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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nter’s Sunflower Farm
24154 Stillwell Road, Lawrence, Kansas 66044

교 통 사 고

당하셨습니까?
교통사고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으세요
사고의 불편과 고통을 최소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신태전

척추신경 통증
한방재활병원

예약전화: 913-649-2044
“보험을 쉽고 간단하게“
I make insurance simple

생명보험
Life

자동차보험
Auto

주택보험
사업체보험
Home/Rent Business

건강보험
Health

투자보험
Investment

허훈 (Jack Hur) FBFS Agent
6860 W 121st Court Overland Park, KS 66209

Cell 913.963.6522 Fax 913.268.9531

Email : jack.hur@fbfs.com

친절한 서비스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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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and Welcome
It is fall and time for jeans and sweaters. Leaves are changing, apples are
ripe for the picking, and the summer heat is gone for which many are gratiful. Nights are getting longer and colder. This is also the peak of festval time
and there will be a lot of traffic. Don’t forget to factor in the rest of the city
going to the same places. There is so much to do, so plan wisely.

보내실곳은 kim@kckoreanjournal.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If you find any information in error, please direct them to kim@
kckorean journal.com Thank you.

October 2016 Calendar of Events
September 29: BEAST HAUNTED
HOUSE: Recurring weekly on Thursday, Friday, Saturday: Beast Haunted House, 1401 W 13th St., Kansas
City, Mo 64102
October 1: HARVEST MOON AMERICAN INDIAN FESTIVAL: Osage Trail
Station Neighborhood, 3105 Troost
Ave., Kansas City, MO
October 1: LOUISBURG CIDERFEST
FUN: October 1-October 3, From:
8:00 am to 6:00 pm, Louisburg Cider
Mill, 14730 Hwy 69, Louisburg, KS
66053
October 1: FINAL WEEKEND: JURASSIC GARDEN EXHIBIT: October
1-October 2, From: 09:00 AM to
05:00 PM, Powell Gardens, 1609 NW
Hwy. 50, Kingsville, MO 64061
October 1: JAPANFEST 2016:
10:00AM - 7:00PM, Johnson County
Community College
12345 College Blvd, Overland Park,
KS 66210 United States
October 1: 2 HR. GUIDED HIKE/OBSTACLE TOUR: Weekly on Sunday,
Saturday, October 1-October 30,
From: 10:00 AM to 05:00 PM, Zip KC,
12829 Loring Dr., Bonner Springs,
KS 66012
October 1: 28TH ANNUAL WESTON

APPLEFEST CELEBRATION: October 1-October 2, 10am-6pm, Sat.;
11am-5pm, Sun. Weston Chamber
of Commerce, 526 Main St., Weston,
MO 64098
October 1: WATERFIRE KC: Dusk10 p.m., Country Club Plaza, 4750
Broadway Blvd., Kansas City, MO
64112
October 7: WORLD SERIES OF
FIGHTING 33: 7pm, Kansas City
Convention Center, 301 W. 13th St.,
Kansas City, MO 64105
October 7: TOUR OF GYMNASTICS
CHAMPIONS: 7pm, Sprint Center,
1407 Grand Blvd., Kansas City, MO
6410
October 8: SPRINT FAMILY FUN
DAYS: From: 11:00 AM to 03:00 PM,
Kansas City Power & Light District,
13th & Walnut Sts., Kansas City, MO
64106
October 8: OKTOBERFEST LIVE!:
From: 11:00 AM to 11:00 PM, KC
Live! Block, 1100 Walnut St., Kansas
City, MO 64106
October 12: KANSAS CITY FASHION
WEEK EVENING RUNWAY SHOW:
October 12-October 16, 6:30pm,
Union Station Kansas City, 30 W
Pershing Rd., Kansas City, MO 64108

October 14: GLOW: A JACK-O-LANTERN FESTIVAL: October 14-October 15, From: 06:00 PM to 10:00 PM,
Powell Gardens, 1609 NW Hwy. 50,
Kingsville, MO 64061
October 15: PRAIRIEFIRE OKTOBERFEST: From: 10:00 AM to 05:00 PM,
Prairiefire, 5661 W 135th St, Overland Park, KS 66223
October 15: THE OCTONAUTS LIVE:
5pm, Arvest Bank Theatre at the
Midland, 1228 Main St., Kansas City,
MO 64105
October 21: CHARITY BOXING
EVENT: 6pm, Kansas City Convention Center Grand Ballroom, 301 W
13th St, Kansas City, MO 64105
October 26: AMERICAN ROYAL
WORLD SERIES OF BAR-B-QUE:
October 26-30, Kansas Speedway,
400 Speedway Boulevard, Kansas
City, KS 66111
October 28: BOYZ II MEN with the
KANSAS CITY SYMPHONY: Friday
and Saturday, October 28-29 at 8
p.m., Sunday, October 30 at 7 p.m.:
Helzberg Hall | Kauffman Center,
1601 Broadway, Kansas City, MO
64108
October 29: MONSTER DASH:
7:00pm, River Market, 3rd and

Grand Street, Downtown Kansas
City, MO.
October 29: LIL’ MONSTER’ KIDS
RUN: 6:30pm: River Market, 3rd and
Grand Street, Downtown Kansas
City, MO.
October 29: GATSBY GALA: 7:30pm:
MASQUERADE BALL, Union Station,
West Pershing Road, Kansas City,
MO
October 29: BOO AT THE ZOO: October 29-October 30, 9:30 am to 5
pm, Kansas City Zoo, 6800 Zoo Dr.,
Kansas City, MO 64132
October 29: SPOOKFEST: SCIENCE
CITY: 5-8pm, Science City at Union
Station, 30 W Pershing Rd., Kansas
City, Mo 64108
October 29: MIX 93.3 BOO BASH:
8pm, Arvest Bank Theatre at the
Midland, 1228 Main St., Kansas City,
MO 64105
October 31: KANSAS CITY NORTHLAND SAFE TRICK-OR-TREAT AT
ZONA ROSA: 5pm, Zona Rosa, 8640
N Dixson Ave., Kansas City, MO
64153

OCTOBER 2016 / 10월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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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부터

매주 일 오후

곧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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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미소

Cherise Baker Whited
Master of Social Work
Experienced clinician
Advanced Free-talking 담당교사

를 원하십니까?

Yara Young
B.A. Education
Experienced classroom and ESL teacher
ESL Basic 담당교사

프라이 교정치과는 환자를 우선으로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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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Whan Choi
M.A. Counseling Psychology
Experienced SDA 외국어학원 교사
Advanced Free-talking 담당교사

David Pitcher
M.A. Teaching
Experienced ESL teacher
ESL Intermediate 담당교사

예약시간을 정확히 지킵니다

원어민과의 영어회화를 통해

영어를 배우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On Time Systems’을 통해 시작부터 끝까지 예약 시간안에 끝냄으
로서 환자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보다 짧은 치료 시간을 제공합니다

August 21 - October 30, 2016
매주 일요일 오후 3시-5시

(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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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Haven Seventh-day Adventist Church

ENTERTAINMENT
로코 이상의 무
엇…’질투의 화신’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방송 한 달째를 맞은 SBS TV 수목
드라마 ‘질투의 화신’에는 특별한 무
엇이 있다. ‘질투의 화신’은 방송국
기상캐스터 표나리(공효진 분)와 기
자 이화신(조정석)의 이야기를 중심
으로, 저마다 누군가를 질투하는 다
양한 인간 군상을 포착한다. 흔한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질투의 화신’
을 비범하게 만드는 것은 B급 감성
의 개그 코드다. 대본을 맡은 서숙
향 작가는 작정하고 코믹함을 살렸
다. 그는 ‘마초’인 남자주인공을 한
국에서도 매우 드문 남성 유방암 환
자로 만드는 일도 불사했다. 영화 ‘
건축학개론’(2012)과 ‘나의 사랑 나
의 신부’ 리메이크작(2014)에서 자
신만의 특출난 유머 감각을 보여줬
던 조정석은 이번 드라마에서는 더
물이 올랐다.
방송국 바닥에 철퍼덕 넘어지면
서부터 우리를 배꼽 잡게 한 조정석
은 유방 수술 후 여성용 교정 속옷
을 탐내는 장면에 이르기까지 웃기
고 울리기를 반복했다. 이는 로맨
틱코미디의 여왕으로 평가받는 공
효진의 사랑스러운 연기가 받쳐주
기에 가능한 일이다. 얄궂은 인연
의 앵커와 아나운서로 등장한 이미

숙과 박지영의 기싸움도 여
러 차례 큰 웃음을 줬다. ‘질
투의 화신’은 그 덕분에 한류스타
들이 출동한 MBC TV ‘W’와 KBS
2TV ‘함부로 애틋하게’ 사이에 있
으면서도 조금씩 저변을 넓혀왔다.
7.3%(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로 시
작한 이 드라마 시청률은 작은 등
락 속에서도 꾸준히 상승, 결국 추
석 연휴 방송된 8회에서 10%를 돌
파했다.
‘질투의 화신’ 인터넷 화제성도
상승세다. 20일 CJ E&M과 닐슨코
리아가 집계한 9월 둘째주(9월5일
~9월11일) 콘텐츠영향력지수(CPI)
에서 ‘질투의 화신’(CPI 223.3)은
전주보다 6계단 뛰어오른 8위로
10위권 안에 들었다. 전체 집계에
서는 시청률 20%를 돌파한 KBS
2TV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
빛’(295.5)이 경쟁작 SBS TV ‘달
의 연인-보보경심 려’(250.4)로부
터 1위를 되찾아왔다. 특집 무한상
사로 화제를 낳은 MBC TV 간판 예
능 ‘무한도전’이 CPI 241.6으로 3
위를, 당시 종영을 앞둔 같은 방송
사의 수목드라마 ‘W’(235.9)가 4
위를 기록했다. tvN ‘혼술남녀’가
첫 방송과 동시에 CPI 234.4로 5위
를 점했다. 그 뒤를 ‘함부로 애틋하
게’(226.1)와 MBC TV ‘일밤-복면
가왕’(224.2), ‘질투의 화신’, KBS
2TV ‘해피투게더’(220.5), tvN ‘삼
시세끼-고창편’(220.5)이 이었다.
airan@yna.co.kr

대부분의 교정 환자의 경우 한번의 브레이스 착용만으로 15-17
개월안에 모든 치료를 완료해 드립니다.

환자의 형편에 맞는 다양한 치료비 납부 방식이 있습
니다.
보증금이 없이 매달 $189 정도의 적은 할부금으로 치료비가 납부 가
능하며 무료 리테이너를 제공합니다.

913-469-9191로 전화하셔서 지금 무료진료 스케줄을 잡아보세요!
LOCATIONS IN KANSAS AND MISSOURI

www.fryorthodontics.com . drfry@fryorthodontics.com

Filming ‘Jealousy
Incarnate,’ actors
fight with laughter
By Lee Haye-ah

GOYANG, South Korea, Sept. 21
(Yonhap) -- The stars of the popular TV series “Jealousy Incarnate”
said Wednesday they’ve been
struggling to keep themselves from
laughing during the many funny
moments on the show. The romcom drama starring Gong Hyo-jin,
Jo Jung-suk and Go Kyung-pyo has
been climbing TV charts since its
first broadcast on Aug. 24, with the
latest episode recording a viewership of more than 10 percent. It
tells the story of a macho news
anchor (Jo) who begins to develop feelings of jealousy in a love
triangle with his secret admirer and
weathercaster Pyo Na-ri (Gong),
and his close friend and chaebol
heir Go Jung-won (Go).’
“I think I’m probably one of the
top five actors who make the most
mistakes from laughing during
shoots,” Gong said at a press conference held at an SBS TV station in
Goyang, northwest of Seoul. “I’m
holding it in order to act. There’s
a weird synergy that comes from
acting in situations like that.”
The 36-year-old explained that
the facial expressions that come
from concentrating harder some-

times fit the situation really well
and probably appeal to the viewers,
too. One of the funniest scenes
was when Jo had a double nose
bleed inside an elevator, she said.
Jo, who recently acted a scene
where he underwent a test for
breast cancer, confessed to having
similar problems with laughter,
although he added that it has made
filming all the more fun.
The cancer screening itself was
no laughing matter, though, as
it “really hurt,” according to the
36-year-old. The actor asked
viewers to stay tuned to see how
badly jealousy ruins him and
whether he succeeds in love. Go
said he, too, will likely be ruined by
jealousy but in a different way from
Jo.
“If such a situation were to
happen in reality, I hate emotional
exhaustion, so I think I’d make my
friend give up,” the 26-year-old
said. “I’m someone who has to gain
love, so I’d move quickly.” The 24part series airs every Wednesday
and Thursday at 10 p.m. on SBS
TV.
hag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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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AKE YOUR
SMART KID
EVEN

SMARTER

Give your child an
academic advantage!
Kumon helps accelerate your child’s math and reading skills —from as young
as age 3 all the way through high school. Kumon Students of every age:
• become more confident, independent self-learners
• master new challenges on their own
• in many cases, study above grade level
OR AG

Schedule a FREE Parent Orientation at your local
Kumon Math & Reading Center today!
LEE’S SUMMIT

291 HWY. & Chipman Rd.

OVERLAND PARK - SOUTH
135th St. & Antioch Rd.

3+

ES

F

OCTOBER 2016 / 10월 2016년

STANLEY

151st St. & Nall Ave.

816.554.3440

913.897.1111

913.681.0400

kumon.com/lees-summit

kumon.com/overland-park-south

kumon.com/stan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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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COMMUNITY
The Korean Choir of Greater Kansas City
지난 9월 24일 오버랜드 파크시에 위
치한 한인 선교 교회에서 캔사스 시티
연합 성가단(이하 성가단)의 20주년
을 기념하는 디너가 있었다. 성가단
단원들과 역대 단장, 이사장, 고문, 지
휘자와 반주자 등 많은 관계자들이 함
께 한 자리였다.

제3대 정유화2001
제4대 배종호2002
제5대 이정연2003-2004
제6대 안형준2005-2008
제7대 양승렬2009-2010
제8대 이보영2011-2013
제9대 이정민2014-2015
제10대 손동현2015-현재

현 안성호 단장의 인사말을 시작으
로, 초대 단장 이주찬 장로, 창립 위원
김창현 장로, 현 이사장 이재명 박사
의 축하사와 격려사로 그 동안의 성가
단원 및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상가단을 축
하하였다.

The Korean Choir of Greater
Kansas City commemorate their
20th anniversary on September 24, 2016 at Kansas Mission
Church. Many came to support
the choir and help celebrate this
이날 특별히 제2대 단장을 지낸 故 배 joyous occasion. What began
영 장로의 배우자이신 전선옥 장로는 as a four-member choir, grew
20주년을 맞는 성가단을 위해 2만불 to 60 members over the years.
They honored their conductor
의 기부금을 흔쾌히 쾌척하며, 성가
단에 향한 남다른 애정을 보이기도 하 and accompanist, the founding
였다. 이 날 기부를 한 전선옥 장로는 members, and current members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제 4대 단 and officers.
장을 지내고, 故 배영 장로는 1999년
부터 2006년까지 제2대 단장을 지냄
으로, 부부가 12년을 단장으로 봉사
하며, 성가단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One of the highlights of the
dinner happened when one of
the original member’s family
made a donation to the choir.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성가단은, 올
Sunok Pai stood with her son
해 정기 연주회를 오는 10월 30일
David and presented the choir
여섯시, 오버랜드 파크시에 위치한
a check of $20,000. Her husPresbyterian Church of Stanley
에서 가질 예정이다. 매년 성황리에
band Young Pai was one of four
연주회를 이어 왔지만, 특별히 이번
original members of the Korean
스무 번째 생일을 맞는 성가단의 열일 Choir and Mrs. Pai is still a mem곱 번째의 정기연주회에는 더 많은 동 ber. She has warm memories of
포사회와 주류사회의 관심과 성원속 many nights hosting dinners and
에 치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practices in their home while her
husband served as one of the
first presidents. She wanted to
캔사스시티 연합 성가단 창립위원 (
honor her husband’s devotion to
이하 존칭 생략)
the choir. She hopes this dona김창현, 배규태, 배규영, 정영로
tion inspires others to also invest
캔사스시티 연합 성가단 고문
in their local communities.
故 이재신, 故 배영, 이주찬, 박화자,
김영웅, 김준, 김영렬, 전선옥
캔사스시티 연합 성가단 역대 단장
제1대 이주찬 1996-1997
제2대 故 배영 1999-2006
제3대 박화자 2006
제4대 전선옥 2007-2012
제5대 안성호 2012-현재
캔사스시티 연합 성가단 역대 이사장
제1대 김영렬 2003-2006
제2대 김영웅 2008-2010
제3대 김준2010-2012
제4대 이재명2014-현재
캔사스시티 연합 성가단 역대 지휘자
제1대 정석용1996
제2대 공기태1999-2000

For their 20th anniversary, they
will perform on October 30, 6pm
at Presbyterian Church of Stanley, located on 14895 Antioch
Rd. This concert will highlight
their years together and to thank
all those who support them.
There will be babysitting available and they hope everyone will
be able to come out and enjoy a
night of choral mus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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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ACA Awards
Ceremony
The MAACA Awards Cere-

mony marked the third year of
its creation and contributions
to the Greater Kansas City area.
Unlike the dinner they held last
year, they wanted to focus on
cultures found in Asia and held a
show celebrate each of them.
The night began with a networking event with all the Asian
leaders around the city and VIP
guests like the mayor of Olathe
and award recipients along
with their guests. Mid America Nazarene College held the
event and provided drinks and
appetizers as guests took the
time to talk and take pictures
among the stage of flags. Then
everyone was ushered into the
theater to start the program.
Taisha Walker from KMBC 9
emceed the event and introduced the guests. Black and
Veatch received the Asian
Employer Award and this year’s
corporation award went to ZTE
(USA). The Media Support
Award was given to Matt Steward from FOX 4. Acme Solution
Services Company grabbed the
Best Service Award. Then the
photography competition displayed during the Cultural Fair
came to an end with the winners
announced.
After the majority of awards,
came the main entertainment
of the night. There were many
cultural dances performed
by the many dance schools
throughout the city with a
special performance from KC
Friends of Alvin Ailey. Flying
Kites by the Jasmine Chinese
Dance Group, Pushpanjali by the Nrita School of Indian
Dance, and Freedom by Kutumba by Nepali Musical Dance
were some of the presentations
the guests enjoyed. There was
also a Gong Fu performance by
the Kansas City Institute of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The night closed with one of
the board members of MAACA,
Hemavathi Sharma thanking
everyone for coming and inviting everyone to come again
next year. Everyone in MAACA
were ready for the next cultural
festival next year in Olathe. •

