-depth looks at 
ancient empires and genetic studies 
of fruit flies.  But the most import-
ant courses, the students and ad-
ministrators agree, are symposiums 
on managing time and acting like a 
mature college student.
Starting in 10th grade, the teens 
study mostly at the university — 
taking classes alongside students 
who might be a decade older — and 
receive dual high school and college 
credits.  They don’t get special treat-
ment.  In fact, they are told not to 
stand out except for excellent course 
work.  Some try to hide their age, 
others don’t.
The university’s medical school 

reserves five seats in each incom-
ing class for FAU High grads.  One 
stereotype bothers students -- peo-
ple think they’re nerds.  The ad-
ministration brings in speakers who 
emphasize that being an academic 
hermit will limit their futures profes-
sionally and personally, no matter 
how smart they are.  The FAU High 
students participate in all univer-
sity activities except intercollegiate 
athletics -- some join the orches-
tra, others appear in plays.  One 
got elected to student government.  
The high school’s athletic program 
has the usual sports except foot-
ball (don’t want these prized brains 
getting concussed, Herbst said) and 
baseball and softball (not enough 
interest).  The high school also has 
homecoming, prom, talent shows 
and video game nights.  Fries, the 
novelist, is also a top-flight soc-
cer player.  The 15-year-old high 
school sophomore and college 
freshman hopes to play her sport 
and study film and writing at Duke 
University after getting her Florida 
Atlantic degree.
Anthony Carnevale, director of the 
Georgetown University Center on 
Education and the Workforce, notes 
approvingly that the FAU High stu-
dents get support from faculty, have 
peers and live with their parents.  
Whatever self-consciousness they 
feel is outweighed by being told they 
are special enough to do the work.
“Being selected out for positive 
reasons has positive effects,” he said.  
“If you tell a kid they are smart, they 
get smarter.” Herbst said.
Chinese, Thai and Dutch educators 
have visited the school, but U.S. 
inquiries are scant even though the 
universities’ costs would be minimal.  
He thinks such schools would bene-
fit the nation’s brightest teens.
“I am kind of dumbfounded that 
(colleges) throughout the country 
don’t have a program similar to 
this.  The seats in every college class 
are not full.  The teacher is already 
teaching.  What are one, two, three, 
four more kids in that class?  These 
kids bring significant value to the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brings a 
tremendous amount of value to our 
program and our kids,” Herbst said.
___
TERRY SPENCER, Associated Press
Follow Terry Spencer on Twitter at 
https://twitter.com/terryspen . His 
work can be found at http://bigsto-
ry.ap.org/author/terry-spe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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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busy strip mall in Over-
land Park, where a small mix of 
Korean Americans own shops 
gather to fill the needs of the 
Asian community: grocery, home 
goods, gifts, cosmetics, bak-
ery, shoe cobbler, cafe, a couple 
restaurants, and hair salon.  It’s 
a good place for new Koreans 
to get acquainted with the area.  
The newest addition to this mar-
ket area is Gangnam Restaurant.  
It opened at the end of September 
and is slowly establishing itself 
as a fixture to this area.  Like 
the name suggests, it’s a trendier 
place than of that classic Kore-
an restaurants of this area.  The 
interior has been cleaned out 
and and designed into a simple 
modern Asian space.  Their menu 
consists of simple Korean dishes 
and soups.  A few side dishes ac-
company most of the meals and 
a small bowl of soup accompa-
nies rice dishes.  It’s a bright and 
welcoming place, good if you 
are dining on your own or with 
your family but harder with large 
groups.
   There were many dishes I’ve 
tried there with my dining com-
panions throughout a few visits.  
Some of the highlights we tried 
were the Dolsot Bibimbop, Sou-
lantang, and Jokbal.  Our Bi-
bimbop came in a hot bowl still 
sizzling with a side of beef broth 
soup.  Out of all the dishes I’ve 
tried there, this was the star of 
their menu.  The next best is their 
soups; their soulungtang was the 
best I had in Kansas, thoughtfully 
made.  Jokbal is steamed pork 
feet and thighs.  It’s a cold entree 
served with fresh radish kimchi 
and shrimp sauce.  It has a light 
braze on top and sliced, which 
is good but without the sauces it 
would be a bland dish.  Howev-
er, it’s not a hefty plate of meat 
for the price.  Also they have 
flavored soju: peach and grape-
fruit Chum Churum.  The mid-
lights were golbangee muchim 
with noodles and jokbal, and 
budaejjigae.  Golbangee you have 
to order with noodles.  Also, 
the best anjus (dishes best with 
drinks) are the haemuel pajeon 
(seafood pancake) and the Jaeok 
Bokkum with tofu.  The pancake 
comes on a sizzling hot plate and 
the Jaeok Bokkum is more cre-
ative dish using comfort foods.  
It fools you into thinking you’re 
eating something healthier.   
   People are really interested in 
Korean foods but there’s not 
many options here.  The prob-
lem for most Koreans looking to 
eat out, will be Korean food is 
costly and portions are not overly 