MAACA 시상의 밤
MAACA 시상식이 3년을 맞아 기

념식을 개최했다. 작년 저녁 식사와는
다르게, 금년 시상식은 보다 동양권
문화에 중점을 두고 특색 있는 문화를
기리기 위한 공연 위주로 개최되었다.
기념식은 캔자스 시티에 있는 모든 아
시안 리더들, 올레이타 시장이나 수상
자들을 포함한 VIP 내빈의 인사로 시
작되었다. Mid America Nazarene
College가 음료와 간식을 준비해 식
을 풍성하게 했고, 내빈들은 대화를
하거나 국기들이 전시된 무대에서 사
진을 찍기도 했다. 그 후 상영관으로
장소를 옮겨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시
작했다.
KMBC 9에서 파견된 Taisha Walker가 진행을 맡아 내빈들을 소개하
고 행사의 막을 열었다. Black and
Veatch가 아시안 고용자상 (Asian
Employer Award)을 수상했고, 올
해의 기업상은 ZTE (USA)에게 돌
아갔다. 미디어 서포트상은 FOX 4
의 Matt Steward에게 주어졌다.
Acme Solution Services Company가 최고의 서비스상을 수상 받았
고, 문화 박람회 동안 전시된 사진 대
회의 우승자가 발표되었다.
대부분의 수상이 끝난 후, 기념식의
메인 이벤트인 전통 문화 공연이 시
작되었다. 캔자스 시티 곳곳의 많은
댄스 기관에서 연습하고 준비된 공
연들로, Alvin Ailey의 KC friends,
Jasmine Chinese Dance Group
의 Flying Kites, Nrita School of
Indian Dance의 Pushpanjali, Nepali Musical Dance의 Freedom등
이 있었다. Kansas City Institute of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에서 준비한 Gong Fu도 많은 내빈들
이 즐긴 공연 중 하나였다.
시상의 밤은 MAACA의 중역 중 한 명
인 Hemavathi Sharma의 감사 인
사와 내년을 기리는 희망의 연설로 막
을 내렸다. 이날 MAACA을 찾은 모든
내빈들은 벌써 내년을 기대하는 눈빛
을 내비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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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그 영향
무역
대선을 둘러싸고 많은 공약과 의견
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자유 무
역에 대한 미국 기득권 자들의 반
대의 목소리가 높다. 국제 무역에
큰 영향을 받는 미국인 만큼 거센
반발은 미국 정책의 기둥을 위협하
고 있다. 경제 학자들은 해외 수입
율이 높아지면 상품 가격이 낮아지
고 효율적인 소비가 가능해 질 것
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보다 저
렴한 중국 인력과 경쟁을 해야 하
는 미국인들로써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 듯싶다. 작년 한 해, 미국
전체 55조 가량의 무역 적자 중 37
조 이상이 중국과의 거래에서 발생
했다는 사실도 불안감을 증폭시키
는 이유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대선 후보
가 대중에게 무역 거래에 관련된
의견을 내비치는 한편, 힐러리 클
린턴 대선 후보가 전 장관 시절 지
지하던 아시아태평양 무역 협정에
반대하며, 현 버락 오바마 대통령
과의 의견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
다. 도날드 트럼프 대선 후보는 현
존하는 무역 거래를 모두 파기하고
중국 수입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
과하겠다는 서약을 한 상태이다.
하지만 무역 거래는 자동화나 임금
격차 같은 문제에 비해 국가간 영
향이 적다. 트럼프의 관세 공약은
국가간 무역 전쟁을 일으킬 수 있
으며, 물가 상승 또한 초래할 수 있
다는 전망이다.
대법원
대법원의 묘연했던 행방도 대선
이 끝난 후 확실해 질 듯 보인다.
미국인들과 깊이 연관된 이민, 총
기 소지, 기후 변화 등의 문제를 다
루는 대법원이 대선 결과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
난 2월 Antonin Scalia가 사망
한 이후, 여덟 명의 재판관이 대법
원을 지키고 있으며, 그의 후임자
는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모
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
다. 대법원은 현재 민주당에서 임
명한 진보주의 재판관 네 명과, 공
화당에서 임명한 보수주의 재판관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대법
관 Anthony Kennedy는 지난 2
년 간 낙태, 동성 결혼, 적극적 고
용 개선 조치 등에 있어 진보적인
성향을 띄고 있었다. 이번 대선으
로 정당이 결정되고 나면, 대법원
의 정치적 성향도 좌파 혹은 우파
로 기울 것이다. 버락 오바마 현 대
통령이 Merrick Garland를 대법
원장 후보로 지명했지만, 공화당
상원들은 대법원이 진보주의로 지
나치게 기울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중국
아시아 바다들에서 중국이 보인 적
극적인 행동들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도 중국의 불공정한 무

역과 사업 기밀의 사이버 절도 등
의 혐의를 제기했다.
도날드 트럼프 대선 후보는 미국
무역의 양 자체가 중국에 대한 영
향력을 준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환율을 낮게 측
정해 수출가를 저렴하게 만든다며,
만약 베이징이 이런 관습을 그만두
지 않는다면 최고 45퍼센트 가량
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
의 이런 행동은 무역 전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내 상품 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
다. 클린턴 대선 후보는 미국이 국
제 규율을 이용해 자라나는 아시아
국가들의 힘을 누를 필요가 있다
며, 무역이나 지역 분쟁에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다.
중국과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이 중
국의 무기 개발에 대해 불안해 하
는 한편,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이
보다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
적 상호의존적인 관계이므로 한 나
라에 대한 처벌은 다른 나라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소득 불평등
현재 소득 불평등은 경제 대공황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세금 데이
터에 의하면 미국 상위 1퍼센트
의 평균 소득은 작년 한해 7.7퍼센
트 증가해 15억을 기록했다. 하지
만 99퍼센트의 인구는 약 5000만
원의 연간 소득을 기록했다. 전 대
선 후보 버니 샌더스가 강조해 온
이 문제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대
선 후보 또한 여러 연설에서 언급
하며, 재산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더 많이 분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
다. 클린턴은 고소득층을 대상으
로 더 높은 세금을 걷을 것이며, 최
저 임금을 높이고, 기반 시설 건설
에 투자하고, 어린이집 (pre-K)교
육을 보편화하고, 대학 무료 등록
금의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도날드 트럼프 대선 후보는 평
범한 미국인들에 맞서는 시스템
“rigged”에 대해 직설적인 의견
을 내보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무역 조항을 만들고, 클린
턴이 제시한 기반 시설보다 뛰어
난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높은 예
산을 제시했다. 한편 트럼프는 고
소득층이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세금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피오이드 확산
작년 한 해28,000명 이상의 미
국인들이 오피오이드 (아편과 비
슷한 마약의 일종)의 과다 복용으
로 사망했다. 이는 미국 기록 상 최
고 수치로 하루에 평균 78명의 미
국인이 마약으로 사망했다는 의
미이다. 이 수치가 모든 미국 인구
를 포함하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물 중독이 미국 사회에 미치
는 파동 효과는 상상할 수 없이 크
다. 진통제의 처방 빈도가 높아진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ELECTION EDITORIALS/ 대통령 선거
1999년 이후 진통제가 네 배 이상
소비되고 있고, 그 중독으로 사망
하는 미국인구의 수도 따라서 증가
하고 있다. 처방된 약이 다 떨어지
고 나면, 사람들은 값 싼 대안인 헤
로인이나 치명적인 마약인 펜타닐
을 복용한다.
재활중인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은
공개적으로 그들의 의사를 표명하
고, 약물 중독을 둘러싼 오명을 벗
겨내는 대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
만 약물 중독을 위한 예방, 치료,
재활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몇 주 혹은 몇 달씩 기다리고
있다. 한편, 중독자의 가족들은 도
움을 찾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
해야 하며, 경찰과 의료진은 수비
진만을 지키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는 그가 미국 남부
지역에 건설하려고 하는 벽이 불
법 약물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
도록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
했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은 1조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 예방, 치료,
재활 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
소멸한 듯 보이던 북한이 곧 미국
을 향해 핵 무기를 겨눌 수 있을 듯
보인다. 이를 멈추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인 무엇일까? 외교
정책과 경제적 제재는 통하지 않았
었다. 북한의 고립은 점점 심해져
가고, 핵무기 개발 및 실험을 시행
하고 있으며, 미사일 기술도 나날
이 발전하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날드 트럼
프는 미국이 중국에 더 많은 압력
을 가해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그는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전
했다.
민주당원인 힐러리 클린턴은 오바
마 대통령의 정책이 이란에 그러했
듯 강화된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
무기를 포함한 거래의 장을 열 수
있기를 원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원자 무기를 방패
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북한
을 협상의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
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건강 관리
미국인 열에 아홉은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
고 수준이다. 하지만 개선 과정이
완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높아
지는 비용은 미국 백인 인구를 몹
시 괴롭힐 수 있기 때문이다. 수백
만 미국 인구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으로 그 전 건강 상태에 상관
없이 모두가 건강 보험을 갖게 되
었지만, “오바마 케어”에 대한 반
발의 목소리가 남아있고, 프리미엄
커버 비용은 내년부터 급격히 높아
질 전망이다. 공화당원인 트럼프가
당선되면 발생할 문제들도 있다.
최근 발표된 한 조사에 의하면 트
럼프가 당선될 경우 1800만 인구
가 비 보험 가입자로 돌아간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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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건강 관련 비용들은 높아지
고 있는 추세이고, 무엇보다 처방
된 약의 비용이 가장 큰 걱정거리
이다. 의학 케어의 채무초과 날짜
가 2028년으로 2년 늘어났다. 힐
러리 클린턴은 오바마 케어를 유지
하며 필요하다면 약간의 조정을 하
겠다고 발표한 반면, 공화당은 오
바마 케어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
나, 그들이 대안을 내세울 지는 의
문이다.
미국과 세계
미국이 유일무이한 영향을 세계에
어떻게 미칠 지가 이번 대선의 중
점이다. 대선을 통해 국가간 분쟁
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쟁
을 막을 수도 있다. 세계 무역의 장
이 열리며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
하는지가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열
고 닫을 수도 있다.
클린턴과 트럼프가 주장하는 세계
에서의 미국의 역할은 약간씩 다르
다. 두 후보 모두가 미국이 지배적
인 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다르다. 트럼프는 그의
접근법을 “미국 먼저”라고 부르며,
연합과 동맹이 미국에게 이득이 되
지 않는다면 정책을 통과시키지 않
겠다고 하는 반면, 클린턴은 국제
동맹을 미국의 힘을 사용해 국가간
전쟁을 줄이는 기회로 사용하겠다
고 전했다.
이렇게 다양한 시각은 군사 전쟁과
이슬람 국가들을 향한 이념적인 분
쟁,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미
래, 아시아와 태평양 시장에서 중
국의 경쟁력, 러시아의 공격성에
높아지는 유럽 국가들의 불안감 등
에 어떻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
는지 보여준다.
투표권
미국 내 투표권은 계속 변한다. 공
화당은 투표법을 강화하고 조기 투
표나 당일 접수를 제한하고, 투표
장소에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는 새로운 조건을 걸었다. 2013
년, 대법원은 1965년 투표법의 요
지를 무효화했다. 전 법은 선거법
을 바꾸기 위해 연방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문제는 급
속히 증가하는 소수 인구와 함께
아주 편파적으로 바뀌었고, 최근
대선에서는 민주당 쪽으로 확실히
기운 상태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투표자의 신분증
이나 다른 선거법을 반대하며 이러
한 제한들이 소수 인구나 젊은 세
대의 선거권을 막을 수 있다고 주
장했다. 하지만 제기된 소송은 아
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투
표법을 복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발
생한 비용 예산은 오도 가도 못한
상태로 정지되어 있다.
트럼프는 당일 접수를 반대하며 시
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게 법을 되
돌릴 것을 주장한다. 클린턴은 국
회가 선거법을 복구하고 최소 20
일의 조기 투표를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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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뉴스 / WORLD NEWS
한국전 참전 추모벽
건립법안 美의회 통
과…오바마 서명 남
아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
원 = 미국 워싱턴DC에 6·25전쟁
에서 전몰한 미군을 기리는 추모벽
을 세우자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가결돼 버락 오바
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기고 있
다. 2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
르면 상원은 지난 19일 한국전 참
전용사 추모벽 건립에 관한 법안
(H.R.1475)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하원
을 통과한 뒤 상원에서 처리 과정
을 거쳐 왔다. 한국전 참전용사 출
신인 샘 존슨(공화·텍사스) 의원이
발의했고, 같은 한국전 참전용사인
찰스 랭글(민주·뉴욕), 존 코니어스
(민주·미시간) 의원이 최초 공동 발
의자로 참여했던 이 법안에는 상원

"한반도 규모 6.5
이상 지진 어려
워"…방심은 금물
규모 8.3 이상 지진은 지각판 한번에 130m 움직여야
전정수 지질연 박사, 과천청사 언론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이
번 달 경주 지진의 여파로 대규모 재해
에 대한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에
서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가
능성은 적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과거부터 많은 지진이 발생해왔기 때
문에 방심해서는 안될 것으로 나타났
다. 전정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
연구센터 박사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
서 열린 브리핑에서 "규모 5.8~8.3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
실이 아니다"라며 "'8.3'은 연구 과정
에서 나온 (실험적인) 수치인데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질연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전국의 주요 단층을
조사했다. 이중 울산2 단층은 지층이
둘로 나뉜 뒤 수평으로 130m를 움직
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층을 이동시킨
것은 '지진'의 힘이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지진으로 단층이 이 정도 거리를
움직일 수는 없다.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에도 단층은 30~50m
정도 움직이는데 그쳤다. 전 박사는 울
산2 단층의 경우 수백 차례의 소규모
지진을 거쳐 130m에 달하는 거리를
조금씩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 이는 소규모의 지진은 잦았다는 의
미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시사한다.
전 박사는 "'8.3'이라는 수치는 울산
2 단층의 위치가 한 번에 130m 변했
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값"이라며 "하
지만 한반도에서 한 번에 m 단위로 지
층이 변한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매
우 비정상적인 상황을 가정해 낸 값이
라 이를 실제 예측치로 수용하긴 어렵

의 별도 법안에 대한 병합 과정을
거치면서 307명의 의원이 공동발
의자로 추가로 참여했다.
통과된 법안에는 추모벽에 전사
자 이름과 더불어 전쟁에 참여한 미
군과 한국군, 카투사 장병, 연합군
사망자의 수 같은 다른 정보도 기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
에는 추모벽 건립 사업에 연방정부
예산이 들어갈 수 없다는 점도 담겼
다. 최초 공동 발의자였던 랭글 의
원은 이날 성명에서 "추모벽은 모
든 사람들에게 '자유는 공짜가 아
님'을 일깨울 것"이라며 "돌아오지
못하게 된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
릴 수 있는 장소가 한국전쟁 기념
공원에 더 생길 수 있게 된데 기쁘
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는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추모
벽을 세우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됐지만 의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19명의 병사 조각상으로 잘 알려진
현재의 한국전 기념공원은 1995년
7월 27일 개장했다. •
smile@yna.co.kr

Congress passes bill
calling for 'Wall of
Remembrance' honoring Korean War

다는 얘기다. 전 박사는 단층의 위치가
한 번에 130ｍ까지 변한다는 극단적
가정을 토대로 8.3 수치를 내놓은 이유
와 관련해서는 "실제 단층이 몇 번 움
직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이라며 "연구에서는
측정한 단층의 이동 거리를 모두 1회의
지진 때문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기원서 지질연 부원장 역시 이날 한
반도에서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일어
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이
런 대규모의 지진은 지각판이 서로 만
나는 경계에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판의 경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이런
지진이 일어날 수 없다"며 "한반도에
서 규모 6.5 이상의 지진은 나기 어렵
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지질연이 작성
한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
작'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경주·부산 원
전 단지의 인접지에서 규모 5.8~8.3
의 지진이 생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
민안전처(옛 소방방재청)가 연구사업
의 주관기관으로, 총 20억 원을 투입했
다. 하지만 지질연은 짧은 연구 기간과
예산의 한계로 정확한 지도를 제작하지
못했다. 전 박사는 "3년 만에 정확한 지
진위험 지도를 만들기는 어렵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점차 정확
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lic sentiment -- that Korea is safe
from catastrophic underground
tremors -- has changed a lot since
a 5.8-magnitude earthquake jolted
the Gyeongju area on Sept. 12.
The temblor, the strongest ever on
government record, was preceded
by a 5.1-magnitude quake and was
followed by more than 400 aftershocks. The two major shakes did
cause some damage to property,
but the impact was not so serious
as to threaten lives and key facilitie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and oil refineries.
The overall situation was under
control as recovery work was going
on in the affected areas. Nevertheless, the continuing aftershocks
agitated the people living in the
areas near the epicenter. Then
relatively strong aftershocks -measured at magnitude 4.5 and 3.5
-- rattled the area again Monday
night and Tuesday morning. It was
not as chaotic as the major foreign
quakes Koreans are used to seeing on television, but the power of
the two latest shakes were strong
enough to cause panic among
residents. People raced out of
their houses and offices with many
spending the night outdoors fearing a stronger quake was to come.
Teachers evacuated students in the
wake of Tuesday's tremor.
Some chose to live in the area
temporarily and news reports say
that some residents who had visited their family members in other
areas for the Chuseok holiday have
yet to return. So it is hardly surprising to hear that people in the
heavily affected areas have stocked
up on emergency packages and
daily necessities. The stockpile in-

Too vulnerable:
Korea ill-prepared
for major earthquake
Until recently, natural disasters
usually meant floods, typhoons and
droughts for modern-day Koreans.
For many, the thought of encountering a devastating earthquake
never occurred to them. This pub-

heroes
WASHINGTON, Sept. 21 (Yonhap)
-- The U.S. Senate has passed
legislation calling for erecting a
"Wall of Remembrance" in Washington that lists the names of all
American soldiers killed during the
1950-53 Korean War, sending the
bill to President Barack Obama for
signing. The Senate unanimously
approved the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Wall of Remembrance
Act of 2016 (H.R.1475) at a plenary
meeting Monday, congressional
records showed Wednesday. The
bill had passe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February. The bill,
which was introduced last year by

Rep. Sam Johnson (R-TX), a Korean War veteran, calls for authorizing the wall's establishment at the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and
allowing certain private contributions to fund the project.
The number of co-sponsors has
swelled to 307 as the bill passed
through both chambers of Congress. The United States led
the 21-nation Allied Forces to
help South Korea repel the Chinese-backed communist troops
invading from the North. More
than 36,000 American soldiers sacrificed their lives, and 103,000 were
wounded.
"The wall will remind people that
freedom is not free," Rep. Charles
Rangel said in a statement. "I am
pleased that the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will add a place for
those to remember the sacrifices
of our veterans and the heroes who
never returned home." •
jschang@yna.co.kr

cludes Japanese quake backpacks
people can purchase online. In a
sense, this is a good development
as the quakes -- while the damage
is largely contained -- are developing an awareness of the dangers
of major underground temblors in
Korea.
A big problem, however, is that
the government -- which is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ies of the people in
emergencies like war and major
disasters -- seems least prepared
for earthquakes.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should
bear the brunt of the criticism. For
instance, its website was shut down
when wary Internet users rushed to
it when the first tremor hit on Sept.
12. Officials said they expanded the
server capacity, but the website
was not accessible again when the
4.5-magnitude aftershock came.
In the week since the first tremor
the ministry's response has failed
to improve. Emergency text messages, which reached people nine
minutes after the Sept. 12 shake,
were sent out 14 minutes after the
4.5-magnitude aftershock. No
wonder a lawmaker chided the
government saying that the people
fear the government's ill-preparedness more than the major
quakes to come.
Either the Blue House or the
Prime Minister's Office should take
charge of overhauling Korea's anti-earthquake measures, including
an emergency response system,
geological examination, protection
of key facilities like nuclear power
plants and publishing manuals on
how to respond to
emergenc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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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어디로 ‘
착지’할까…친박
후보 프레임에는
거리
당내 경선 유리해도 친박 낙인 찍히면 확장성 한
계 있을수도
남경필 “潘, 친박계 후보 되서는 국민적 지지 받
을 수 없어”
潘에 환영일색이던 친박계도 일각에서 ‘플랜B’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반
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이제는 과
연 어느 진영을 발판 삼아 승부수를 띄
우겠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
고 있다.  현재로서는 새누리당 출마설
이 우세하다. 친박(친박근혜)계는 이
미 지난해부터 애드벌룬을 띄웠고, 충
청 출신인 정진석 원내대표 역시 기자
시절부터 반 사무총장과 가까운 사이로
서 일찌감치 ‘터닦기’를 해왔다는 관측
이다.  현 여권의 중심축인 박근혜 대통
령과 반 총장 간에는 매우 우호적인 기
류가 형성돼있다. 박 대통령은 해외 순
방 길에 기회가 되면 반 사무총장과 따
로 만났고, 반 사무총장 역시 최근 박
대통령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을 높이 평가하고 부친인 고(故) 박정
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 사업 보급에 발
벗고 나섰다.
    당의 한 친박계 핵심 당직자는 21
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엔 사무
총장으로서 정치, 경제, 보건 등 다뤄
보지 않았던 문제가 없다”면서 “우리나
라에서 그만한 경륜과 경험을 갖추고
존경을 받는 인물도 드물다”고 평가했
다.  박심(朴心·박 대통령의 의중)을 누
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이정현 대표가
대선 경선을 ‘슈스케’(슈퍼스타 K)처럼
공개 오디션 방식을 차용하겠다는 것도
일각에서는 반 사무총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실제 당 사무처에서는 별도의 팀을
구성해 대선 경선 방식 개편을 위한 당
헌·당규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기반이 취약한 반 사무
총장으로서는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
박계에 의탁한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후
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내년 대선국면에서 친박계에 기대는 것
이 확실히 약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는 속단하기 이르다. 확장성 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 사무총장과 가까운 한 의원은
“야권에는 이미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
가 많기 때문에 출마한다면 여권일 것”
이라면서 “다만 친박계는 물론이고 어
느 세력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반 사무총장의 출마설에 대
해 “국가의 중요 자산이 오시는 것은 좋
은 일”이라면서도 “우리 국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걱정된
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특정 계파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후보로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
다.  야권에서 반 총장에 대해 ‘친박 후
보’라고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
가두기’의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
다. 친박후보로 미리 낙인을 찍어둠으
로써 지지세력의 외연을 넓히는데 제동
을 걸어두려는 노림수라는 얘기다.
    친박계 후보로 거론되자 이미 당내
에서는 비박계를 중심으로 반 총장에
대한 견제를 넘어 네거티브 전략도 감
지된다.  한 비박계 의원은 “평화유지군
(PKO)이 현지 활동 중 문제를 일으키

고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유엔에서 이
를 묵살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면서“
유엔 활동을 최대 치적으로 삼고 있지
만 이러한 문제나 개인의 도덕성 문제
가 불거지면 시련을 겪을 것”이라고 주
장했다.
    그러나 비박계 전체가 반 총장의 출
마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비박계를 중심으로 당을 깨고 오히려
반 사무총장을 끌어들임으로써 판 자체
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솔솔 피어오
르고 있다. 이른바 ‘친박 고립화’ 시나
리오다.  주목할 대목은 친박계 내에서
반 사무총장에 대한 호응도가 예전만
큼 뜨겁지는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
는 점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반 총장이 나온다
고 해서 무조건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니
다”라면서 “당내에는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거쳐
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는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
리 띄우기에 나섰다가는 현 정부의 권
력 누수 현상을 가속화 하고, 괜한 견제
만 받을 수 있어 짐짓 거리를 두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일찌감치
‘반기문=친박계 후보’ 등식이 성립돼버
린다면 반 총장에도, 친박예도 좋지 않
은 만큼 전략적으로 양측이 거리를 두
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친박 진영이 반
총장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분명
하지만 확실한 간판 후보로 밀 것이라
고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
에서는 반 총장이 야당의 공세로 인해
중도하차하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
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른바 ‘플랜 B’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지난 2007년 당내 경선 후보
였던 박 대통령의 정책특보였던 곽영훈
사람과환경 회장은 내달 스위스에서 반
사무총장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
다.  고교 때부터 이어진 양측의 인연에
따른 사적인 만남이라지만 자연스럽게
대선에 대한 얘기도 오갈 것으로 보인
다. • aayyss@yna.co.kr

Ban's presidential prospects grow
with

No. 1 po-

sition in polls
By Song Sang-ho
SEOUL, Sept. 26 (Yonhap) -The presidential prospects of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appear to be growing as he boasts
a consistent lead in opinion polls
with a number of figures from his
hometown -- the central Chungcheong region -- taking up core
positions in South Korean politics, observers here said Monday.
Although he has never explicitly
mentioned his intention to run in
nex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Ban, whose second five-year term
as U.N. helmsman ends in December, has long been considered a
formidable presidential runner.
Recent opinion polls have reaffirmed his steady popularity among
the general populace.
In a survey conducted last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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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speaks after receiving an honorary medal
in The Hague, Netherlands, on April 20, 2016. (Yonhap)

by the local daily Joong-Ang Ilbo,
Ban garnered a support rating of
32.7 percent. He was trailed by
Moon Jae-in, former leader of the
main opposition Minjoo Party of
Korea (MPK), with 17.3 percent
and Rep. Ahn Cheol-soo, former
co-chair of the minor opposition
People's Party, with 8.1 percent.
Ban also held a comfortable lead
in a survey conducted last week by
the local newspaper Chosun Ilbo
and pollster Media Research. The
survey put Ban's approval rating
at 27.4 percent, while Moon and
Ahn received 16.5 percent and 8.2
percent, respectively.
Despite his hitherto ambivalent
stance over his presidential ambitions, the prevailing view is that
he would run in the crucial election
slated for December of next year
on the ticket of the ruling Saenuri
Party. The prediction has gained
traction especially since Saenuri
does not have a clear favorite to
represent the party as its champion
in the election to fill South Korea's
top elected office, after incumbent
President Park Geun-hye steps
down in February 2018. Mindful
of a lack of credible presidential
hopefuls, the ruling party has been
seeking to court Ban. In particular,
the party's faction loyal to President Park has seemingly thrown its
weight behind Ban.
Political pundits say Ban may
formally kick off his political activities when he returns home
early next year. During a meeting
with South Korea's parliamentary
leaders earlier this month, Ban said
he would return to Seoul "before
mid-January," stoking speculation
that he would begin preparing for
his presidential campaign from that
time onward. Further brightening
the prospects of his presidency is
the recent rise of the Chungcheong
region on the country's political
map. The region has long remained
on the political periphery as other regions, such as southeastern
Gyeongsang and southwestern
Jeolla, have effectively dominated
the nation's political landscape.
Chief among politicians from
Chungcheong are Rep. Chung Jinsuk, who represents a constituency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and serves as the ruling party's
floor leader, and Lee Won-jong,
the presidential chief of staff. The
latter hails from Jecheon, North
Chungcheong Province. Recently,
Kim Jung-hoon, who was also born
in Jecheon, rose to the top post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In the military arena, Army
Gen. Lim Ho-young, who is from
Eumseong, North Chungcheong
Province, has recently taken up
the post of the deputy chief of the
South Korea-U.S. Combined Forces
Command.
The emergence of these figures from the once-marginalized
Chungcheong region has further
raised expectations that a native of
the region could win the presidential office Cheong Wa Dae in next
year's crucial election. The seemingly strong likelihood of Ban's
presidential run has given rise to
a series of groups cropping up to
collectively support him. Some of
them, such as the "Pro-Ban Unification Party," have registered
themselves with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state election
watchdog. Several civic groups
in support of Ban have also been
formed. Among them is "Firefly,"
an organization consisting of Ban's
fans, which plans to hold a national
convention in November to begin
its activities in earnest.
On the other hand, Ban's accent
as a powerful presidential contender has triggered moves by the
opposition parties to keep him in
check. Opposition politicians and
his potential foes have argued that
Ban, a former career diplomat, may
not be qualified to wade through
the rough waters of domestic
politics. They point to the fact
that he has never held an elected
office in his public life. Some of
them also highlighted that Ban has
failed to make any breakthrough
in cross-border relations or in the
decades-old nuclear standoff with
Pyongyang during his two terms
that began in January 2007. •
ssh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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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대신 펜 쥐고
미래로”…콜롬비
아 52년만의 평
화협정 서명
(보고타=연합뉴스) 김지헌 특
파원 =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
최대 반군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
(FARC)이 52년간의 내전을 끝내
는 역사적인 평화협정에 공식 서명
했다. FARC 지도자 로드리고 론
도뇨(일명 티모첸코)와 후안 마누
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26일
(현지시간) 콜롬비아 북부 해안도
시 카르타헤나에서 열린 서명식에
서 차례대로 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달 평화협정에 상
호합의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날
서명된 평화협정안을 내달 2일 국
민투표에 부치며, 국민투표에서 ‘찬
성’ 의견이 많으면 평화협정이 공식
발효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스페인
전 국왕 후안 카를로스 1세, 중남
미 각국 정상, 존 케리 미국 국무장
관 등 하객 2천500여 명 앞에서 론
도뇨가 먼저 총알 탄피를 녹여 만든
펜으로 협정에 서명했고, 이어 산토
스 대통령이 같은 펜으로 사인을 남
겼다. 지난달까지 3년 9개월간 이
어진 콜롬비아 정부와 FARC의 평
화 협상 장소를 제공했던 쿠바의 라
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도 행
사에 참석해 역사적 현장을 지켜봤
다. 펜은 실제 전투에서 사용된 총
알의 탄피로 만든 것이며 앞서 산토
스 대통령은 “우리는 총알로 만든
펜으로 서명할 것이다. 총알이 교육
과 미래로 전환하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펜 손잡이
에는 “총알은 우리의 과거를 기록했
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다”라는 문
장이 스페인어로 적혔다.

이날 청중 일부는 눈물을 글썽이
는 모습을 보였고 객석에선 산토스
대통령과 론도뇨를 향해 “포옹하라”
는 외침도 들려왔다. 297쪽짜리 협
정문에 서명을 마친 산토스 대통령
은 자신의 옷에 수년간 끼우고 다니
던 평화를 상징하는 하얀 비둘기 배
지를 떼어 내 론도뇨에게 건넸고 론
도뇨는 이를 가슴팍에 끼우고 환히
웃었다. 이어 두 사람은 악수하며
서로 어깨를 두드렸다. 잠시 후 제
트기 다섯 대가 행사장 위를 비행하
며 콜롬비아 국기의 색깔인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연기를 뿜어 하늘을
장식했다.
이날 거의 모든 하객은 평화를 뜻
하는 하얀색 옷을 입고 와달라는 콜
롬비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복장 색
깔을 흰색으로 통일했다. 반 총장
은 축사에서 “콜롬비아 만세, 평화
만세!”를 외쳐 평화협정 서명을 축
하했다. 론도뇨는 “FARC의 전사들
은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탄압
받는 이들의 영웅이었다”면서 “우리
가 전쟁 중에 초래했을지도 모르는
모든 고통에 대해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
는 또 “우리가 무기를 놓고 정치 속
으로 들어가는 것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협정을 지킬 것이며 정부
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토스 대통령은 “우리 조국의
수장으로서 나는 FARC가 민주주의
로 온 것을 환영한다. 이 협정으로
콜롬비아에선 젊은이, 죄 없는 자,
군인, 반군의 죽음이 멈출 것”이라
며 “10월 2일 있을 평화협정에 대
한 국민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촉구했다. 협정에 서명함
에 따라 FARC는 앞으로 정당 등 정
치적 결사체로 재출범할 예정이며
180일 안에 유엔에 무기를 넘기고
무장 해제를 완료해야 한다. 론도뇨
는 계속해서 FARC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평화를 달성한
콜롬비아에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론도뇨 반군 지도자
(카르타헤나<콜롬비아> AP=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52년간
의 내전을 끝내는 평화협정서에 서명을 마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왼쪽)과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의 지도자 로드리고 론도뇨가 악수하고 있다.

은 평화협정 이행을 위해 3억9천만
달러(약 4천325억 원)를 지원하겠
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협정 서명과 동
시에 FARC를 테러 조직 목록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했다. 2002년부
터 EU의 테러 조직 목록에 포함된
FARC는 6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목
록에서 완전히 삭제될 수 있다. 콜
롬비아 정부는 제2 반군 조직인 민
족해방군(ELN)에 대해서는 “납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아직 ELN과 평화
협상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FARC는 1964년
농민 반란으로 시작해 52년간 정부
군과 내전을 벌였다. 지금까지 22
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8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평화협정은 공
식 서명식에 이어 내달 2일 치러지
는 국민 투표를 앞두고 있다. 최근
콜롬비아 최대 주간지 ‘라 세마나’의
설문조사에선 국민 투표에서 찬성
표를 던지겠다는 응답자가 72%에
달했다. •jk@yna.co.kr

Colombia, FARC
sign historic
peace deal ending long conflict
JOSHUA GOODMAN, Associated Press
ANDREA RODRIGUEZ, Associated Press

CARTAGENA, Colombia (AP) —
Colombia’s government and its
largest rebel movement signed
a historic peace accord Monday in an emotional ceremony
that seeks to put an end to a
half-century of combat and put
the war-weary nation on the
path to reconciliation. President
Juan Manuel Santos and Rodrigo
Londono, leader of the 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 signed the agreement
before a crowd of 2,500 foreign
dignitaries and special guests,
including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and U.S.
Secretary of State John Kerry.
Many in the audience had tears
in their eyes, and shouts rose
urging Santos and Londono to
“Hug, hug, hug!” In the end,
the two men just clasped hands
and smiled effusively. Then
Santos removed from his lapel
a pin shaped like a white dove
that he’s been wearing for years
and handed it over to his former
adversary, who fastened it on

his own shirt.
It was one of many symbolic
gestures that filled the 90-minute ceremony held at sunset
overlooking the historic ramparts of Cartagena, nicknamed
the “Heroic City” for its prominent role in Colombia’s battle
for independence from Spain.
The event kicked off with Santos unlocking with a metal key
a giant door, representing a
new beginning, through which
15 Latin American presidents
and the two sides’ negotiating
teams crossed while taking their
seats on the stage. All guests
were told to wear white and
Santos and Londono signed
the 297-page accord with pens
made from recycled shells used
in combat.
Borrowing phrases from Colombia’s 19th century national
anthem, Santos, who for years
was the FARC’s top military
opponent, proclaimed that the
signing of the accord will put an
end to generations of bloody
combat that has killed more
than 220,000 and displaced
millions, creating the conditions for wounds to heal and
the country to prosper in the
years ahead. He led the crowd
in chants of “No more war! No
more war! No more war!” and
urged Colombians to ratify the
accord in an Oct. 2 national
referendum that will determine
its fate. Addressing the FARC
leaders on stage, Santos said,
“When you begin your journey
back to society, when you begin
your conversion into a political
movement, I, as head of state of
the fatherland we all love, want
to welcome you to democracy.”
Londono, best known by his
alias Timochenko, (cont. next pg)
called Santos “a courageous
partner” and hailed the accord
as not only a victory for Colombia but an example to war-ravaged Syria and the Palestinians
and Israelis of what can be
achieved through dialogue. He
said the FARC wouldn’t abandon its fight for social justice
or harsh critique of Colombian
elites as it makes its transition
into a political movement. But
he said it would now defend its
political ideals at the ballot box.
“Let no one doubt that we
are going into politics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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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pons,” Londono said. “We
are going to comply (with the
accord) and we hope that the
government complies.” He
-continue-also praised FARC’s
fighters as heroes of the downtrodden and then in an emotional high point called out
for forgiveness of the FARC’s
crimes, which range from kidnapping of civilians to its laying
of landmines that have claimed
thousands of victims. “I apologize for all the pain that we have
caused,” he said.
The ceremony mostly went
off without a hitch although
an apparently unexpected low
flyover by three fighter jets
momentarily startled Londono,
who resumed his speech with
a joke: “This time they came to
salute peace instead of unload
bombs.” Londono took over as
the FARC’s commander in 2011
after an aerial attack killed his
predecessor, known as Alfonso
Cano, shortly after he authorized a secret backchannel dialogue with the government.
Across the country Colombians celebrated with a host of
activities, from peace concerts
to a street party in the capital, Bogota, where the signing
ceremony was broadcast live
on a giant screen. The signing
was greeted with wild cheers
by about 1,000 FARC rebels in
the Yari Plains, a remote area of

southern Colombia where the
group recently concluded its last
congress as a guerrilla army by
endorsing the deal.
“Yes, we can; yes, we can; yes,
we can,” they shouted, followed
by calls for Timochenko to be
president. Earlier in the day,
government officials attended
a Mass celebrated by Cardinal
Pietro Parolin, the Vatican’s
secretary of state, who praised
Colombians for overcoming the
pain of the bloody conflict to
find common ground with the
rebels.
“All of us here today are conscious of the fact we’re at the
end of a negotiation, but also
the beginning of a still open
process of change that requires
the contribution and respect of
all Colombians,” the cardinal
said. Colombians will have the
final say on endorsing or rejecting the accord in the Oct. 2
referendum. Opinion polls point
to an almost-certain victory
for the “yes” vote, but some
analysts warn that a closer-than-expected finish or low
voter turnout could bode poorly
for the tough task the country
faces in implementing the ambitious accord.
Among the biggest challenges
will be judging the war crimes of
guerrillas as well as state actors.
Under terms of the accord, rebels who lay down their weapons

and confess their abuses will be
spared jail time and be allowed
to provide reparations to their
victims by carrying out development work in areas hard hit by
the conflict. That has angered
some victims and conservative
opponents of Santos, a few
hundred of whom took to the
streets Monday to protest what
they consider the government’s
excessive leniency toward
guerrilla leaders responsible for
atrocities in a conflict fueled by
the cocaine trade. To shouts
of “Santos is a coward!” former President Alvaro Uribe, the
architect of the decade-long,
U.S.-backed military offensive
that forced the FARC to the negotiating table, said the peace
deal puts Colombia on the path
to becoming a leftist dictatorship.
The domestic opposition contrasts with widespread acclaim
abroad for the accord. On
Monday, European Union foreign policy coordinator Federica
Mogherini said that with the
signing of the peace agreement,
the EU would suspend the FARC
from its list of terrorist organizations. Asked whether the U.S.
would follow suit, Kerry was less
willing to commit but expressed
a possible openness to similar
action. “We clearly are ready
to review and make judgments
as the facts come in,” he told

reporters. “We don’t want to
leave people on the list if they
don’t belong.”
The FARC was established in
1964 by self-defense groups
and communist activists who
joined forces to resist a government military onslaught.
Reflecting that history, the final
accord commits the government
to addressing unequal land
distribution that has been at the
heart of Colombia’s conflict. As
part of the peace process, the
FARC has sworn off narcotics
trafficking and agreed to work
with the government to provide alternative development in
areas where coca growing has
flourished. Only if the accord
passes the referendum will the
FARC’s roughly 7,000 fighters
begin moving to 28 designated
zones where, over the next six
months, they are to turn over
their weapons to U.N.-sponsored observers.
“This is something I waited for
my whole life — that I dreamed
of every day,” said Leon Valencia, a former guerrilla who
is one of the most respected
experts on Colombia’s conflict.

Netherlands not
considering EU
exit: PM

   The term Nexit was newly coined amid growing talks
of the Netherlands’ possible
withdrawal from the EU. In a
national referendum in June,
Britain voted to leave the EU,
becoming the first country to do
so since the European regional
political-economic union was
formed.
   “The Netherlands and Korea
are, in absolute terms, the fifth
and sixth-biggest exporters in
the world. And for the Netherlands, therefore, to be an
export nation is crucial,” Rutte
stressed. “Seventy percent of
the export is within the EU. so
the EU for us is vital. We cannot
survive without having a strong
European Union economically as
well as for our safety.” Still, the
regional union has to reform,
the prime minister noted.
   “There’s growing consensus that the EU has to focus
on three things: strong internal market, protecting outside
borders and migration,” according to the Dutch leader. “The
EU should focus on those three
areas ... and should not interfere

with member states in (internal) issues.”
   Rutte also vowed the Netherlands’ staunch support for
South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sanctions efforts aimed
at denuclearizing North Korea.
   “We very much condemn what
the North Korean regime is
doing at the moment in terms of
the nuclear test and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Rutte
said emphatically.
   “We are a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in 2018 ... so
that is an opportunity we have
with bigger impact. (We will)
Work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 its dealings with the North,”
he noted.
   “I made it clear to President
Park Geun-hye that she has a
friend in the Hague and many
friends in Europe. This is firstly an issue for South Korea but
also an issue for the region and
the world to fight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he said. Leading a 400-member delegation,
Rutte came to Seoul Monday for
a four-day trip. A day earlier,
he met with President Park and

discussed tighter collaboration
in denuclearizing North Korea
through sanctions and diplomacy.   He highlighted that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Netherlands now has a new momentum following back-to-back
top-level official exchanges
between them.
  “There’s now momentum for
the relationship after the visit of
President Park Geun-hye in the
Netherlands in 2014, the state
visits of the (Dutch) king and
queen in November 2015. And
now my official visit as prime
minister is momentum for the
relationship which is creating its
own speed,” he said.
   “Guus Hiddink, Miffy, I and the
kind could help. This will not go
away,” he said, conjuring up the
popular Dutch football coach
who led the South Korean national team through the World
Cup quarter-finals in 2002 and
the Dutch female rabbit character famous in South Korea. •

By Park Boram

   SEOUL, Sept. 28 (Yonhap) -There is no chance of a Nexit,
as the Netherlands will maintain
its unwavering membership in
the European Union (EU), Dutch
Prime Minister Mark Rutte said
Wednesday.
   “On Nexit, that will not take
place. In the Netherlands, support for Nexit has considerably
come down,” the prime minister
said in an interview with a group
of South Korean reporters in
Seoul.
   “It (the support) was about
40 percent now, much lower
in the poll. This is because of
the affect of Brexit. People see
what the Brexit has done to the
United Kingdom economy, the
UK constitutionally and civility of
the UK. So there’s no support
within this population for Nexit,”
he stressed.