강남, GANGNAM RESTAURANT
generous.  That can make it hard 
for local Koreans to support 
this type of restaurant, espe-
cially when the best food is our 
moms’, where supply is limitless 
and free.  Because my mom is a 
great cook that makes most her 
food from scratch, I still can’t get 
really excited for korean food at 
restaurants unless it’s something 
she doesn’t make.  Having these 
Korean restaurants as a backup 
when the craving is so real makes 
a huge relief and it is nice not 
having to clean up afterwards.  
This is also a great place to ex-
plore different dishes and soups 
that are common and uncommon 
in Korean restaurants for those 
who aren’t familiar with Korean 
cuisine or have their moms close.
   I still think that this place needs 
a few months to get it’s real 
groove in what they want to be 
known for and to really perfect 
their menu.  As long as it doesn’t 
get overwhelmed and try to just 
survive, it can be a good option 
for our ever growing community.  
Hopefully more and more next 
generation Koreans start new 
restaurants.

오버랜드 파크에 위치한 분주한 
스트립 몰에는 재미 교포들 혹은 
한류의 열풍을 쫓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한인 가게들이 즐비해 있다. 
식료품 가게부터 가전 제품, 선물, 
화장품, 빵 가게, 신발 가게, 카페, 
한인 식당, 그리고 미용실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새로운 한인들이 
캔자스 시티에 적응하기 좋은 장소
이기도 하다. 이 몰에서 가장 새롭
게 더해진 가게가 바로 한인 식당 “
강남”이다. 9월 말 즈음 개업한 이 
한식당은 서서히 그 입지를 굳혀가
는 중이었다. 새롭게 단장한 인테
리어와 함께 강남은 심플하고 모
던한 한식당의 분위기를 내고 있었
다. 음식을 주문하면 몇 가지 밑반
찬이 제공되고, 밥 메뉴를 주문하
면 곁들일 수 있는 국이 함께 나온
다. 밝은 분위기의 이 식당은 혼자 
한식을 먹고 싶은 사람들이나 가족 
단위로 외식하기 좋은 장소였으나, 
규모가 다소 작기 때문에 단체 예
약은 어려울 듯 보였다.
  여러 번 방문해 다양한 메뉴를 시
도해봤는데, 그 중 돌솥 비빔밥, 설
렁탕, 그리고 족발이 먼저 기억난
다. 돌솥 비빔밥은 서빙되는 순간
까지 지글지글 소리가 나 우리의 
식감을 자극했다. 된장국과 함께 
나온 이 메뉴가 먹어본 중 가장 맛
있는, 이 식당의 스타 메뉴가 아닐
까 싶었다. 설렁탕 캔자스에서 먹
어본 설렁탕 중 가장 맛있었다. 정
성을 가득 들여 끓여낸 맛이었다. 
족발은 돼지의 족과 다리 살을 쪄
내 양념한 요리인데, 새우젓과 함
께 서빙 되었다. 새우젓이 없었다
면 심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가격을 고려한다면 양이 다