•
___

Associated Press writers Vivian Salama and
Pedro Mendoza in Cartagena, Cesar Garcia
in Yari Plains and Libardo Cardona in Bogota
contributed to thi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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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eon animation
festival eyes Asia’s
top spot
By Chung Joo-won

SEOUL, Sept. 21 (Yonhap) -- This
year’s Bucheon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BIAF) will bloom
on its largest scale since its launch,
making its way up to Asia’s top
spot, the organizing committee said
on Wednesday. Since its launch in
1999, the annual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in the South Korean
city of Bucheon has presented a
number of high-quality animated
films. Starting its 16th run in 2015,
the global event changed its name
from the Puchon International Student Animation Festival, opening
the event to professionals as well.
The big four in world animation
awards are the Ottawa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of Canada,
the Zagreb International Animation

갤노트7 국내 리콜 20만
돌파…삼성, 소비자들에
전화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삼
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리콜에 응한
국내 소비자 수가 20만명을 돌파했
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에게 전화
를 돌리며 리콜 비율 높이기에 나섰
다. 2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
난 19일부터 전날까지 엿새 동안 20
만명 이상이 갤럭시노트7을 교체했
다. 전체 구매자 42만9천여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리콜에 응한 것이다. 정
확한 개통 취소 수는 집계되지 않았지
만, 전체 판매량의 5％ 안팎으로 추정
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서비스센터에
서 배터리 점검을 받은 소비자를 대상
으로 24일부터 전화를 걸어 기기 변
경을 유도하고 있다. 오는 28일 판매
재개를 앞두고 리콜 비율을 최대한 높

Samsung Galaxt Note 7

Festival of Ukraine, the Annecy
International Animated Film Festival of France and the Hiroshima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of
Japan. Only those four are officially approved by the International
Animated Film Association (ASIFA),
an animated film leg of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for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UNESCO).
The media event was organized to promote this year’s BIAF
to be held Oct. 21 to 25 in seven
cinemas, museums and exhibition halls in Bucheon, Gyeonggi
Province. The BIAF gained the
spotlight for many years for its
top-notch juries and submissions
from all over the world. Under the
theme “Ani+Play,” a combination
of animated films and play, a total
of 1,221 works from 70 countries
were submitted to the festival.
Among them, 135 pieces were
accepted to compete for awards
in five sections, including feature
films, short films, TV and commissioned films, online films and
student-made films. The festival
will screen 222 animated films from
38 countries, including the 135
competitors, in cinemas. Some will
be screened on Naver TV Cast, an
online broadcast by South Korean
internet portal operator Naver.
Last year, a total of 160 pieces from
35 countries competed in the BIAF
2015.

The jury pool for the final includes
Benjamin Legrand, French screenwriter of last year’s BIAF opener
“April and the Extraordinary World”
and author of “Snowpiercer,” a
cartoon which was later made into
a film of the same title by South
Korean director Bong Jun-ho. Also
among the 10 jury members are
Raul Garcia, a U.S. character animator of Disney’s “The Beauty and
the Beast,” “Aladdin,” “The Lion
King” and “Pocahontas,” as well
as French director and producer
Jacques-Remy Girerd.
This year’s BIAF will open with the
Asian premier of “Kubo and the Two
Strings” by U.S. animator Travis
Knight, the president and chief executive of Studio LAIKA. The stop
motion animation guru was the
lead animator of “The Boxtrolls,”
“ParaNorman” and “Coraline,” all of
which were nominated for the Oscar and awards given by the British
Academy of Film and Television
Arts (BAFTA) and Producers Guild
of America (PGA). In its U.S. premier, “Kubo and the Two Strings”
raked in rave reviews from U.S.
animated film critics with splendid
action scenes and organic development.
The 102-minute film unravels an
adventure of a young boy named
Kubo, who lives with his mother
in a humble cave. Kubo’s mother,
suffering from memory loss, would

tell her only son to return home
before dark every day. One day,
the playful boy stays away from
home late, and becomes the target
of the evil moon king. To defy the
vengeful foe, Kubo begins a long
journey to locate his late father’s
magical armor.
The opening work of 2012 was
Disney’s Oscar winner “Paperman.”
BIAF 2015 opener “April and the
Extraordinary World” is a strong
Oscar candidate, foreboding a
fierce rivalry with Disney’s “Zootopia.” On the sidelines of the film
screenings are special programs
and master classes by award-winning animators.
“The French Year,” BIAF’s special exhibition, is dedicated to the
130th anniversary of South Korea-France diplomatic ties. The
event presents a total of 56 French
animated films, including winners
of the Cannes Film Festival, the
Annecy International Animated
Film Festival and Cesar Awards.
One of the special French programs
includes the Sylvain Chomet series,
which explores the works of the
animator and four-time nominee
for Academy Awards. Six of his
greatest works, including his signature works “Attila Marcel,” “The
Illusionist” and “The Triplets of
Belleville,” will be screened during
the event. •
jwc@yna.co.kr

이기 위한 노력이다.
그동안 신문 광고를 내고 이동통신
사를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제
품 교환을 독려했지만, 1대1로 직접
전화를 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삼성전자와 협조해 전산 개통
휴무일인 이날도 대리점에서 갤럭시
노트7 기기 변경이 가능하도록 이례
적인 조처를 내렸다. 다만, 싱가포르
에서 지난 16일 단 하루 만에, 미국에
서 21~22일 이틀 만에 각각 갤럭시
노트7 리콜 비율이 50％를 넘은 것과
비교하면 국내 소비자의 반응은 다소
느린 편으로 볼 수 있다. 한 이통사 관
계자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사
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되도록 빨
리 기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일
요일인 25일에도 대리점과 판매점
이 대부분 문을 연다"고 안내했다.•
hanjh@yna.co.kr

More than half of
Galaxy Note 7 own-

it starts sales of new Note 7s
this week. On Sunday, most
service stores of the nation's
three mobile carriers opened for
business to help speed up the
replacement program. Samsung started selling the Note 7
in South Korea on Aug. 19, but
halted sales and conducted a
global recall earlier this month
following reports of some of the
devices catching fire while being
charged.
By using a software update,
Samsung has limited the current Note 7 battery to a maximum charge of 60 percent and
offered financial incentives
to Note 7 owners. In order to
complete the recall process as
soon as possible, the company postponed the resumption
of Note 7 sales for three days
to Oct. 1, which has been suspended for weeks due to the
battery problem.
"We've made the decision to
minimize customer inconvenience and speed up the process," said a company official.
"We will do our best to settle the
situation." •

ers get replacements
in

S. Korea

SEOUL, Sept. 25 (Yonhap) -More than half of Galaxy Note
7 owners in South Korea have
swapped their used phablets
for new ones, six days after
Samsung Electronics Co. began
a replacement program as part
of a global recall over battery
problems, industry officials said
Sunday. The number of Note 7
owners who have received replacements exceeded 200,000
as of Saturday, the officials
said. About 429,000 Note 7s
were said to have been sold in
South Korea. Only 5 percent of
Note 7 owners are said to have
received a full refund, according
to them.
Samsung telephoned Note 7
owners to advise them to swap
their phablets for new ones,
in an effort to swiftly end the
replacement program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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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서 소아
암퇴치 앞장…18
년 누적기부금 1
억1천500만달러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
원 = “다 함께 희망의 바퀴를 계속
굴려갑시다.”
23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연
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현대자
동차의 ‘호프 온 휠스’(Hope on
Wheels·바퀴에 희망을 싣고) 행사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미래의 희망’
인 아이들이 소아암을 극복할 수 있
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
다. 1998년 시작해 올해로 18년
째를 맞은 호프 온 휠스는 미국 딜
러들이 신차를 판매할 때 대당 14
달러를 적립하고 여기에 현대차 미
국 판매법인의 기부금을 더해 운영
되는 소아암 치료지원 프로그램으
로,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
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 하원 ‘소아암
코커스’ 공동의장인 마이클 맥콜(공
화·텍사스)과 크리스 밴 홀렌(민주·
메릴랜드), 현대차 딜러 출신인 마
이크 켈리(공화·펜실베이니아), 바
비 스콧(민주·버지니아) 의원 등이
직접 참석했다. 맥콜 의원은 인사
말에서 현대차의 사회공헌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9·11테러
때 희생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아이
들이 매년 암으로 목숨을 잃는다”며
소아암 퇴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과 지원을 당부했다.
현대차의 지원을 받아 소아암을
이겨 낸 뒤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하나 애덤스(12·여) 양과 라이언 다
비(12) 군은 힘들었던 자신들의 투
병기를 공개하며 현대차에 고마움
을 표시했다. 현대차는 올해 1천
500만 달러를 포함해 지난 18년간
총 1억1천500만 달러(약 1천269
억 원)를 소아암 치료 및 연구 등에

성영훈 권익위원장 “질
기고 질긴 부패를 근절
하는 출발점”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27일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질기
고 질긴 부패를 근절하는 출발점”이
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김
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가진 연
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우
리 사회가 청탁이나 과도한 접대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관
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 왔다”면
서 이같이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
어 “네가 1차를 샀으니까 내가 2차
를 산다는 정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밥 한 끼가 술 한 잔이
되고, 술 한 잔이 노래방이 되고, 그
러다가 서로 형님·아우가 되고 청탁
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다소 야박
해 보일 수 있지만, 청탁금지법의

기부했다. 이런 공로를 기려 미 하
원의원 99명으로 구성된 소아암 코
커스는 9월 소아암 행사에 2011년
부터 6년 연속 현대차를 초청했으
며, 특히 지난해에는 누적기부금 1
억 돌파 등 소아암 퇴치를 위한 현
대차의 노력을 기리는 성명문을 미
의회에 제출해 의사록(Congressional Record)에도 공식 수록하기
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 의원들 이외에
도 안호영 주미대사, 데이브 츄카프
스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
사장, 현대차 워싱턴사무소장 이광
국 전무, 현대차 미국법인 한창환
전무, 현대차 김동욱 상무, 미국 딜
러 대표단, 의사협회 및 관련 단체,
미국 정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안 대사는 “올해로 4년
째 이 행사에 참석하는데 어떤 다른
행사보다도 기다려지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현대
차에 앞으로도 난치병으로 어려움
을 겪는 어린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현대차는 25일에는 매사추세츠
주(州) 보스턴에서 ‘호프 온 휠스 자
선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5
㎞ 자선 단축 마라톤 대회에는 약 1
만 명이 참가하며 참가자 전원이 소
아암 환자 후원금 기부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대회장
주변에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대회
참가자뿐 아니라 관람객들을 대상
으로 호프 온 휠스 프로그램의 의미
와 성과를 소개하고 적극적인 동참
을 권유할 예정이다. •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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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ign

WASHINGTON, Sept. 25 (Yonhap) -- Hyundai Motor, South
Korea’s largest automaker, has
been praised for its campaign to
raise funds for tackling childhood cancer in the United States
as members of Congress concerned about the disease held
their annual gathering. The
Child Cancer Caucus, involving
over 100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eld the
annual Childhood Cancer Summit on Friday in an effort to raise
awareness of pediatric cancer
and finance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nd treatment.
“Hyundai, they’ve raised over
US$100 million for the cause.
This is awesome,” Rep. Michael
McCaul (R-TX), co-chair of the
caucus, said during the event.
“It’s a fact that more children die
of cancer every year than adults
died in the attacks on 9/11. It’s
the No. 1 killer of our kids.”
The South Korean automaker runs the “Hope on Wheels”
fund-raising program, in which
US$14 is raised every time a
new Hyundai vehicle is sold.
Since the program was launched
in 1998, Hyundai has raised and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정성을 표
할 수 있다”며 “이른바 청렴 선진국
에서는 이 같은 관행이 이미 정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또 “김영란법이 단기적으로 경제 회
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
만,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일이
라고 생각한다”며 “청렴한 사회가
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성 위
원장은 이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경제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한 접대비
지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
라 경영상의 비용부담도 완화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금융실명제도 지
각을 변동시킬 만한 조치였는데 초
기에 어려움을 잘 극복해낸 경험이
있다”며 “김영란법 역시 처음엔 고
통스럽다고 해도 딛고 극복해야 한
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또 김
영란법이 시행 초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에 “직무 관련성 등이
애매해 보이지만, 당사자 스스로는

법 위반인지 스스로 알 수 있다”며 “
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은 누구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엄청
를 적발해서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나게 어려운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공직자 등을 부정한 청탁이나 접대
라고 답했다.
로부터 무례하다는 소리 듣지 않으
성 위원장은 “접대를 하는 사람
면서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명분
에게는 의도가 있고, 접대를 받는
을 제공해 주는 보호장치”라며 “나
사람도 자신이 왜 접대를 받는지 알
를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나를 보호
고 있다”며 “뜬금없이 너무나 존경
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해달라”고 밝
한다면서 접대를 하고 가는 건 현실
혔다. • jesus7864@yna.co.kr
적으로 쉽지 않
다”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청
탁금지법이 안
정적으로 시행
된다면 투명한
의사소통 절차
가 확립될 것”이
라면서 “더치페
이 등 대안적인
문화가 정착된
다면 불합리한
접대 관행 없는
건전한 의사소
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 Sung Yung-hoon, the head of the Anti-Corruption & Civil

Hyundai Motor
praised in Congress for anticancer fund-raising

		

donated a total of about $115
million, including $15 million
this year alone. Hyundai is the
only private company invited to
the congressional event every
year since 2011. Last year,
the caucus also submitted a
statement praising Hyundai’s
fund-raising program and the
statement was officially included in the congressional record.
About 200 people attended the event, including Reps.
Chris Van Hollen (D-MD),
Mike Kelly (R-PA) and Bobby
Scott (D-VA), as well as South
Korean Ambassador Ahn Hoyoung; Dave Zuchowski, CEO
of Hyundai Motor America; and
Lee Kwang-guk, senior vice
president of the Hyundai Motor
Company Washington Office.
On Sunday, Hyundai also hosted the “Hope on Wheels” marathon charity event in Boston.
About 10,000 people participating in the 5-kilometer race
donated to the program. •
jschang@yna.co.kr

Rights Commission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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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세계은행 총
재 연임 확실시…
단독 후보로 나서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차기 총재 후
보로 단독 출마하면서 사실상 연임
을 확정 지었다. 세계은행 이사회
는 14일(현지시간) 13대 총재 후
보 등록이 끝났으며 김 총재가 후
보로 나선 유일한 인물이라고 밝혔
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다
른 후보가 나오지 않은 만큼 김 총
재의 연임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
사회는 공식 절차에 따라 김 총재를
인터뷰하고 다음 달 7∼9일 연례회
의 전에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한
국계 미국인인 김 총재는 보건 전문
가이자 다트머스대 총장 출신으로,
2012년 세계은행 총재직을 처음
맡았다. 첫 임기 동안 김 총재는 아
프리카 에볼라 사태와 유럽·중동의
난민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는 평가를 받지만, 일각에서는 불필
요하게 세계은행의 업무를 확장했
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총재의 첫 임기는 내년 6월
30일에 끝나며 연임에 성공하면
2022년 6월 30일까지 일하게 된
다. 세계은행 측은 그간 총재 선임
과정이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이뤄
질 것이라고 강조해왔지만, 경쟁 없

Officials from
21 states sue to
block overtime pay
expansion
MICHELLE RINDELS, Associated Press

LAS VEGAS (AP) — Officials
from 21 states sued the U.S.
Department of Labor Tuesday
over a new rule that would make
about 4 million higher-earning
workers eligible for overtime
pay, slamming the measure as
inappropriate federal overreach
by the Obama Administration.
Nevada Attorney General Adam
Laxalt, a Republican, filed the
lawsuit in U.S. District Court
in Eastern Texas, urging it to
block implementation before
the regulation takes effect on
Dec. 1. Laxalt, a frequent critic
of President Barack Obama’s
policies, said the rule would burden private and public sectors
by straining budgets and forcing
layoffs or cuts in working hours.

김용 세계은행 총재 [AFP=연합뉴스]

이 김 총재 연임이 확실시되면서 반
발의 목소리가 나올 우려도 커졌다.
1945년 세계은행이 설립된 이래
70년 넘게 미국인만 총재직을 맡
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국제통화
기금(IMF)도 암묵적 합의 속에 유
럽이 이끌어왔다. 특히 세계은행
은 지난 2012년 나이지리아 출신
후보가 한 번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이 추천하는 단수 후보
가 총재로 임명됐다. 지난달 세계
은행 직원조합은 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세상이 바뀌었고 우리도 변화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뒷방에서
이뤄진 거래를 바탕으로 12번 연속

미국인 남성이 총재가 되는 것을 지
켜봐야 했지만 이는 바뀌어야 한다”
고 촉구하기도 했다. •
heeva@yna.co.kr

“This rule, pushed by distant
bureaucrats in D.C., tramples
on state and local government
budgets, forcing states to shift
money from other important programs to balance their
budgets, including programs
intended to protect the very
families that purportedly benefit
from such federal overreach,”
he said in a statement.
The lawsuit came the same day
that the U.S. Chamber of Commerce and more than 50 other
business groups filed a legal
challenge against the regulation. U.S. Secretary of Labor
Thomas Perez said he was confident in the legality of the rule,
describing the lawsuits as partisan, obstructionist tactics. He
noted that overtime protections
have receded over the years:
they applied to 62 percent of
full-time salaried workers in
1975 and just 7 percent today.
“The overtime rule is designed
to restore the intent of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the crown
jewel of worker protections in
the United States,” Perez said in

a statement. “I look forward to
vigorously defending our efforts to give more hardworking
people a meaningful chance to
get by.”
The measure would shrink the
so-called “white collar exemption” that exempts workers who
perform “executive, administrative or professional” duties from
overtime and minimum wage
requirements. It would more
than double the salary threshold
under which employers must
pay overtime to their white
collar workers. Overtime protections would apply to workers
who make up to $913 a week,
or $47,476 a year, and the
threshold would readjust every
three years to reflect changes in
average wages.
“This long-awaited update will
result in a meaningful boost to
many workers’ wallets, and will
go a long way toward realizing
President Obama’s commitment to ensuring every worker
is compensated fairly for their
hard work,” the Labor Department said in May when it an-

World Bank reappoints Kim to
second five-year
term

WASHINGTON, Sept. 27
(Yonhap) -- The World Bank
unanimously reappointed its
Korean-American president, Jim
Yong Kim, to a second five-year
term on Tuesday. “Executive
Directors cited the achievements of Bank Group staff and
management during Dr. Kim’s
first four years in office, and
recognized his leadership and
vision. Chairs acknowledged
several accomplishments the
institution has achieved during
this time with strong Board
support,” the World Bank said in
a statement.
Kim, a renowned health expert
and educator, took office as
head of the 187-nation organization in July 2012. His second-term, which begins in July
next year, has been considered
certain as no other candidates
have come forward. Born in
Seoul, the capital of South Korea, in 1959, Kim moved to the
U.S. with his family when he was
5 years old. Kim had served as
the president of Dartmouth College since 2009 before becoming the World Bank chief. •
jschang@yna.co.kr

nounced the new rule. Business
groups say the changes are too
much and too fast, especially as
states continue to recover from
the recession.
“We believe that many employers across our state and
the country_large and small
alike_will not be able to meet
the high cost of these ongoing
rate changes, and as a result,
will be forced to curtail hiring or
even lay off employees,” said
Kristin McMillan, president of
the Las Vegas Metro Chamber of
Commerce.
Other plaintiffs include Alabama, Arizona, Arkansas, Georgia, Indiana, Kansas, Kentucky,
Louisiana, Michigan, Mississippi,
Nebraska, Ohio, Oklahoma,
South Carolina, Texas, Utah and
Wisconsin, and the governors of
Iowa, Maine and New Mexico.
The Eastern Texas district where
the lawsuit was filed is known as
a “rocket docket” court where
cases move along quick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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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진해운 화
물하역 10월 말까
지 완료 추진"
"전·현 대주주, 산은 지원금과 회사 시재금
으로 하역비 충당 가능"
벨기에·호주 '스테이오더' 신청…내주 스페
인 등 3개국 신청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한진해운[117930] 선박 화
물하역을 다음달 말까지는 최대한
완료하기로 했다. 최근 한진그룹
과 전·현 대주주의 1천100억원 지
원이 확정된 데 이어 산업은행이 크
레딧라인(한도대출)을 개설해 최대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한
진해운의 시재금까지 합치면 화물
하역에 필요한 자금이 어느정도 확
보됐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
와 해양수산부는 23일 정부서울청
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한진해
운 관련 현황과 앞으로 하역진행 계
획을 설명했다. 한진해운 컨테이너
선박 97척 가운데 현재까지 35척
이 하역을 완료했다.
하역을 못한 62척은 국내 항만으
로 돌아올 예정인 선박이 33척, 스
페인·독일·싱가포르 등 거점항만 인
근에서 하역을 위해 입항을 기다리
는 집중관리 대상 선박이 29척 등
이다. 정부는 국내복귀예정 선박
에 실린 화물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
를 제외하고는 10월말까지 모두 하
역을 완료시켜 환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집중관리선박
가운데 이달 중 10여척이 추가로
화물을 하역하도록 하고 10월에도
최대한 많은 선박이 하역할 수 있도
록 지원해 10월 말에는 집중관리선
박 대부분이 하역을 마치도록 할 방
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화물하역에 필
요한 하역비 등 소요비용은 한진해
운 시재금과 한진그룹 지원액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
앞으로도 대주주의 책임있는 자세
를 통해 하역 정상화가 조속히 진행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
부는 현재 벨기에와 호주에 압류금
지명령(스테이오더)을 신청했고 다
음주 중에는 스페인·네덜란드·이탈

Asian stocks mostly
steady as low rate
outlook reassures
KELVIN CHAN, AP Business Writer

HONG KONG (AP) — Asian
stock markets held fairly steady
Friday, holding on to gains in
the week driven by U.S. and
Japanese central bank policy
decisions that fueled investors’ belief that low rates will be
around for a few more months.
KEEPING SCORE: Japan’s
benchmark Nikkei 225 index
dipped 0.1 percent to 16,786.89
while South Korea’s Kospi crept
up 0.2 percent to 2,053.50.
Hong Kong’s Hang Seng edged

리아 등 3개국에 스테이오더를 신
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랍에미리트(UAE)와 인도, 캐나
다 등에도 순차적으로 신청하겠다
고 했다.
채권자가 선박을 가압류하지 못
하도록 막는 스테이오더는 현재 미
국·영국·일본·싱가포르·독일 등 5개
국에서 발효된 상태다. 정부는 한
진해운을 이용하려던 대기화물을
위한 대체선박 투입도 지속해서 늘
려나가기로 했다. 현재까지 동남
아노선과 미주노선에 각각 4천과 2
척 투입됐으며 앞으로 동남아노선
에 7척, 미주노선에 2척, 유럽노선
9척 대체선박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진해운이 선원관리의 책
임이 있는 선박(59척)의 1천238
명 등 한진해운 선박에 승선해 있는
선원들의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
하겠다고 밝혔다. 주·부식을 10일
치 미만으로 보유한 선박에 대해서
는 한진해운이 공급계획을 세워 음
식을 공급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하
면 헬기 등을 활용해 즉시 진료받
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
다. •
jylee24@yna.co.kr

Hanjin Shipping
vessels allowed
to unload in

Ger-

many
SEOUL, Sept. 23 (Yonhap) -Cash-strapped Hanjin Shipping
Co. said Friday that a German
court has accepted its stay of
proceedings, paving the way
for its ships to unload or take on
containers at ports in the European country. Vessels operated
by Hanjin Shipping, South Korea's No. 1 shipper, have been
stranded at sea out of fears that
they would be seized by creditors. Also, service firms have
refused to work for the world's
seventh-largest shipping line.
Hanjin Shipping sought bankruptcy protection in the U.S. and
up 0.1 percent to 23,776.37 and
the Shanghai Composite Index
in mainland China dipped 0.2
percent 3,037.46. Australia’s
S&P/ASX 200 rose 0.6 percent
to 5,404.50.
GLOBAL OUTLOOK: Markets
rallied earlier this week after the
Fed and the Bank of Japan both
decided to keep key interest
rates at the ultralow levels that
have fueled a multi-year stock
market boom. U.S. policymakers said the case for a rate hike
has strengthened but held off
for now, adding to speculation
that it won’t make a move until
December. Investors are now
looking ahead to the release
next week of a raft of economic data, such as monthly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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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in Shipping Co.’s container boxes are stacked at Busan port in South Korea on Sept. 1, 2016. (Yonhap)

South Korea earlier this month.
Hanjin said so far it has won
stay orders in the U.S., Britain and Japan, and awaits final
decisions on filings in Singapore
and Belgium. The shipper also
won temporary stay order from
Australia and Singapore. It will
seek similar action in Spain,
Italy, Mexico and other nations.
As of Thursday, 35 out of its 97
container ships have completed
unloading cargo. The country's
top economic policymaker said
that the government is making full efforts to complete the
cargo delivery before the end of
next month.
"Nearly 90 percent of Hanjin's container carriers will
finish their cargo offloading by
end-October, and at the same
time, the logistics disruption will
come to an end," Finance Minister Yoo Il-ho said during his visit
to the shipper's terminal at the
Port of Busan. "The government
will do its best to deal with it as
soon as possibl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arlier announced a plan
to direct such vessels to the
selected offshore ports where
safe freight unloading can be
consumer confidence and durable goods orders and Chinese
factory activity, for the latest
insights on the world economy’s
health.
QUOTEWORTHY: “Global monetary policy is set to remain easy
for some time yet,” Shane Oliver, head of investment strategy at AMP Capital in Sydney,
said in a report. “Which means
the broad environment (i.e.
beyond short term event risks)
remains positive for shares and
growth assets.”
WALL STREET: Major U.S.
benchmarks finished with solid
gains.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rose 0.5 percent
to 18,392.46. The Standard

guaranteed, in order to help
Hanjin ships have their cargo
safely offloaded at the port. The
state-run Korea Development
Bank, the main creditor of Hanjin Shipping decided to provide
50 billion won (US$45.2 million)
in cash to help the ailing shipper
proceed with cargo offloading.
Also, Cho Yang-ho, chairman
of Hanjin Group, the parent
company for Hanjin Shipping,
offered 40 billion won in personal assets. Korean Air Lines
Co., the largest shareholder of
Hanjin Shipping, also decided to
provide 60 billion won in loans
to the embattled shipper.
Hanjin Shipping's court receivership sent ripples through
the global shipping network
with more than half of its ships
stranded at sea. Earlier, the
government said Hyundai Merchant Marine Co., the country's
No. 2 shipper, plans to deploy
ships on Hanjin Shipping-operated routes. Hyundai Merchant Marine, currently under a
creditor-led debt restructuring
scheme, may seek to take over
Hanjin Shipping's healthy assets
such as port terminals and global business networks. •
sam@yna.co.kr
& Poor’s 500 index gained 0.7
percent to 2,177.18 and the
Nasdaq composite climbed 0.8
percent to 5,339.52.
ENERGY: U.S. benchmark
crude oil futures lost 52 cents
to $45.80 a barrel in electronic
trading on the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The contract rose 98 cents to settle at
$46.32 a barrel on Thursday.
Brent crude, used to price international oils, fell 44 cents to
$47.77 a barrel.
CURRENCIES: The dollar
climbed to 101.10 yen from
100.84 yen in late trading
Thursday. The euro slipped to
$1.1204 from $1.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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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다 20홈런’
강정호, 2루타 두
방 포함 3안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2루타 두 방을 포함해 시즌 5번째
로 한 경기 3안타를 쳐냈으나 팀 패
배를 막지 못했다. 강정호는 25일(
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
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워
싱턴 내셔널스와 홈 경기에 4번 타
자 3루수로 선발 출전, 3타수 3안
타 1사구로 경기를 마쳤다. 최근 6
경기에서 20타수 1안타로 부진했
던 강정호의 방망이가 다시 불을 뿜
었다. 강정호는 이날 시즌 5번째
이자 9월에만 4번째 3안타 경기
를 펼치고 시즌 타율을 0.255에서
0.263(293타수 77안타)으로 크게
끌어올렸다.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신들린 활
약에도 실책 3개를 남기는 졸전 끝
에 1-6으로 패하며 ‘가을야구’ 희망
이 더욱 희박해졌다.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선두인 워싱턴은 이날 승
리로 지구 우승을 위한 매직넘버를
‘1’로 줄였다. 워싱턴은 지구 2위인

이광종 감독 별세 소식
에 ‘이광종의 아이들’
애도 물결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급
성 백혈병과 싸우다 유명을 달리한 이
광종 전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을 향
한 제자들의 애틋한 추모 열기가 온·오
프라인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이광
종 감독이 별세한 지난 26일 빈소가 차
려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
는 동료 감독들과 제자들의 발길이 이
어졌다.
    이 감독은 대한축구협회 유소년 전
임 지도자 1기 출신으로 손흥민(토트
넘),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장현수
(광저우 푸리), 권창훈(수원), 김진수(
호펜하임), 문창진(포항) 등 각급 대표
팀의 주축 선수들을 청소년 대표 시절
부터 발굴하고 조련했다. 그의 지도 아
래 한국 축구는 2009년 국제축구연맹
(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 8강,
2012년 아시아축구연맹(AFC) 19세
이하(U-19) 선수권대회 우승, 2013년
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8강의
성적을 냈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에서는 28년 만의 금메달까지 따냈다.
    이를 바탕으로 이 감독은 리우데자
네이루 올림픽 사령탑을 맡았지만 지난
해 1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하다 52세를 일기로 하늘나라로 떠났
다.  갑작스러운 부음에 이 감독의 제자
들은 슬픈 마음을 억누르며 빈소로 향
했다.  빈소가 차려진 첫날 연제민(수
원), 심상민(서울이랜드), 황의조, 김동
준(이상 성남), 이창근(수원FC) 등 이
감독 밑에서 청소년 대표와 아시안게임

뉴욕 메츠가 이날 패할 경우 최근 5
년간 3번째 지구 우승을 차지한다.
강정호의 배트는 첫 타석부터 날카
롭게 돌아갔다. 강정호는 0-3으로
뒤진 1회말 2사 1루에서 워싱턴 우
완 선발 조 로스의 2구째 싱커(약
152㎞)를 밀어쳐 우전 안타로 연
결했다.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안타로 2
사 1, 2루의 기회를 이어갔으나 후
속 타자 존 제이소가 1루수 직선타
로 물러나 득점에는 실패했다. 강
정호는 3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
에서 로스의 4구째 싱커(약 149㎞)
에 왼쪽 어깨를 맞고 출루했다. 하
지만 이번에도 득점으로 연결되지
는 않았다. 5회말 1사에서는 워싱
턴의 3번째 우완 투수 레이날도 로
페스의 6구째 커브를 잡아당겨 좌
익 선상 안쪽에 떨어지는 2루타를
쳐냈다. 8회말에는 선두타자로 나
서 로페스의 3구째 시속 156㎞짜
리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 가운데
담장 상단을 맞히는 홈런성 2루타
를 터트렸다. 강정호는 간발의 차
이로 20호 홈런을 놓치고 시즌 18,
19번째 2루타를 연거푸 기록한 것
에 만족해야 했다. 피츠버그는 무
사 2루의 득점 기회를 맞았으나 이
번에도 후속타 불발로 득점은 없었
다. • changyong@yna.co.kr
대표를 지낸 제자들은 스승의 영정 앞
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또 고인과 평소 친분이 깊었던 윤정
환 울산 현대 감독, 최영준 부산 아이파
크 감독, 조진호 상주 상무 감독, 최문
식 대전 시티즌 감독 등도 선배의 빈소
를 찾아 머리를 숙였다.  해외에서 활약
하는 ‘이광종의 아이들’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스승의 명복을 빌었다.  손
흥민(토트넘)은 “17세 청소년 대표 시
절, 저에게는 값진 가르침과 여러 좋은
기억을 선물해주셨고, 그동안 한국 축
구를 위해 헌신하신 감독님! 그동안 수
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쉬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독일에서 뛰는 김진수(호펜하임)
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 감독
의 사진을 올리고 “스승님 절대 잊지 않
겠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썼
다.  또 류승우(페렌츠바로시)도 인스
타그램에 이광종 감독과 하이파이브를
했던 사진과 더불어 “감독님의 값진 가
르침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슬픈
심정을 올렸다. •horn90@yna.co.kr

Former Asian Games
football coach Lee
Kwang-jong dies of
leukemia

By Yoo Jee-ho

SEOUL, Sept. 26 (Yonhap) -- Former football coach Lee Kwangjong, who led South Korea to the
gold medal at the 2014 Asian
Games, died of leukemia Monday.
He was 52 years old. Lee had been
coaching the country’s under-23

In this Associated Press photo, the Pittsburgh Pirates’ Kang Jung-ho (R) crosses
home plate in front of Washington Nationals catcher Jose Lobaton after hitting a
two-run home run off Nationals pitcher Koda Glover during the seventh inning of
a baseball game in Pittsburgh on Sept. 25, 2016. (Yonhap)

men’s squad when he came down
with an acute form of leukemia in
February 2015.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 (KFA) said Lee
had been doing better in recent
weeks, and it was shocked with
the news of his passing. The Asian
Games gold was Lee’s crowning
achievement. It was South Korea’s
first Asiad title in men’s football
since 1986. The team went undefeated in three group matches and
four knockout matches, scoring
13 goals and giving up none. Lee
was subsequently named the head
coach for the 2016 Summer Olympics but had to step down even before the regional qualifying began
because of health problems.
On Jan. 22 last year, Lee flew to
Thailand with the U-22 national
team for the King’s Cup tournament but returned home seven
days later with a high fever. Lee
was later diagnosed with leukemia. Lee had been coaching South
Korean youth teams in different
age groups since 2000 with a

solid track record. He served as
the head coach of the U-15 team
from 2002 to 2003, while doubling as the senior assistant on the
U-20 team from 2002 to 2005. In
2008, Lee led the U-16 team to the
runner-up finish at the AFC U-16
Championship. The following year,
Lee took over the U-17 squad and
coached the team to the quarterfinals at the 2009 FIFA U-17 World
Cup, the country’s best performance in 22 years.
With Lee at the helm, South Korea
finished third at the AFC U-19
Championship in 2010 and reached
the round of 16 at the FIFA U-20
World Cup in 2011. Lee finally won
his first international trophy at the
2012 AFC U-19 Championship.
Then at the FIFA U-20 World Cup
in July 2013, Lee coached South
Korea to the quarterfinals. Lee was
appointed the U-23 head coach
in November 2013 and delivered
the Asian Games gold the following
year. • je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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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된 열정’ 국내
첫 동계올림픽 앞으
로 500일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하나 된 열정(Passion.Connected.)’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500일 앞
으로 성큼 다가왔다. 2018년 2월
9일 강원도 평창올림픽 플라자에
서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2
월 25일까지 17일 동안 평창과 강
릉, 정선 일원에서 열린다. 국내에
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으
로 역대로는 두 번째다. 우리나라
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것은 처음
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 차례
도전 만에 어렵게 유치한 만큼 성공
개최를 향한 국민적 관심이 클 수밖
에 없다.
우리나라는 애초 2010년 동계올
림픽 유치를 목표로 2003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총회에서 캐나다 밴쿠버 및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와 경쟁
했다. 평창은 1차 투표에서 51표
를 얻어 밴쿠버(40표)와 잘츠부르
크(26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지
만, 과반 득표에 실패해 2차 투표를
치렀다. 아쉽게도 평창은 2차 투표
에서 밴쿠버(56표)에 3표 뒤진 53
표를 얻어 개최권을 놓쳤다. 1차 투
표에서 잘츠부르크로 향했던 표심
을 따내지 못한 게 패인이었다. 평
창은 포기하지 않고 2014년 동계
올림픽 유치에 재도전했다. 그러나
또다시 ‘과반 득표’의 악령에 또 발
목을 잡혔다.
2007년 과테말라에서 열린 IOC
총회 결과 평창은 1차 투표에서 36
표를 따내 러시아 소치(34표), 오스
트리아 잘츠부르크(25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다시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평창은 소치에 47-51로
물러서야 했다. 평창은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2전 3기’의 도전 끝
에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승전가를
불렀다. 평창은 독일 뮌헨과 프랑
스 안시와 맞붙었다.
이번에는 1차 투표에서 과반
인 63표를 얻어 뮌헨(25표)과 안
시(7표)를 따돌리고 마침내 2018
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다.
2003년 첫 도전 실패 이후 8년 만
에 올림픽 평창 유치에 성공한 우리
나라는 경제·평화·환경·문화 올림픽
이라는 4대 주제를 앞세워 대회 준
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나 된
열정’을 슬로건으로 앞세운 평창올
림픽에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5천여 명에 달하는 선수단이 참가
해 15개 종목에 걸린 102개의 금
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에 나선다.
선수뿐만 아니라 IOC 관계자들
과 각국 올림픽위원회(NOC), 국제
스포츠단체 관계자, 미디어 등을 합
치면 총 4만5천여 명이 평창, 강릉,
정선 일대를 찾아 한국에서 처음 열
리는 동계올림픽을 즐길 전망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총 12개 경기
장에서 펼쳐진다. 설상 종목은 정

선 알파인 경기장, 알펜시아 슬라이
딩 센터, 보광 스노 경기장, 용평 알
파인, 알펜시아 스키·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치러진다. 또
빙상 종목은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강릉 아이스 아레나, 강릉·
관동 하키센터, 강릉 컬링 센터에서
열린다.
12개 경기장 가운데 6곳은 새로
만들고 있고, 나머지 6곳은 기존 시
설을 활용하게 된다. 경기장 건설에
투입되는 돈은 총 8천723억원 규
모다. 개·폐회식이 열리는 올림픽
플라자는 평창 대관령면 일원에 건
립된다. 사업비 1천477억원이 투
입되는 올림픽 플라자는 3만5천석
규모로 1만석만 영구적으로 남기
고 나머지 2만5천석은 임시 시설로
지어진다. 6개 신설 경기장의 평균
공정률은 9월 현재 88%로 올해 말
까지 대부분 완공될 예정이다.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
실전 준비’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
2월부터 설상 종목을 중심으로 ‘테
스트 이벤트’가 시작됐다. 내년 4월
까지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
한 종목별 테스트 이벤트만 28차례
치러진다. 가장 먼저 지난 2월 정
선 알파인 경기장에서는 2016 아
우디 국제스키연맹(FIS) 스키 월드
컵이 치러졌고, 이어 평창 보광휘닉
스파크에서는 2016 FIS 프리스타
일 스키·스노보드 월드컵 대회도 성
공적으로 치러졌다. 또 오는 11월
에는 2016 FIS 스노보드 월드컵 빅
에어 종목의 테스트 이벤트가 치러
지고 12월에는 국제빙상경기연맹
(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를
시작으로 내년 2월 ISU 스피드스케
이팅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와 ISU
피겨 4대륙 대회를 통한 빙상 종목
테스트 이벤트가 이어진다.
이희범 평창조직위원장은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관심은 이제
평창올림픽으로 향하게 됐다”며 “앞
으로 남은 500일이 평창 동계올림
픽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모든 분
야에서 준비에 완벽을 추구하겠다”
고 밝혔다. •horn90@yna.co.kr