소 적은 편이기도 했다. 그 다음 우
리가 이 식당을 찾았을 때는, 골뱅
이 무침과 족발, 그리고 부대찌개
를 주문했다. 골뱅이 무침에 들어
가있는 면 사리가 우리가 주문한 
과일 맛 소주와 잘 어울렸다. 마지
막으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술과 
곁들일 음식을 먹으러 갔다. 해물
파전은 적당한 메뉴였다. 제육 볶
음과 두부는 친숙한 재료들을 이용
해 만든 창의적인 메뉴라고 생각
했다.
  캔자스 내 한식에 관심이 있는 인
구가 늘어나는 반면, 제대로 된 한
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 흔치 않
다. 비싼 가격 또한 한식 외식의 걸
림돌 중 하나이다. 집밥이 최고라
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한 여
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이
런 한인 식당의 개업과 번창은 지
역 주민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리라 본다. 강남은 많은 한
식당에서 찾아볼 수 있는 메뉴들과 
쉽사리 맛볼 수 없는 메뉴들이 조
합되어 있어서, 한식을 새롭게 도
전해보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식당이다. 
  비록 이 식당이 자리를 잡고 특색 
있는 분위기를 갖춰 가는데 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할 듯싶지
만, 한인 인구가 늘어나는 캔자스 
시티라면 아마 성공적으로 영업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이 지
역에 보다 많은 한식당이 개업하고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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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 
OF THANKS-
GIVING 
Pastor Sena Kim

One of the many reasons I enjoy 
working with children is because 
they’re fun.  Their world is so 
free and filled with potential and 
hope beyond imagination.  I am 
passionate about working with 
children because their world is 
also vulnerable, easily tampered 
or shaped by outer forces either 
positively or negatively.   Chil-
dren are important to us.  This 
is why everyone from parents to 
politicians dispute over which 
ideas and philosophies better suit 
our children. 
With our own backgrounds and 
expectations, our beliefs and 
priorities for our children vary.  
Some parents believe academic 
achievement (which can lead to 
high paying jobs) is what’s best 

for their children.  Others feel it’s 
important for their children to be 
well-rounded in their talents and 
experiences. Regardless of our 
different perspectives and desires, 
one thing we all want is for our 
children to be healthy, strong and 
happy. As a pastor, I have met 
numerous children who excel at 
these things.  But the children 
who really left an impression on 
me were not the ones that were 
the most gifted or skilled, but 
those who were thankful.
The Bible tells us that we ought 
not to worry, but with thanks-
giving present our requests to 
God.  What thanksgiving does is 
bring us back to the giver of all 
good things and protects us from 
anxieties, worries, and attacks 
from Satan.  Many instances in 
the Bible show this thankful-
ness.  When Paul and Silas were 
imprisoned, instead of being in 
despair they gave thanks to the 
Lord in praise for who He was.  
Israelites young and old shout-

ed and sang,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love endures 
forever!” Scripture also says we 
ought to “Rejoice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1Thessalonians 
5:16-18a).
There are two layers in giving 
thanks.  The first layer is condi-
tional; simply thanking in re-
sponse to the favor or kindness 
shown to us.  The second layer of 
thanksgiving is giving thanks in 
all circumstances (unconditional).  
This is only possible when the 
person is either extremely opti-
mistic, or puts their trust in God 
who is all-powerful, faithful and 
good.  This type of trust, called 
faith, is something that cannot 
be attained by human effort.  It 
is a gift from God. But just as we 
teach our children how and when 
to say ‘thank you’, we can also 
help our children to practice giv-
ing thanks in all circumstances. 
Giving thanks is not only cour-
teous and respectful, but it’s one 

of the weapons we must have to 
withstand the trials and temp-
tations of this broken world.  
Though we want our children to 
be healthy and happy, it’s inev-
itable that they will struggle and 
get hurt in this life.  One of the 
best ways to equip our children 
is to foster in them a spirit of 
thanksgiving.  When they give 
thanks, they will be strength-
ened and empowered rather than 
stumbled in their hardships.  
True thanksgiving makes our 
hearts glad.  We all know that 
children who were shown respect 
will show respect to others.  I 
believe that when children are 
shown examples of giving thanks 
to God and to each other, it 
will help them remember to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May 
your households be filled with 
thanksgiving!