South Korea’s
first Winter
Olympics 500
days away
SEOUL, Sept. 26 (Yonhap) -The first Winter Olympic Games
to be held in South Korea are
now 500 days away, as the east
coast host city of PyeongChang
ratchets up its preparations.
PyeongChang, which lies some
180 kilometers east of Seoul in
Gangwon Province, won the bid
to host the 2018 Winter Olympics in July 2011. It will be held
from Feb. 9 to 25 under the
slogan “Passion. Connected.”
PyeongChang 2018 will be the
first Olympics in South Korea
since the 1988 Seoul Summer
Games.
A dozen venues in PyeongChang and its sub-host cities of
Gangneung and Jeongseon will
stage seven sports across 15
disciplines. The PyeongChang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2018 Olympic & Paralympic
Winter Games (POCOG) estimates 95 countries will send
about 6,500 athletes and officials to take part in its Olympics.
They will vie for 98 gold medals
at stake. PyeongChang won the
Olympic bid on its third try. It
lost to Vancouver for the 2010
Olympics and then to Sochi for
the 2014 edition. PyeongChang
then beat out Munich, Germany, and Annecy, France, for the
2018 Olympics.
The 12 venues are all located
within 30 minutes of each other,
and it’s the compact venue concept that helped PyeongChang
win the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members. The PyeongChang
Mountain Cluster will be home
to Alpensia Biathlon Centre,
Cross-Country Skiing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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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 Jumping Centre, Sliding
Centre, Bokwang Snow Park
and Yongpyong Alpine Centre.
Venues in Gangneung, some
60 kilometers east of PyeongChang, are Gangneung Curling
Centre, Gangneung Hockey
Centre, Gangneung Ice Arena,
Gangneung Oval and Kwandong
Hockey Centre.
Jeongseon Alpine Centre is the
lone venue in Jeongseon, about
20 kilometers east of PyeongChang. Six of the 12 venues
are being constructed for the
Olympics, while six existing
facilities will also be used for the
occasion. The six new facilities
are, on average, 86 percent
complete, and they will be completed between December this
year and December next year.
Representing the PyeongChang
Olympics will be a white tiger
dubbed “Soohorang.” A white
tiger is a mythological guardian
in Korean folklore and is considered sacred.
“Sooho” means protection in
Korean, and “rang” comes from
the middle letter of “ho-rang-i,”
the Korean word for tiger. Song
Seung-whan, a veteran musical director best known for the
popular non-verbal show “Nanta,” will serve as the executive
producer for the opening and
closing ceremonies.
PyeongChang will put its event
organizing skills to the test at
a series of international winter sports competitions in the
ensuing months. PyeongChang
and its sub-host cities will host
26 Olympic and Paralympic test
events in 20 sports -- including snowboarding, short track
speed skating, luge, figure
skating, hockey and wheelchair
curling -- between November
this year and April next year.
South Korea has set out to collect up to 20 medals and crack
the top five in the medal race at
home.
At the 2014 Sochi Winter
Games, South Korea grabbed
three gold, three silver and two
bronze medals to rank 13th.
South Korea’s best Winter
Games performance came at
Vancouver in 2010, when it won
six gold medals and hauled in a
record 14 medals total to finish fifth. All 26 Winter Olympic
titles by South Korea have come
from ice events -- short track,
speed skating and figure skating. It is eyeing stronger performances in sliding events in
2018. • je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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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ness/ 건강
Preventing the
Spread of Sickness
Flu season has begun, and it is a
good reminder for us to do our
best to prevent the spread of
sickness. The best way to prevent getting sick is proper hand
hygiene. In fact, washing your
hands, the right way, can get rid
of the germs (bacteria, viruses,
etc.) on your hands before they
multiply and enter your body.
You should lather your hands for
at least 20 seconds and scrub
every surface of your hands and
fingers--palms, between the
fingers, under the nails, and the
back of your hands. Fingernails
can be cleaned by using the
nails of one hand to make circles
on the opposite palm. Then,
rinse with clean water, and dry
your hands. To avoid reapplying germs, use a paper towel to
turn off the faucet and open the
door. The next biggest preventative measure is to get vaccinated.
First, let’s talk about vaccinations, also known as immunizations, for a moment. These
are usually given as an intramuscular shot in the arm, but
some forms of vaccines can be
inhaled. Vaccination is a way to
introduce or reintroduce a germ
to your body in order to boost
your immunity. It is made up
of a weakened or inactivated
part of the germ(s) to help your
body to recognize this germ as
a threat. This familiarity creates a stronger, faster immune
response for if/when your body
encounters this germ naturally.
You may have heard the term
“booster shot.” This is a vaccine
given after a certain amount of
time to remind your body about
a particular germ. We need this
reminder because our immune
system can forget who some
of these bad guys are! Without
vaccines, our body’s response
to some germs may be too
weak or slow. This means that
you would get more sick for a
longer time in response to these
threats, and this could be dangerous. The immune system’s
response to a vaccine could
prevent you from getting sick at
all! But I want to take a moment
to talk about your immune sys-

tem and why you should be upto-date on all your vaccines!
While the purpose of preventing
sickness in yourself may seem
like reason enough, vaccines are
also used to prevent the spread
of sickness in others. This is
called “herd immunity.” Some
people within our communities
may not be able to get vaccinated. This includes pregnant
women, babies who may be too
young, the elderly, and anyone
who is immunocompromised -such as cancer patients (undergoing chemotherapy/radiation),
people living with HIV/AIDs,
people with long-term steroid medication use, and more.
These people are much more
vulnerable to threats than others and yet they would benefit
the most from vaccines. Since
their immune systems cannot
handle even the vaccinations,
they depend on the people
surrounding them to be vaccinated. This herd of immunity
surrounding the most vulnerable people in our communities
serves to protect them by limiting their chance of exposure to
the threats.
A very important example of the
breakdown of herd immunity
is the disease pertussis, also
known as “whooping cough.”
Following the vaccination
schedule, babies will finally gain
their immunity to pertussis after
18 months. If a baby is exposed
to the bacteria which causes
this disease before they have
finished their DTaP series, then
the baby is at risk for developing this respiratory disease. It
can cause severe cough, runny
nose, trouble breathing, complication of pneumonia, and even
death. The cases of babies developing pertussis has increased
likely due to a decrease in
compliant adult caregivers who
have either not gotten their Td/
TDaP or booster. Unfortunately,
whooping cough, a highly preventable disease, is on the rise
lately. It’s just one example of
how the most vulnerable ones in
our communities are only protected when those around them
are protected. Vaccinations help
to protect us and those around
us!
Finally, let’s look at the schedules for when to get vaccinated. Children are back to school
now, so you may have already
been notified about your child’s

immunization records.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have put out information regarding vaccinations and vaccination schedules. You can
easily look online to check for
the vaccination schedules for
children from birth through six
years old (https://www.cdc.
gov/vaccines/parents/downloads/parent-ver-sch-0-6yrs.
pdf), seven through 18 years
old (https://www.cdc.gov/vaccines/who/teens/downloads/
parent-version-schedule-718yrs.pdf), and adults 19-65+
years of age. You can even
search for what kinds of immunizations you should get if you
plan to travel abroad (http://
wwwnc.cdc.gov/travel/destinations/list) -- because different areas may pose different
threats. Please take the time to
find out what is recommended
for you and your loved ones-and get up-to-date!
An example of why to get your
booster shots is the rise in
shingles in the elderly. Shingles
is a very painful outbreak of
rashes along your nerves which
is caused by the reactivation of
the virus from chicken pox (herpes zoster). This means that
the virus, latent in the body,
comes out and your immune
system fails to suppress it.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the shingles vaccine (which
would reintroduce the virus as
a threat) is recommended for
people at 60 years old.
As you can see, vaccinations are
an important piece of prevention at all ages. Together, we
can prevent the spread of illness
and disease within ourselves
and our communities. Let’s stay
healthy together!
Your neighborhood nurse,
Jenny

질병의 확산을 막
는법
독감의 계절이 돌아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질병이 확산되
기 전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최고의
예방법은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손을 씻을 때에는 적어도 20초간 손
바닥,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아래, 손
등까지 구석구석 씻어야 한다. 손을
씻은 후 다시 병균이 묻는 것을 막으려
면 종이 수건이나 일회용 수건을 이용
해 수도꼭지를 잠그고 화장실 문을 여
는 것이 좋다.

이 다음으로 효과적인 예방법은 예방
접종을 맞는 것이다. 우선 예방 접종 (
백신)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백신은
약해진 혹은 활동성이 적은 병균을 일
부러 투여해 몸이 병균에 익숙해지게
하고 항체를 개발하게 하는 방법이다.
혹시 “booster shot”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른다. 예방 접
종을 통해 개발된 면역 항체가 병균으
로부터 몸을 지켜줄 것이다.
당신의 질병을 막는 것이 예방 접종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방 접
종은 다른 사람들의 질병 확산을 막는
역할도 한다. “집단 면역”이라고도 불
리는 이 방법은, 공동체 내에 있는 예
방 접종을 맞을 수가 없는 인구를 위
한 타인을 위한 예방법이라고 볼 수 있
다. 임산부, 아주 어린 영유아, 노인 인
구, 혹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는 약해진 병균도 큰 위협이 될 수 있
다. 특히 방사선 치료나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 에이즈 환자, 스테
로이드 장기 사용자 등은 자체 면역력
이 낮아 예방 접종이 불가능 하다. 따
라서, 주변 사람들이 예방 접종을 통
해 병균 자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제 즈음 예방 접종
을 맞아야 하는지 알아보자. 질병 예
방본부 (The Center of Disease
Control)가 게시한 스케줄은 온라인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유아부터 6세까지 어린이들의 예방
접종 스케줄은 이곳에서,
(https://www.cdc.gov/vaccines/parents/downloads/parent-ver-sch-0-6yrs.pdf),
7세부터 18세까지는 이곳에서,
(https://www.cdc.gov/vaccines/who/teens/downloads/
parent-version-schedule-718yrs.pdf),
19세부터 65세 이상도 위의 웹주소
를 따라가면 찾을 수 있다.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아래
의 주소를 이용해 어느 지역에서는 어
떤 예방 접종이 적합할 지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nc.cdc.gov/travel/
destinations/list)
백신으로 막을 수 있는 질병의 예시로
는 노인 인구의 대상 포진이 있다. 대
상 포진은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인데,
신경을 따라 발진이 생기며 수두균
을 다시 재발시키는 것이다. 이를 막
기 위해 대상포진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데, 60세 이상 노인 인구에게 추천하
는 예방 접종이다.
보시다시피, 예방 접종은 나이를 불문
하고 꼭 필요한 질병 예방법이다. 우
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질병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 사회
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한다.
당신의 이웃 간호자, 제니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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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ke Rice Plate					

House Salad

Poke Trio

Bistro 913

This year was the year of the Poke in
foodstagrams and hot topics for trendy
foods in the country. Seeing a lot of pop
up restaurants and small restaurants in
my food blogs and friends around the
world, even in Korea there were some
pretty hot Poke pop up places. Poke is
an Hawaiian dish that in Hawaiian is a
verb for "section" or "to slice or cut.” Traditionally it consists of an oily tuna (aku)
or octopus (he’e) marinated in Asian
style seasonings (Wikepedia) But these
days chefs and cooks take the basics of
fresh fish and seasonings and experiment with many different combinations.
It’s really similar to Korean hwedebop or
a latin ceviche.
Usually KC falls a little behind in what’s
hot right now in big cities, but this one
we were pretty on pace to follow trend.
We’ve had a handful of Japanese sushi
places serve add an appetizer of poke
but this past year a new restaurant went
bold and added Hawaiian menu to their
restaurant with a strong poke list. It is
a Vietnamese/Hawaiian restaurant that
brings something new to Kansas City. A
good combination for two countries on
similar latitudes. The owner surfed and
worked in Hawaii at his mom’s successful Poke restaurant and brought many
of the dishes back to landlocked Kansas.
Bistro 913 opened up early this year in
the space that used to be occupied by
New York Dawg Pound in Shawnee Mission right by Joong Ang Market.
During our many trips, for the Hawaiian
portions, we got creative with our poke
trio and tried different flavors with our
favorite fresh fish. The Californian and
Spicy style tasted good with salmon
while Shio, Hawaiian and Korean tasted
better with tuna. For those who like
one type of fish, the poke rice plate is
just right. It comes with rice, house or
seafood salad, and steamed vegetables.
The Korean short ribs are a sweeter
saucier version of ghalbi. The pork belly
steam buns are perfect because the pork
belly was cooked just how we like it,
crispy. Unfortunately, we ate those too
fast and forgot to take a picture. Their
ox tail soup is a Hawaiian interpretation
of gomtang with ten times more meat
and vegetables.
For the Vietnamese side, the menu is
very familiar. So we got our local favorites: sweet potato fries, spring rolls,
pho, COM BI CHA, which is pork chop
and rice, and BUN THIT NUONG which
is vermicelli and grilled pork, and bahn
mi. Bistro 913 is the best alternative
for Vietnamese food for those who do
not want to travel north to the city or
far south in Olathe. They have a solid
Vietnamese menu that complements the

Hawaiian side. It’s good but it does not
shine on it’s own.
Vietnamese food already is a fresh combination of fresh and pickled vegetables,
and fresh and savory meats. These are a
perfect combination to the sweet flavors
and fresh ingredients of Hawaiian food.
So when you have multiple cravings,
Bistro 913 can help you out with their
Pacific themed menus.

금년의 가장 인기 많은 음식 메뉴는 단연
Poke가 아닐까 싶다. 팝업 레스토랑과 소
규모 식당들이 하나 둘씩 이 음식을 선보
이기 시작하며, 한국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Poke를 먹을 수 있는 식당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던 한 해였다. Poke는 하와이어
로 “구역” 혹은 “자르다”라는 단어이다. 전
통적인 Poke에는 참치나 문어를 동양적인
양념에 재워 넣고는 한다 (Wikipedia).
하지만 요즘은 요리사가 당일 구한 신선
한 생선을 가지고 다양한 양념을 조합해 요
리를 내놓는 추세이다. 한국의 회 덮밥이
나 라틴의 세비체와 비슷한 음식이라고 보
면 되겠다.
보통 캔자스시티는 유행에 약간 뒤떨어지
는 경향이 있으나, 이 유행에는 꽤 발 빠르
게 적응해가는 듯 보인다. 여태껏 일식당
에서 에피타이저로 Poke를 내놓은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이렇게 하와이언 메뉴를 따
로 만들고 Poke를 주로 한 메뉴를 내놓은
것은 대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식당
은 베트남 음식과 하와이 음식을 함께 파는
곳으로, 비슷한 위도에 있는 두 나라의 적
절한 조화라고 보여진다. 이 식당의 주인은
하와이에서 어머니를 도와 성공적인 Poke
식당을 운영한 바가 있다. 거기서 판매하
던 메뉴들을 육지로 둘러싸인 캔자스 한복
판으로 가져온 것이다. Bistro 913은 올해
초에 열어 샤니 미션에 있는 중앙 마트 근
처에 자리잡고 있다.
다양한 선택지가 놓여있었기 때문에, 우리
는 창의적인 조합의 Poke Trio를 시도해
보았다. 캘리포니아 스타일이나 매운 양
념은 연어와 잘 어울렸고, Shio (소금 양
념), 하와이 스타일, 한국식 양념은 참치와
더 잘 어울렸다. 한가지 종류의 생선을 선
호하는 사람이라면 Poke rice plate이 훌
륭한 선택일 것이다. 이 메뉴를 주문하면,
밥과 샐러드, 찐 야채가 함께 나온다. The
Korean short ribs는 달고 더 양념이 많은
갈비와 비슷했다. The pork belly steam
bun도 아주 맛있었는데, 돼지 겹살이 적
당히 익혀져 바삭했다. 불행히도, 먹는데
정신이 팔려 사진은 찍지 못했다. Ox tail
soup은 하와이언 식으로 재해석한 한국의
곰탕과 비슷했지만 살코기와 야채가 열 배
쯤 많이 들어있었다.
베트남 식 메뉴는 흔히 알려진 것들이 많
았다. 우리는 고구마 튀김과 스프링 롤, 쌀
국수, 폭찹과 밥이 함께 어우러진 COM BI
CHA, 베트남 식 비빔 국수에 돼지 고기를

Com Bi Cha				

Ox Tail Soup

Poke Trio

Korean Short Ribs

곁들인 음식인 BUN
THIT NOUNG, 그리
고 bahn mi를 먹어보
았다. Bistro 913은
캔자스 북쪽이나 올레
이타 남쪽까지 멀리
찾아가기 싫은 사람들
을 위해 적합한 베트 Sweet Potato Fries
남 식당이다. 이 식당
에서 맛볼 수 있는 베트남 요리와 하와이
안 메뉴들은 서로 궁합도 잘 어울린다. 서
로를 빛내주는 조합이라고 하면 적당할
듯싶다.
베트남 음식의 야채와 고기의 조합이 하
와이 음식의 달콤하고 신선한 재료들의
조합과 잘 어울렸다. 만약 여러 나라의 음
식이 동시에 먹고 싶다면, Bistro 913에
방문해 태평양의 맛을 느껴보는 것은 어
떨까?

Bun Thit Nuong

Bistro 913
7702 Shawnee Mission Pkwy,
Overland Park, KS 66202
Phone: (913) 229-7272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1AM–7PM
Closed
11AM–9:30PM
11AM–9:30PM
11AM–9:30PM
11AM–9:30PM
11AM–9: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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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ning software deciphers
ancient biblical
scroll
DANIEL ESTRIN, Associated Press

JERUSALEM (AP) — The charred
lump of a 2,000-year-old scroll
sat in an Israeli archaeologist’s
storeroom for decades, too brittle to open. Now, new imaging
technology has revealed what was
written inside: the earliest evidence
of a biblical text in its standardized
form. The passages from the Book
of Leviticus, scholars say, offer
the first physical evidence of what
has long been believed: that the
version of the Hebrew Bible used
today goes back 2,000 years.
The discovery, announced in a
Science Advances journal article
by researchers in Kentucky and
Jerusalem on Wednesday, was
made using “virtual unwrapping,”
a 3D digital analysis of an X-ray
scan. Researchers say it is the first
time they have been able to read
the text of an ancient scroll without
having to physically open it.
“You can’t imagine the joy in the
lab,” said Pnina Shor of the Israel
Antiquities Authority,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digital technology, funded by
Google and the 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is slated to be released to the public as open source
software by the end of next year.
Researchers hope to use the technology to peek inside other ancient
documents too fragile to unwrap,
like some of the Dead Sea Scrolls
and papyrus scrolls carbonized in
the Mt. Vesuvius volcano eruption
in 79 CE. Researchers believe the

‘골프 전설’ 아널드
파머, 87세로 별세
마스터스에서만 네 차례 우승 등 메이저 통
산 7승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
골프 전설’ 아널드 파머가 26일(한
국시간) 미국 피츠버그대 메디컬센
터에서 별세했다고 AFP 등 외신들
이 일제히 보도했다. 향년 87세.
미국 골프전문매체 골프채널은 파
머가 심장 질환으로 현지시간으로
일요일인 25일 오후에 숨을 거뒀
다고 보도했다. 파머는 최근 수일
간 노환에 따른 쇠약과 함께 심혈
관 이상으로 24일부터 이 병원에
서 검사를 받아왔다. 미국골프협회
(USGA)는 파머의 별세 소식에 대
해 “가장 위대한 ‘골프 대사’의 죽음
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Gedi in 1970, walked
into the Israel Antiquities Authority’s Dead
Sea Scrolls preservation
lab in Jerusalem with
boxes of the charcoal
chunks. The lab has
been creating hi-resolution images of the
Dead Sea Scrolls, the
earliest copies of biblical
texts ever discovered,
and he asked researchers to scan the burned
scrolls.
“I looked at him and
said, ‘you must be
joking,’” said Shor, who
heads the lab.
She agreed, and a
number of burned
scrolls were scanned
using X-ray-based micro-computed tomography, a 3D version of
This undated photo released by the Israel Antiquities Authe CT scans hospitals
thority shows an ancient charred scroll destroyed in a fire
use to create images of
centuries ago. (AP-Yonhap)
internal body parts. The
technology could also be applied to
images were then sent to
the fields of forensics, intelligence,
William Brent Seales, a researcher
and antiquities conservation.
in the computer science departThe biblical scroll examined in
ment of the University of Kentucky.
the study was first discovered by
Only one of the scrolls could be
archaeologists in 1970 at Ein Gedi,
deciphered.
the site of an ancient Jewish comUsing the “virtual unwrapping”
munity near the Dead Sea. Inside
technology, he and his team painsthe ancient synagogue’s ark, artakingly captured the three-dichaeologists found lumps of scroll
mensional shape of the scroll’s
fragments. The synagogue was
layers, using a digital triangulated
destroyed in an ancient fire, charsurface mesh to make a virtual
ring the scrolls. The dry climate
rendering of the parts they susof the area kept them preserved,
pected contained text. They then
but when archaeologists touched
searched for pixels that could sigthem, the scrolls would begin to
nify ink made with a dense material
disintegrate. So the charred logs
like iron or lead. The researchers
were shelved for nearly half a
then used computer modeling to
century, with no one knowing what
virtually flatten the scroll, to be
was written inside.
able to read a few columns of text
Last year, Yosef Porath, the arinside.
chaeologist who excavated at Ein
“Not only were you seeing writing,

파머는 잭 니클라우스(76·미국)
등과 함께 가장 위대한 골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1955년 프로
에 데뷔한 이후 캐나다 오픈을 시작
으로 프로 통산 95승을 올렸다. 미
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는 총
62승을 쌓아 샘 스니드(미국)와 타
이거 우즈, 잭 니클라우스, 벤 호건
에 이어 5번째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했다. 파머는 1958년부터 2
년 간격으로 4차례 마스터스를 제
패했다. 메이저 대회에서는 통산 7
번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PGA
챔피언십을 제패하지 못해 그랜드
슬램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1974년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
에 올랐다. 2007년부터는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서 시
타를 해왔다. 그러나 올해에는 어깨
부상을 이유로 10년 만에 시타에
나서지 못했다. 전 세계에 300개

but it was readable,” said Seales.
“At that point we were absolutely
jubilant.”
The researchers say it is the first
time a biblical scroll has been discovered in an ancient synagogue’s
holy ark, where it would have been
stored for prayers, and not in desert caves like the Dead Sea Scrolls.
The discovery holds great significance for scholars’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the Hebrew
Bible, researchers say. In ancient
times, many versions of the Hebrew Bible circulated. The Dead
Sea Scrolls, dating to as early as the
3rd century B.C., featured versions
of the text that are radically different than today’s Hebrew Bible.
Scholars have believed the Hebrew
Bible in its standard form first came
about some 2,000 years ago, but
never had physical proof, until now,
according to the study. Previously
the oldest known fragments of the
modern biblical text dated back to
the 8th century. The text discovered in the charred Ein Gedi scroll
is “100 percent identical” to the
version of the Book of Leviticus that
has been in use for centuries, said
Dead Sea Scroll scholar Emmanuel
Tov from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This is quite amazing for us,” he
said. “In 2,000 years, this text has
not changed.”
Noam Mizrahi, a Dead Sea Scrolls
expert at Tel Aviv University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study,
called it a “very, very nice find.” e
said the imaging technology holds
great potential for more readings of
unopened Dead Sea Scrolls.
“It’s not only what was found, but
the promise of what else it can
uncover, which is what will turn this
into an exciting discovery,” Mizrahi
said. •

이상의 골프
코스를 설계
했고 플로리
다에는 여성
과 어린이들
을 위한 ‘아널
드 파머 메디
컬 센터’를 설
립했다. 자신
의 이름을 딴
PGA 투어 대
회를 개최해
왔다. 파머
는 적어도 미 골프 전설 아널드 파머 별세…향년 87세
국에서는 가
golfing king with
장 사랑받는 골퍼였다. 그의 애칭은
‘더 킹(the King)’이다. •
common touch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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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old Palme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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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G FERGUSON, AP Golf Writer
(continue on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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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수학영재,
24일 홍콩 떠나
한국 도착…19년
만에 처음
소식통 “3국 경유 당일 한국 도착…주말이후 총
영사관 경비 경찰 사라져”
홍콩 팩트와이어뉴스통신 “주말 홍콩 떠나 한
국 도착”

(홍콩·서울=연합뉴스) 최현석 특파
원 이귀원 기자 = 지난 7월 중순 홍콩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진입한 탈북 학
생이 이달 24일 홍콩을 떠나 한국에 도
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57회 국제수
학올림피아드 참가를 위해 7월 6일부
터 홍콩에 머물던 북한 수학영재 리정
열(18)군이 같은 달 16일 저녁 사라진
뒤 홍콩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찾아 망
명을 신청한 것으로 홍콩 언론에 보도
된 바 있다.
    28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리 군은 지난 24일 홍콩을 떠나 제3국
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다. 리 군에 홍콩
에 도착한 지 약 80일만, 홍콩 한국 총
영사관에 진입한 지 약 70일 만이다.
한 소식통은 “중국은 탈북자가 중국에
서 곧바로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
용하지 않고 있다”며 “제3국을 거쳤지
만, 당일 한국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제3국이 어디인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른 소식통은
“홍콩 총영사관 앞을 24시간 지키던 현
지 사복 경찰들이 주말 이후 월요일인
26일부터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 현지 언론은 리 군이 지난주 말 홍
콩을 떠나 한국에 도착했다고 탐사 전
문 신생 민영통신사인 팩트와이어뉴스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팩트와이어는 리 군이 한국총영사관
내 회의실에서 머물렀으며 식사와 취침
을 포함해 24시간 총영사관 직원들이
리 군과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리 군은
시간보내기 용으로 전자오락기를 받았
으며 밝은 모습을 보였다고도 소개했
다.  SCMP가 팩트와이어로부터 리 군
이 총영사관에서 지내던 8월 말 며칠간
포착한 모습이라고 제공받았다며 공개
한 영상과 사진에는 안경을 쓴 리 군이
창가에 서서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내
다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 불이 켜

진 방안에서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도 보인다.
    팩트와이어는 지난달 일부 매체가
리 군이 한국에 도착했다고 보도한 이
후 리 군이 여전히 홍콩주재 한국총영
사관에 머무는 모습을 촬영해 현지 계
약사들에 제공했다고 홍콩 언론들이 전
했다.  리 군은 1997년 7월 홍콩 주권
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19년 만에 처
음으로 홍콩에 진입한 탈북자다. 홍콩
에서 탈북자가 한국행을 허가받은 것도
주권 반환 이후 처음이다.
    주권반환전인 1993∼1997년 6
월 홍콩을 거쳐 한국으로 간 탈북자는
1996년 12월 망명한 북한 주민 김경
호씨 일가족 17명을 포함해 40명이 넘
는 것으로 알려졌다. 팩트와이어는 주
중 한국대사관 직원이 지난달 베이징(
北京)에서 홍콩을 방문해 홍콩 보안 당
국, 중국 외교부의 홍콩 상주기구인 주
홍콩 특파원공서 등과 만나 리 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합뉴스가 소식통에 확인
한 결과 홍콩을 방문한 주중 한국대사
관 직원은 리 군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
을 지원했을 뿐, 중국·홍콩 당국과 대책
논의에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
다.  소식통은 영사관 내 회의실에 머물
던 리 군이 민원실 옆 화장실에 가기 위
해 회의실을 벗어날 때 민원인에게 쉽
게 노출될 소지가 있었다는 현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리 군이 한국총영사
관에 마련된 별도 숙소에 머물렀다”며
반박했다.
    한국총영사관에 머물던 리 군이 다
른 이와 대화하거나 식사, 옷 정리, 청

소 등을 하는 모습, 영사관 건물 밖으로
나온 모습 등이 팩트와이어에 촬영된
것을 두고 탈북자 신변 보호를 위한 보
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
다.  홍콩주재 한국총영사관은 리 군의
망명 신청과 한국행 여부 등에 관한 연
합뉴스의 거듭된 확인 요청에도 영사관
내 탈북자 체류 여부에 답하지 않는 것
이 정부 방침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
풀이했다.
    우리 외교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
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로서
는 탈북 관련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탈
북민의 신변안전, 관련국과의 외교문제
등을 감안해 확인해주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우리 정부는 탈북
민 문제 발생시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
하고 있으며 탈북민의 안전이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
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탈북민 보
도에 대한 기본 원칙이지만 외교문제
등을 언급, 홍콩언론의 보도를 우회·간
접적으로 확인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harrison@yna.co.kr

Arnold Palmer charged across the
golf course and into America’s
living rooms with a go-for-broke
style that made a country-club
sport popular for the everyman. At
ease with presidents and the public, he was on a first-name basis
with both. He never lost that personal touch. That’s what made him
the King. Palmer died Sunday in
Pittsburgh at 87. Alastair Johnston,
the CEO of Arnold Palmer Enterprises, said Palmer was admitted to
the UPMC Hospital on Thursday for
cardiovascular work and weakened
over the last few days. Palmer was
diagnosed with prostate cancer in
1997, which was caught early.
Palmer’s place in golf history
went well beyond his seven major
championships and 62 PGA Tour
wins. His good looks, devilish grin
and hard-charging style of play
made the elite sport appealing
to all. He arrived about the time
television moved into most households. Palmer also was a pioneer in

sports marketing, paving the way
for many athletes to reap in millions
from endorsements. Some four
decades after his last PGA Tour win,
he ranked among golf’s highest-earners.
It was, of course, not just the victories, but how he won. He would
hitch up his pants, drop a cigarette
and attack the flags. With powerful hands wrapped around the golf
club, Palmer would slash at the ball,
twist that muscular neck and squint
to see where it went. Consider that
Palmer rallied from seven shots
behind to win a U.S. Open. He blew
a seven-shot lead on the back nine
to lose a U.S. Open. He left behind
a gallery known as “Arnie’s Army,”
which began at Augusta National
with a small group of soldiers from
nearby Fort Gordon and grew to
include legions of fans from around
the globe.
Palmer stopped playing the Masters in 2004 and hit the ceremonial
tee shot every year until 2016,

when age began to take a toll. He
never won the PGA Championship,
one major short of a career Grand
Slam. But then, the standard he set
went beyond trophies. It was the
way he treated people, looking everyone in the eye with a smile and
signing every autograph, making
sure they were legible. He never
liked “The King” label but it stuck.
“I don’t relish it,” he told The Associated Press in 2011. “I tried for
a long time to stop that, and there
was no point.”
Palmer played at least one PGA
Tour event every season for 52
consecutive years, ending with the
2004 Masters. He spearheaded the
growth of the 50-and-older Champions Tour, winning 10 times. He
was equally successful in business
off with golf course design, a wine
collection and apparel that included
his famous logo of an umbrella. He
bought the Bay Hill Club & Lodge
upon making his winter home in
Orlando, Florida. In 2007, the PGA

   

사진은 홍콩 과학기술대학에서 열린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한 북한 대표팀. 2016.7.29 [빈과일
보 캡처=연합뉴스]

North Korean
math prodigy
arrives in South
Korea after
defection

25

SEOUL, Sept. 28 (Yonhap) -- A
young North Korean math whiz
who is believed to have sought
asylum at the South Korean consulate in Hong Kong has recently
arrived in Seoul, a foreign media
outlet reported Wednesday. Citing
a report of news agency Factwire,
the South China Morning Post said
that the 18-year-old student “left
Hong Kong for South Korea over
the weekend,” ending a twomonth stay there.
   The North Korean teen who took
part in the International Mathematical Olympiad in Hong Kong
walked into the South Korean consulate in the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 in July and sought asylum,
Hong Kong media outlets earlier
reported. A diplomatic source said
that the North Korean teenager
arrived in South Korea on Saturday through a third country after
leaving Hong Kong the same day in
a long-planned asylum bid.
   He long yearned for a life in South
Korea as he had access to South
Korean TV and radio programs, living in the North’s Gangwon Province close to the South, according
to the source. His father, who is
a math teacher, also encouraged
him to seek asylum in South Korea,
added the source. South Korea’s
unification ministry neither confirmed nor denied the report.
   “The government, in principle,
does not confirm details about
North Koreans’ defections in
consideration of their safety and
diplomatic relations with relevant
countries,” the ministry said.
   If confirmed, it would be the latest
in a series of socially well-off North
Koreans escaping the country ami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s
reign of terror.   •
sooyeon@yna.co.kr

Tour changed the tournament’s
name to the Arnold Palmer Invitational.
Palmer was born Sept. 10, 1929, in
Latrobe, Pennsylvania, the oldest
of four children. His father, Deacon, became the greenskeeper at
Latrobe Country Club in 1921 and
the club pro in 1933. Palmer joined
the PGA Tour in 1955 and captured
the Canadian Open for his first
title. He won four green jackets
at Augusta National, the British
Open in 1961 and 1962 and the
U.S. Open in 1960. Palmer’s last
PGA Tour win came in 1973 at the
Bob Hope Classic. Only four other
players won more PGA Tour events
— Sam Snead, Nicklaus, Woods
and Ben Hogan. Palmer’s first
wife, Winnie, died in 1999. They
had two daughters, and grandson
Sam Saunders plays on the PGA
Tour. Palmer married Kathleen
“Kit” Gawthrop in 2005. Details on
a memorial service and burial are to
be announc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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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sas court
skeptical of
state’s arguments in
schools case
JOHN HANNA, AP Political Writer

TOPEKA, Kan. (AP) — Kansas’ highest court was openly
skeptical Wednesday that the
cash-strapped state provides
every public school student a
suitable education, though one
justice suggested a way to fix
the problem without the big,
across-the-board funding increase desired by many educators.
The state Supreme Court heard
arguments from the state and
four local districts in a lawsuit
filed by the districts in 2010.
The six-year legal dispute has
pitted the seven justices, six of
whom were appointed by Democratic or moderate Republican
governors, against GOP conservatives controlling the rest of
state government.
The state spends more than half
of its tax dollars, nearly $4.1
billion a year, on aid to its 286
school districts. Alan Rupe, an
attorney for the four districts

Vermont concerned over
high costs to
test certain
students
LISA RATHKE, Associated Press

MONTPELIER, Vt. (AP) — Members of a multi-state consortium
that offers schools a tool to
assess students with cognitive disabilities has been asked
to reconsider a decision on a
pricing structure that Vermont
officials say would greatly
increase testing costs for the
state. The Dynamic Learning
Maps, a consortium of 15 states

suing the state, said funding
needs to jump roughly $800
million a year, or 20 percent, for
legislators to fulfill a duty under
the state constitution to provide
a suitable education for every
child.
The state can’t afford even a
fraction of that increase without
reconsidering Republican Gov.
Sam Brownback’s fiscal policies.
The GOP-dominated Legislature slashed personal income
taxes in 2012 and 2013 as an
economic stimulus at his urging, and Kansas has struggled to
balance its budget since.
Five of the seven justices peppered state Solicitor General
Stephen McAllister with questions as he argued that Kansas
has a good education system
and that legislators could rationally decide that higher spending isn’t needed. Rupe argued
that data from the state’s
standardized English and math
suggests that between a third
and half of the state’s students
are struggling.
Justice Dan Biles suggested that
if the Supreme Court agrees
with Rupe’s assessment, its
order might have to be targeted
to helping children who have
fallen behind because “that’s
where the problem is.”
“We have to make sure the
remedy is aimed at the cancer,”
said Biles, an attorney for the

State Board of Education before
joining the court in 2009.
Biles also said the Legislature
would have the discretion to
“cannibalize” existing funds for
programs for students who are
flourishing to help struggling
ones. McAllister told the court
that his hometown schools in
Lawrence could redirect funds
from Advanced Placement
courses.
Rupe and Wichita Superintendent John Allison rejected the
idea after the hearing.
“You have to lift the whole
boat,” Allison told reporters.
“You cannot cannibalize from
one group of students.”
The districts suing the state are
Dodge City, Hutchinson, Wichita and Kansas City, Kansas.
More than 70 percent of their
students are eligible for free or
reduced-price lunches, giving
them more at-risk students
than 90 percent of all districts in
the state.
A lower-court panel ruled previously that the state’s overall
spending was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short of being
adequate; the state appealed.
The Supreme Court is not expected to issue its ruling until
after the November election.
As Rupe argued for additional
funding, his granddaughter,
Katelyn, a Salina fourth-grader,
was in the audience.