2016 JAPAN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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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사스 한인천주교회 
담임 신부: 홍 진 (베드로 주임신부)  
913-912-2574(c)/913-563-7896  
honghji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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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95th St,Overland Park 66212
913-617-3987 / 913-940-9188(c)
Shalom4abraham@yahoo.com

캔사스뉴비젼교회
담임목사: 박근영 
(Rev. GeunYoung Park)
Kansas New Vision Church of the 
Nazarene
8200 W. 96th Street
Overland Park 66212
Email: knvc2008@gmail.com
Phone: 816-315-4174
www.ksnvc.com
facebook.com/KansasNewVision-
ChurchoftheNaza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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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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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cmusa.org/

캔사스 시티 종교단체 주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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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연합 장로교회
         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Kansas
         김준형 목사: Pastor Junhyoung Kim
         4849 England Street
         Merriam, KS 66203
         www.kupck.org
         913-262-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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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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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DDEN KORE-
AN ATTRACTIONS 
BECKON TOUR-
ISTS FROM HOME 
AND ABROAD
By Kang Yoon-seung
 

  SEOUL, March 14 (Yonhap) -- 
Chin Eun-sun, a 27-year-old Ko-
rean lecturer at a local college, is like 
no other Seoulite when it comes to 
craving a break from the daily grind 
and taking a few days off to trav-
el.  While a rising number of South 
Koreans, from typical office work-
ers to travel enthusiasts, go abroad 
to escape from hectic urban life in 
Asia’s fourth-largest economy,
   For South Koreans, it goes without 
saying that more people would still 
rather take their vacations overseas.  
State-run Korea Tourism Organi-
zation said around 19 million South 
Koreans traveled abroad in 2015, 
up 20.1 percent on-year, especial-
ly helped by the rise of low-cost 
carriers.  Last year, South Korea’s 
so-called tourism balance also fell to 
the lowest rate in eight years as more 
travelers sought after international 
destinations.  The Bank of Korea 
said South Koreans spent US$21.2 
billion on their overseas trips last 
year, hovering far above the $14.1 
billion spent by foreign visitors 
here.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been making various efforts to 
promote local tourist destinations, 
not only to foreign travelers, but to 

South Koreans, aiming to revital-
ize provincial economy as well as 
introduce lesser-known cultural and 
scenic heritages.
   In line with the move, the Minis-
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osted the Korea Tourism Expo 
2016 in Seoul that ran through 
Sunday to highlight hidden but 
charming tourist attractions around 
the country.  About 100,000 are 
estimated to have visited the 13th 
annual event.  The event was also 
intended to boost a shared economy 
growth among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ial areas.  During the 
country’s largest local tourism event, 
around 360 provincial governments 
and travel agencies boasted sightsee-
ing spots that have been little known 
to the public and foreigners.
   “Tongyeong boasts various attrac-
tions, including historical heritag-
es,” said Cho Su-yong, who heads 
tourism marketing in the city, about 
480 kilometers south of Seoul.   
   “We also have around 570 islands, 
and each of them holds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varied scen-
ery,” Cho said, adding the region is 
also packed with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yachting.  Tongyeong, lo-
cated in South Geyongsang Province, 
is one of three areas designated by 
the ministry as tourist city of the 
year, along with Jecheon and Muju.  
Jecheon is a small city located 168 
kilometers southeast of Seoul, while 
Muju is further south from the capi-
tal at 241 kilometers.
Ahn Gil-sang, a tour guide from 
Jecheon, North Chungcheong 