“I’d like her generation to graduate in an adequately funded
system,” Rupe told the justices.
In questioning McAllister, the
justices echoed the districts’ arguments that new standardized
math and English tests last year
suggested a majority of Kansas
students aren’t on track to be
ready for college.
The state’s lawyers countered
by noting that Kansas ranks
among the top 10 states in the
nation in graduation rates.
“Is the measure state comparison, or how students are actually doing?” Justice Eric Rosen
said. “If we’re comparing well
with the country that might be a
measure that the country’s not
doing so well.”
When McAllister suggested that
money is not necessarily crucial
in how well students perform,
Chief Justice Lawton Nuss asked
him whether he had any examples of districts seeing stagnant
or lower scores after an infusion of state aid. McAllister said
he’s sure there are examples
of stagnant scores but couldn’t
immediately cite any. •
___

and a Florida tribe, provides the
assessment system integrated
with instruction that has been
developed for students with
cognitive disabilities. The test is
given to about 1 percent of the
public school students in each
state.
The University of Kansas Center for Educational Testing and
Evaluation administers the test,
and has asked the consortium to
reconsider its decision, said Neal
Kingston, the center’s interim
director. Kingston opposes the
pricing structure the consortium
board chose. The move comes
after Vermont Education Secretary Rebecca Holcombe wrote
a letter Sept. 8 to the governing
board of the Dynamic Learning
Maps, expressing concerns with
the decision. She said the process lacked transparency, clear

information, participation by
consortium representatives and
involvement of state education
chiefs.
“Vermont is currently exploring our options to work with a
different provider due to this
vote,” she wrote.
Vermont’s congressional delegation said Tuesday that the
chosen pricing structure would
shift the cost of rising prices
onto small states. They said
Vermont, for instance, would
see a price jump from $39 to an
estimated $459 per test next
year. In New Hampshire, 760
students took the Dynamic
Learning Maps assessment last
year at a cost of $39 per assessment. Lori Kincaid, spokeswoman for the New Hampshire
Department of Education, said
different scenarios are being

presented for the future. Consortium members who represent each state are expected
to respond to the request by
Friday.
“Since in fact (for) the majority
of the states, nine out of 15, it
costs more under the scenario
they approved, my expectation is that there is a very good
chance that they will change
the cost allocation method to
one that is not adverse to small
states,” Kingston said.
Other states in the consortium
are Alaska, Colorado, Illinois,
Iowa, Kansas, Missouri, New
Jersey, New York, North Dakota,
Oklahoma, Utah, West Virginia
and Wisconsin. The Miccosukee
Indian tribe in Florida also is a
member. •

Follow John Hanna on Twitter at https://
twitter.com/apjd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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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파견 美 평
화봉사단원들 “
양국관계 더 깊게
발전하길”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등 90여
명 KOICA 방문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한
국에 파견됐던 미국 평화봉사단원들
이 13일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을 찾아 한국의
대외 무상원조 사업(ODA) 역사와 발
전상을 돌아보며 감회에 젖었다. 지
난 1966년부터 1981년까지 한국에
서 활동했던 미 평화봉사단원과 가
족 90여 명은 이날 KOICA 개발협력
역사관, 지구촌체험관 등을 돌아보고
ODA 및 한국 해외봉사단(WFK) 사
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1975년부터 2년간
충남 예산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2008년 9월 ~2011년 11월 근무)
도 참석했다. 그는 ‘심은경’이라는 한
국 이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
는 이날 건배사에서 “양국 간의 우
호가 깊어지는 ‘밀알 관계’(seed of
relation) 역할을 한 것 같아 뿌듯하
다”며 “앞으로 양국 관계가 더 깊게 발
전하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
    이어 “두 가지를 위해 건배하기를
원한다. 하나는 한국에 처음으로 파견
을 나온 1기 봉사단, 한국의 문화를 따
라 ‘K-1 선배’라고 부르는 이들을 위
해,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아름다운 여정’과 앞으
로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
영원한 우정’을 위해 건배를 청한다”
고 말했다.  한국 방문을 주선한 ‘한국
의 친구’(Friend of Korea)의 낸시
켈리 회장은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준 KOICA에 감사한다. 앞으로도 한
국의 훌륭한 봉사단원들이 세계 각지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하며 함께 잘 사
는 지구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길 바라
며 그들의 활동을 응원한다”고 말했
다. 그는 1979 ~1981년 경남 고성
군에서 ‘보건분야’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갔다.
    참가자들은 해외 봉사활동을 마치
고 귀국한 KOICA 봉사단원 및 국내
주요 개발협력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
회도 했다.  미국 평화봉사단은 영어
를 가르치고 보건소에서 결핵 퇴치 사
업을 전개하는 등 전후 한국 재건을 도
와 학교에서 우리나라가 빈곤을 극복
하고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  김인식
KOICA 이사장은 “1960 ~ 1970년
대 문화와 언어의 장벽 등 어려운 환경
에도 한국 각지에서 활동한 2천여 명
의 미국 평화봉사단원 덕분에 한국은
많은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 그리
고 잊지 않고 ‘Friends of Korea’라
는 연계활동을 해주어 감사한다”며 “
한국은 연간 5천여 명의 봉사단원을
50여 개 개발도상국에 파견, 여러분
의 활동에 대한 감사함을 지금 세계 많
은 개발도상국에서 전하고 있다”고 말
했다. •
    ghwang@yna.co.kr

U.S. Peace Corps
volunteers revisit

Korea on 50th anniversary
By Lee Haye-ah
   SEONGNAM, South Korea,
Sept. 13 (Yonhap) -- Ray
Grantham, a 73-year-old
former high school teacher
from California, was one of 100
young Americans who arrived
in South Korea in 1966 as the
first group of Peace Corps
volunteers. Over the course
of the next 15 years, some
2,000 Americans joined the
U.S. government-run volunteer
program to teach and serve in a
country that was still emerging
from the ruins of the 1950-53
Korean War.
   To mark the 50th anniversar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 government organization handling
foreign aid, on Tuesday hosted
65 former volunteers and their
families at its headquarters in
Seongnam, just south of Seoul.
KOICA President Kim In-shik
welcomed the participants and
thanked them for their service
to the Korean people, which included teaching English, treating tuberculosis and providing
vocational training.
   “Though we have not been
able to repay our gratitude
directly to the United States, we
try by sharing with other developing countries in Africa, Asia
and other continents,” he said in
a speech before the attendees.
“In this regard, by benchmarking the Peace Corps, KOICA created its own volunteer program
called World Friends Korea.”
   About 5,000 Koreans have
been working in some 50 developing countries each year to
help them out of poverty, according to Kim. During his two

years here, Grantham taught
English at an agricultural high
school in the city of Jeongeup,
260 kilometers southwest of
Seoul, and then at a women’s
college in Seoul.
   “In general, the experience
was marvelous and it’s affected
my whole life,” Grantham told
Yonhap News Agency during a
luncheon at the event. Fighting
back tears, he added, “Whenever I’ve met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I’ve tried to help them
because they had a very positive
impact on my young life.” There
were challenges, such as adjusting to the food and the living
conditions, but the overall experience was “very stimulating.”
   “I had 80 students in my class
and I never had a discipline
problem. (They were) always
extremely respectful of me,” the
former Peace Corps volunteer
recalled. “The people I worked
with were extremely supportive
and friendly and receptive to
me. They encouraged me and
tried to make my experience full
and meaningful. They helped
me with my language. It was
just a wonderful experience for
a young person.” Being back
in the country fifty years later,
Grantham said it was overwhelming to see the country’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He had not visited Korea
since leaving in 1968.
   “It boggles my mind. I’d have
to stay here for another two
years to be able to understand it
fully, I think,” he said.
   Among the attendees was
former U.S. Ambassador to
Seoul Kathleen Stephens, who
is also well-known in Korea as a
former Peace Corps volunteer.
She taught English at a middle
school in Yesan, 134 kilometers
south of Seoul, from 1975-77,
and adopted a Korean name,
Shim Eun-kyung.’
“Over the last almost 10 years

now, the relationship between
former Peace Corps volunteers
and Korea has been growing
and building,” she said in an
interview with Yonhap. “Every
time we’ve had revisits, the
relationship has been deepening. We can continue to find
ways to learn lessons from our
experience together and encourage KOICA going forward.”
For her personally, Stephens
said it’s “always very moving”
to return to Korea, as she gains
new insights and learns to see
U.S.-Korea relations in different
lights.
   Nancy Tiedeman, a former
volunteer from Boston, was
back in Korea for the fifth time
since she taught at a girls’ middle school in the southeastern
city of Gyeongju from 1971-73.
This time, she was back with her
daughter, whom she adopted
from Korea. She recalled her
time in Korea with fondness,
saying they were “wonderful,
happy years.”
   “My students ... they were
very enthusiastic to have an
American teacher and I also
became good friends with the
English teachers in the school,”
Tiedeman said. People took her
to tea rooms, temples and picnics, making sure she was busy,
comfortable and happy.
   After returning to the U.S.,
Tiedeman said she formed a
group with two others to build
networks among former Peace
Corps volunteers from around
the world and help them resettle.
   “It’s been really very meaningful, good to connect with other
volunteers and to see whats
going on now in KOICA,” she
said. “It’s amazing to see how
much progress has been made,
and improvements and development in Korea.” •
   hag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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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or’s Column

Should a Christian Celebrate
Halloween?
Rev. Evan Kim
As a Christian, I have mixed feelings
about Halloween. I know its historical connection with cultic rituals
and remain uncomfortable with
its relationship to the macabre.
Yet I also understand the cultural
phenomenon it has become that
has “neutralized” these factors
and made it a day of costumes
and candy. The Church has responded in various ways regarding
how to handle Halloween. Some
congregations accept the hol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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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radition and attempt to “Christianize” it by holding concurrent
community events such as “Fall
Festivals” or “Harvest Festivals.”
(This is what my church practices) Other congregations reject the
holiday outright due to its pagan
background, and discourage congregants from participating. And
still other congregations along the
reformed tradition use the day to
celebrate “Reformation Day,” a
recognition of the German protestant Martin Luther’s public posting
of his 95 theses that countered
Roman Catholic teaching (which
happened, conveniently, on October 31st, 1517).
If you hold membership in a local
church, it’s important you consider
what your church and your pastor
have to say about the holiday. But
how you choose to handle Halloween will ultimately be your decision
as an individual. Your identity as
a parent or a child will influence
this choice, but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your identity as a follower
of Christ. The issue of Halloween
falls under what I call a gray matter;
something that the Bible doesn’t
specifically address. In gray
matters it’s up to the Christian’s
conscience to guide him/her into
making a right decision, whatever that decision may be. In these
matters if the Christian follows his/

her conscience, then that is the
path that best honors God.
The Bible does provide guidance
in how you handle gray matters.
One question it leads you to ask is
whether the gray matter is helpful
to you (and also your children) as
a Christian. As disciples called to
grow in spiritual maturity, you need
to be laying aside things that not
only hurt you, but also the things
that don’t help you.
Another question to ask is whether the matter is helping or hurting
others. Your actions never occur
in a vacuum; they always impact
those around you. Is your decision
regarding the particular matter
helping your family, church members and friends in some way? Or
is your participation and unwillingness to let go of the matter causing
them harm? If it’s the latter, Scripture instructs you to lay it aside.
A third consideration that helps is
to assess whether the gray matter
is enabling a deeper sin. If the gray
matter is motivated by your desire
to engage in sin, or if you’re using it
to justify sin, then the gray matter
itself clearly becomes a sin matter.
So should a Christian celebrate (or
participate in) Halloween? As a
pastor of a church and a parent of
a toddler, I have my opinions. I’ll
probably have to reassess these
opinions as both my congregation

and my child grow older, but one
thing is for sure: my conscience before my church, my child, and most
importantly my God, is clear. So
in response to the question I say:
consider the wisdom of Scripture
and let your conscience be your
guide. Trust that you’re not alone
in considering gray matters. You
have your pastor and other Christians to talk with. Above all, the
Holy Spirit is with you to guide you
in all truth, and to help you make a
decision that will bring glory to God
(1 Cor 10:31). •

시간의 주권자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감사
감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 감사
감사 우리에게 매일 기쁨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 감사 감사

same speed In the stream of
time.
We live as if we are someone,
As if we know something,
As if we have everything,
But then, we become lost to
history
As if our existence never
happened.
However, remember the
judgment
For God knows all in our lives.
Listen! Clearly know
We have a chance to wash all
our sins
That we have committed
throughout life.
Give thanks, thanks, thanks
to God
Who leads my daily life
And gives me eternal life.
Give thanks, thanks, thanks
to Jesus
Who forgave my sins. Give
thanks, thanks, thanks to the
Spirit
Who gives me joyful victory
everyday.

채호원

하나님 창조의 확실한 증거
사람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시간!
과학이 범접할 수 없고
인간의 노력이 소용없고
인간의 한계 위에 있는 4 차원의 세계
오늘도 시간은 흐른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영원부터
쉬지않고 시간은 흐른다
변함없는 속도로 흐른다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속에서
마치 무어라도 된 것 처럼
무어라도 아는 것 처럼
무어라도 가진 것 처럼 살다가
아무것도 없던 것 처럼
역사속으로 사라져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두 기
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자
인생들아!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단번에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의 살아 생전에 있음을 분명히 알
라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The Holy Sovereign of Time
Howon Chae

The clear evidence of God’s
creation Humankind cannot
copy.
Only God has sovereignty,
Time!
Science cannot crack into it;
The effort of man is useless.
It is beyond our limit, the 4
th dimension.
Today time continues to spill
on.
From the eternity when God
created time,
Time runs without ceasing.
It is always running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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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Haeparang

Trail in Yeongdeok

shows off stunning
view of blue sea
By Shim Sun-ah
YEONGDEOK, North Gyeongsang Province,
Aug. 11 (Yonhap) -- Yeongdeok is best
known for its local delicacy, snow crab. In
recent years, however, the tranquil eastern
coast fishing town became a must-go place
for bike riders and walking enthusiasts
from across the country for having some of
the nation’s most stunning trails. Yeongdeok County, North Gyeongsang Province,
has approximately 64.6 kilometers of the
Haeparang Trail, an extra-long walking trail
that stretches for a total of 770 km along the
eastern coast. “Haeparang” means “to be
friend and walk with the blue ocean and the
rising sun.” The trail starts at Oryukdo Sunrise Park in the southern port city of Busan
and stretches all the way to the Unification
Observatory in Goseong near the border
with North Korea. Yeongdeok was where
the trail project was tested for several years
before its official launch in May this year,
along with the city of Gyeongju in the same
province, and Samcheok and Goseong,
both in Gangwon Province. The county
office estimates that an average of 900,000
tourists a year have visited the section since
it opened in 2009.
Walking on this section of the trail called
“Blue Road,” tourists can witness endless
ocean views by walking along the beaches or hillside paths. The best seasons for
walking the trail are spring and autumn.
But in late winter tourists can sample meaty
Korean snow crabs. Still, summer is not a
bad choice because you can enjoy the whole
landscape of clear blue sky, the greenish-blue sea crashing against steep bluffs
and deep green forests.
Blue Road consists of four courses -- from
Course 19 to Course 22. On Sunday and
Monday, this Yonhap News Agency reporter
took a walk on Course 20 and 21,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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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sasNewVisionChurchoftheNaza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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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s from Ganggu Port and ends at Chuksan
Port to better introduce the road to readers.
Ganggu Port, the largest port in Yeongdeok,
is one of the most famous destinations for
enjoying giant red snow crabs. It has a street
lined with about 200 restaurants serving up
snow crabs known as “daege” in Korean.
Daege is a delectable crab with a thin shell
and long legs. Every year in late February to
early March when the annual catch reaches
its peak, the restaurants are packed with
daege lovers ready to sample the tender and
juicy taste of “daegejjim” or steamed snow
crab. There also is a small fish market where
you can buy live snow crabs, fish and other
marine products in the port.
But Korean snow crabs are not available
during the five-month closed season to protect crab breeding stocks, which is from the
start of June to the end of October. Russian
crabs replace Korean ones during this period.
One of the highlights of the Course 20 trail
is the New & Renewable Energy Center that
sits on a hill in Changpo-ri. You can see 24
aerogenerators with a capacity of generating
96,680 megawatts of electricity a year, an
amount that is enough to supply all residents
in Yeongdeok with power.
A roughly 30-minute walk down the hill
takes you to Yeongdeok Sunrise Park where
you can see one of the best views of the
sunrise in the country. The Changpomal
Lighthouse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park
has unique exterior of a crab holding the
lighthouse. The observatory on the middle
floor of the lighthouse provides a fantastic
sea view.
Since the Blue Road mostly changes between national highway No. 7 and the Gangchuk coastal road, you don’t have to worry
if you temporarily veer off course. You can
easily find the trail by simply returning to the
coast, aided by various Haeparang Trail signs
on wooden panels, ribbons and road tiles.
There are red or blue arrow direction signs
where the road splits: Red arrows means you
are north-bound while blue arrows means
you are bound for the south. The park also
is where Course 20 ends and the next course
starts. Course 21 is considered the most
beautiful of all courses on the Yeongdeok
section of the trail. The 12.8km cours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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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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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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사스우리교회
담임목사: 장현희(Hyunhee Chang)
10100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66212
be traversed in about six hours on foot.
For those without the time to complete the
full course, a short walking tour on the section
linking the Gyeongjeong-ri Beach to Chuksan
Port, in particular, is strongly recommended.
Installed on a hill with the Gyeongjeong-ri
Snow Crab Monument is a small traditional
Korean-style pavilion where you can spread a
mat and have snacks if you are hungry. With
a nice view of the East Sea and a cool breeze,
you may not want to leave the place forever as
it provides good shelter from the sweltering
summer heat. But you’ll soon find that there
are many other similar hillside pavilions and
benches on the section where tourists can rest.
From there, the road leads you through
shady pine forests and to seashore rocks. If
you keep walking, you will soon reach a sandy
beach from where you can look up at the
Mount Jukdo Observatory on a high hill. The
mountain is full of bamboo trees as its name
“Jukdo” tells. The beach is connected to the hill
by a narrow grass-green suspension bridge.
Then, you should walk a wooden deck path all
the way to the observatory, which was used as
a lighthouse during the 1910-1945 Japanese
colonial era.
The observatory provides a superb panoramic
view of the area around the Chuksan Port,
considered one of the beautiful ports on the
east coast. The facility closes on Mondays as
most national museums and libraries do, but
you still can enjoy the view from outside the
observatory. Where the wooden stairway
ends sits a cafe named “Conan Harbors Sea in
His Mind,” which is one of the three Haeparang
stores on Course 21. Haeparang stores serve
as mini-information desks for trail walkers,
providing maps and local information.
After the observatory, a forest path that encircles the coast line unfolds again. It will take
you to Chuksan Port, the final destination on
the course. During the winter the port bustles
with snow crab fishing boats. But it is more famous as a destination for Yeongdeok’s another
local delicacy -- “mulgajami” in Korean or sole
fish. The port has many restaurants serving
the flat fish caught from the sea off Yeongdeok
in various ways. Sometimes they are grilled,
steamed or sometimes seasoned with sweet,
sour and spicy red-pepper paste sauce. The
sauce is added to the sliced raw fish whose

bones are not removed along with chopped
cucumber, carrot, cabbage and other vegetables in a dish called “mulgajamihoe muchim”
in Korean. Another famous dish is “mulgajami mulhoe,” a spicy chilled broth of raw flatfish. Those dishes are available at relatively
cheaper prices than other types of raw fish
dishes. Every May, the port turns into the
venue for an annual sole festival. Although
the Haeparang map distributed by the culture
ministry shows the trail starting in Busan and
ending in Goseong, you, of course, can do the
opposite as well. The map is available in both
Korean and English.
Actually, many from Seoul and its adjacent
cities choose to take south-bound paths because they want to end the trip in Busan and
comfortably return home aboard a KTX bullet
train. It is recommended that tourists check
the homepage of the Haeparang Trail (www.
haeparanggil.org) and install a walking tour
app called “Doobalro 2.0” developed by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for smartphone
users, to get updated information before
starting a tour.
ssh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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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광고 / CLASSIFI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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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itu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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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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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y Cleaning Plant (올레이타 위치한 세탁소 매
매) -Olathe, KS, contact : Richard 913-5490036. 연락주십시요.
로렌스에 있는 일식당 매매합니다
문의 전화번호: 785 764 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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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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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POST SEND DETAILS TO:
게시물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내주세요:
ADS@KCKOREANJOURNA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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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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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KJ 알림
NLI에서 “Study Help” 프로그램은 운영합니다.
초등/중등/고등학생들의 학교숙제를 돕고,
영어학습(Reading, Speaking, Listening,
Writing)을 도와드립니다. (문의: 913-4492233)
NLI에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중국어,
인도어, 스페인어, 독일어, 포르투갈어(Chinese,
Hindi, Spanish, German, Portuguese)를
가르칩니다. (문의: 913-449-2233)

* KCKJ와 함께 광고해 주세요.
- 귀한 캔사스 한인 들의 업소를 특별가로
광고해 드립니다.
- 문의 913-802-2005 ,
kim@kckoreanjou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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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ano & Violin Lessons – 캔사스 음악 학원 KC
Music Academy 913-272-1177

캔사스 상록회 (회장 정영로)
The Korean Senior Citizen Society
6800 Alden St, Shawnee KS 6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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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사스 한인 체육회 (회장 왕 희철)
913-205-5922
Korean American Sports Council of Kan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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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수학/과학)개인지도 수강학생 모집합니다:
학교공부 뒤쳐지는 학생, 이공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 이공계 석사 (Olathe 거주) 문의: 816-7265528 Willing to tutor students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8841 Glenwood St.
Overland Park, KS 66212 캔사스 선교교회
선교관내 문의: 이 경재 교장 317-437-3510,
klee@kckoreanschool.org

Tim09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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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모집
원고를 모집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kckj는 한인 여러분의 소리를 적극
적으로 담고자합니다. 다양한 분야
에 관한 여러분의 글들을 500단어
내외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요.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감사
합니다.
(지면상 내용과 길이는 편집될수 있
습니다.)
kim@kckoreanjournal.com 로
제출해주세요
Essay Submission
Do you have a talent for
writing? KCKJ is accepting
essays (about 500 words)
from our readers. (We reserve
right to edit) Please submit to
kim@kckorean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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