Province, said the area is capable 
of holding a candle to other major 
spots around the globe.
   “Jecheon has scenic views that 
sparkle like jewelry,” Ahn said.  
“The area is also attractive for being 
named as South Korea’s first slow 
city, which seeks an eco-friendly 
lifestyle along with traditional herbal 
treatments.”
   “Jadrak path, along with Cheong-
pung Lake, also boasts Jecheon’s 
beauty.  We seek out natural at-
tractions, rather than artificial ones 
(to promote),” she added.  Another 
tour guide from Muju, North Jeolla 
Province, said the land is full of 
sunlight and wind, providing visitors 
with a natural escape.
“I am proud to say Mount Deogyu 
can stand along with the Alps,” said 
Ahn Ok-hyun, who specializes in 
cultural tourism.  “Muju is the per-
fect place to enjoy the changes of the 
four seasons. It is perfect not only 
for couples, but also for those who 
are single or traveling with family.”
   Provincial governments were not 
the only participants in the expo-
sition.  Jinkwan Temple, located at 
the edge of western Seoul, said even 
those city dwellers can take a short 
break by taking a part in a temple 
stay.  A temple stay refers to a trip 
to Buddhists’ temples for a day or 
two in order to experience life as a 
monk.  Visitors are provided with 
healthy vegetarian meals and the 
opportunity to talk with resident 
monks.
   As such, the rising awareness of 
provincial attraction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various accessible 
activities, has made traveling with-
in the country a new trend among 
South Koreans, with the exposi-
tion also being packed with visitors 
planning their next trip.  But experts 
said South Korea needs to make 
more efforts to sustain the growth 
of the local tourism industry, adding 
the government-level support is also 
crucial in utilizing the country’s rich 
tourism resources.  Oh Soon-hwan, 
a professor at Yongin University, 
also said South Korea needs to make 
tourist attractions in provinces more 
sustainable.
“Last year, the number of South 
Korean citizens heading overseas 
surpassed that of Japan, even though 
we have a far smaller population,” 
Oh told Yonhap News Agency. 
“This is because local tourism con-
tent lacked sustainability and could 
not attract visitors all-year around.  
But we should learn a lesson from 
hallyu, the wave of Korean culture 
around the world. Hallyu rose from 
content, not infrastructure.”  Oh 
said South Korea boasts a handful 
of world-famous festivals, including 
the Boryeong Mud Festival held at 
Daecheon Beach on the country’s 
western coast as well as the Hwa-
cheon Sancheoneo Ice Festival in the 
Gangwon Province town, both of 
which successfully attract not only 
locals but also foreigners.
   col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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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KJ 알림

원고 모집

원고를 모집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kckj는 
한인 여러분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담고자합
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여러분의 글들을 
500단어 내외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요.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면상 내용과 길이는 편집될수 있습니다.)  
kim@kckoreanjournal.com 로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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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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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WANTED 

Bistro 913 looking for front of the house, 

servers and bussers.  And back of the house 

cooks and dish wa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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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서 맡아서 일할 사람을 찾읍니다 Hiring for 

immediate position.  Please call/전화하십시오 

816 - 861 - 2223 Dollar and TNS Beauty  

(2928 Prospect Ave. KC, MO)

미술 파트타임 선생님(주1~2회) 구합니다.

미술관련 or 교육 전공자/ 영어수업/ 운전가능하신분 

이메일 artstudioianu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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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hi Uni Japanese Restaurant in Lenexa 

Part-time server, be available to work 

lunch shifts.  Preferably Mon, Wed, and Fri.   

Contact Andrew or Morgan: 913-322-8667

Indoor Soccer Part-time Teaching Positions 

for Lil’ Kickers Child Development Program 

913-888-5425 ext 105  Iquinn@aaiskc.com

Kryger Glass currently has a position open 

for a Warehouse/Delivery Driver within our 

Kansas City distribution center. This is a 

full time hourly day position; $11-12 per 

hour depending on experience.  Essential 

duties & responsibilities includes shipping, 

receiving, and delivery of auto glass and 

related products.  Qualifications include, 

valid driver’s license with clean record, 

able to pass physical, drug screen, and 

background check.  If interested send 

resume to hr@krygerglass.com or apply in 

person at 1221 Harrison St, KC MO  64106.

벼룩시장/FLEA MARKET

서비스 / SERVICES

캔사스시티 카운셀링센타 (Kansas City 

Counseling Center): 상담분야- 개인, 가족, 

부부, 어린이, 청소년 상담/ 교육프로그램 - 가족, 

청소년, 어린이 프로그램/ 많은 한인여러분의 

이용을 바랍니다.  10100 Metcalf Ave. OP. 

KS 66212  913-929-5557  상담원 - 정우현 

교수(리버티 상담 대학원 철학박사, 미드웨스턴 

신학교 교수), 이선영(미드웨스턴 상담석사), 

전미순(미드웨스턴 상담 석사, City Union 

Mission 중독전문 상담가),  이희승 (미드웨스턴 

기독교 교육석사 & 상담석사, AMI몬테소리 국제 

자격증, 캔사스주 전문 카운셀링 자격증 소지)  

 

New Art Class 미술 수업안내 

pre-k~ 12th, 성인반 모집 

 다년간 입시지도 및 대학강의 경력의 박 

사출신 선생님과  전문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선생님의 체계적인 미술수업  상담문의  

816-646-1376/ 816-294-4283 

 artstudioianusa@gmail.com

Jo’s Auto Body Shop 

We buy used and junk cars and trucks! 

Mon-Sat 9am-7pm 

3333 Stadium Dr. KC, MO 64128 

816-923-0330 / 816-686-4046 

jeongpanjo@gmail.com  Pan Joe Jeong

업소 매매 / BUSINESS FOR SALE

Math & Reading Center For Sale: 

---리 스밋에 위치한 프렌차이즈 영

어 수학 학원을 은퇴 계획으로 판매함. 

12여년 동안 매년 일관 된 학

생 수와 함께 좋은 수익을 보여줌.  

최소의 영업 시간과 비교적 저렴

한 사업 투자비로 사업 인수 가능. 

보람 있고 확장 가능성이 많은 사업. 

원 하시는 분은 수 년 동안의 손익계산서를 볼 수 있음. 

프렌차이즈 허가 위해 학사 학위가 필요함.   

연 락 처  ( 9 1 3 )  7 0 9 - 2 3 3 5 . 

A franchise after-school education business, 

located in Lee’s Summit, is for sale.  Current 

owner plans on retirement.  This franchise 

business, with reasonable working hours 

and small initial business investment, has 

been established in the area for over 12 

years with ever-growing profit levels.  Profit/

loss statements can be provided upon 

request.  A Bachelor’s degree is required.  

Call (913) 709-2335 for more information. 

Call (913) 709-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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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35, 210 HWY, I-29, I-635 
하이웨이가 가까운거리에위치한 
전화번호 913-244-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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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ano & Violin Lessons – 캔사스 음악 학원 KC 

Music Academy  913-272-1177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8841 Glenwood St. 

Overland Park, KS 66212 캔사스 선교교회 

선교관내  문의: 이 경재 교장 317-437-3510,  

klee@kckoreanschool.org

쿠몬 학원  Kumon Academy 

대상: 3살 부터 18 세까지  Ages: 3-18 

과목: 영어및 & 수학  

Subjects: English & Math 

* 학생 자신이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며 자신

감을 동시에 증진시켜줌.  Students learn how 

to study and improve learning skills at the 

same time enhance self-confidence. 

* 세계에서 가장 큰 과외학습학원 (현재 4000

개 학원에서 삼십만명의 수강생이 등록. The 

biggest extra-curricular learning academy in 

the world (30 million students are currently 

registered at the 4000 Academies). 

* 무료 diagnostic test 및 무료 오리엔 테이션

Free Diagnostic tests and complementary 

orientation.  *전화 913 897-1111

Art Center of KC  * 기존에 있던 구인구직란 ‘

미술파트타임 선생인 구합니다’ 광고 이거 빼주

시구요. 선생님 구했습니다. * 서비스/services 

란에 광고 부탁드려요. 비지니스 처음 시작하시

는분, 업종 변경등 홍보가 필요하시는 분. 디자

인작업/ 명함,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및 홍보 

인쇄물 일체 디자인 합니다. 디자인 전공 실무경

력 풍부한 전문 디자이너의 작업물 합리적인 가

격에 도와드립니다. 필요하신분 전화주세요. Art 

Center of Kansas City.LLC (Art Education, 

Design Group, Portfolio)

Golf 개인교습 : 김준배 PGA 전문 골프 코

치(PGA certified instructor)-오버랜드 파

크와 샌앤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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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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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COMMUNITY

 
한인단체장 목록
 

캔사스 시티 한인회 816.214-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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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0 Shawnee Mission Pkwy  

Mission, KS 66202

 

캔사스 상록회 (회장 정영로)  

The Korean Senior Citizen Society  

6800 Alden St, Shawnee KS 66216 

 

캔사스 한인 상공 회의소 (회장 공석)  

916 Minnes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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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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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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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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