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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Seasons greetings to all our
readers. This year is our first full year
as editors of the Kansas City Korean
Journal. It has been a learning journey,
full of surprises. Thank you for your
patience and sticking with us through
it all. We wish you all a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We hope
to see you again next year.
Correction: Last month Capstone's ad
was inccorrect. Here is the corrected
one.

DECEMBER 2016 Calendar of Events
November 29: CHRISTMAS IN THE
PARK: November 29-December
31, From: 05:30 PM to 11:00 PM,
Longview Lake Campgrounds Lee's
Summit, MO 64081
November 29: CROWN CENTER ICE TERRACE: November
29-March 13, 10 a.m. to 9 p.m,
Crown Center Ice Terrace, 2450
Grand Blvd., Kansas City, MO 64108
November 29: SANTA'S GINGERBREAD STATION AT CROWN
CENTER: November 29-December
31, During Holiday Shop Hours,
Crown Center Ice Terrace, 2450
Grand Blvd., Kansas City, MO 64108
December 1: MAYOR'S TREE
LIGHTING:06:00 PM to 07:00 PM,
City of Grandview, MO, 13500 Byars
Rd., Grandview, MO 64030
December 1: KANSAS CITY SYMPHONY PRESENTS: "HANDEL'S
MESSIAH", December 1-December
4, From: 08:00 PM to 10:00 PM,
Kauffma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1601 Broadway Blvd., Kansas
City, MO 64108
December 2: ROCK THE RED
KETTLE: December 2-December 3,

6:30pm, KC Live! Block, 1100 Walnut St., Kansas City, MO 64106
December 2: Holiday Luminary
Walk: December 2-3, 9-10, 5:00
p.m. to 9:00 p.m., Overland Park
Arboretum & Botanical Gardens,
8909 W. 179th Street
December 3: KANSAS CITY BALLET PRESENTS: "THE NUTCRACKER": Sun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December 3-December 24, see website for
times, Kauffma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1601 Broadway Blvd.,
Kansas City, MO 64108: kcballet.org
December 3: ILLUMINATE: A
HOLIDAY LASER LIGHT INSTALLATION": December 3-December
10, 6-10pm, Pershing Rd & Main St.,
Kansas City, MO 64108
December 3: THE GREAT KC PET
EXPO: December 3-December 4,
10am-6pm, Sat.; 10am-4pm, Sun.,
KCI Expo Center, 11730 Ambassador
Dr., Kansas City, MO 64153
December 9: JIM BRICKMAN
WITH THE KANSAS CITY SYMPHONY: 8pm, Kauffma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1601 Broadway

Blvd., Kansas City, MO 64108

December 10: KOREAN SCHOOL:
2016 FALL SEMESTER CLOSING
CEREMONY: 1pm, KMC Gym.
8841 Glenwood St., Overland Park
66212

December 10: MANNHEIM
STEAMROLLER CHRISTMAS:
8pm, Arvest Bank Theatre at the
Midland, 1228 Main St., Kansas City,
MO 64105
December 10: GARDENS BY CANDLELIGHT: A LUMINARY WALK:
December 10-December 11, From:
05:00 PM to 07:30 PM, Powell Gardens, 1609 NW Hwy. 50, Kingsville,
MO 64061
December 10: KLOVE Christmas
Tour 2016: 7:00 PM to 10:00 PM,
Sheffield Family Life Center 5700
Winner Road, Kansas City, MO
64127
December 16: KANSAS CITY
SOUTHERN’S HOLIDAY EXPRESS
TRAIN: December 16-20, All Day,
Union Station, Sprint Festival Plaza,
30 W. Pershing Rd., Kansas City,
MO 64108

December 17: SANTA DIVES: Recurring weekly on Sunday, December
17-December 18, 2 pm, Kansas City
Zoo, 6800 Zoo Dr., Kansas City,
MO 64132
December 23: KAUFFMAN SPECIAL EVENTS - HANDEL'S MESSIAH: 7pm, Kauffma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1601 Broadway,
Kansas City, Mo 64108
December 26-29: 2016 KMAKC
Youth Winter Retreat. Retreat for the
local youth groups.
December 26: TRANS-SIBERIAN
ORCHESTRA: 2pm and 7pm, Sprint
Center, 1407 Grand Boulevard, Kansas City, MO 64106
December 28: OVO FROM CIRQUE
DU SOLEIL: December 28-January 1, 7:30pm, Sprint Center, 1407
Grand Blvd., Kansas City, MO 64105
December 31: NEW YEAR'S
SWINGIN' EVE: 8pm, Union Station,
Sprint Festival Plaza, 30 W. Pershing
Rd., Kansas City, MO 64108
December 31: ZOO YEAR'S EVE:
Kansas City Zoo, 6800 Zoo Dr.,
Kansas City, MO 6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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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C FALL FESTIVAL KMC 가을 대축제
For the 6th straight year, Kansas Mission Church made their
Thanksgiving service to honor
the local chapter of the Korean
War’s Veterans. It was held on
November 20: a very appropriate
time in between Veterans’ Day and
Thanksgiving. There was a big
church lunch followed by a time of
performances. It starting out with
the children’s department singing
songs of being in God’s army. It
was a cute highlight for the elder
guests. The program ran a quick
hour filled with dancing singing
and music. Another highlight
was seeing a traditional dance in
a beautiful hanbok. They hope
to continue on with the tradition
every year. The Korean community thanks the contributions these
veterans gave to their country and
to our mother land.

지난 6년 동안, 캔자스 선교
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국 전쟁 참전 용사들께 감사의 마음
을 전하는 행사를 개최해 왔다. 금년
에는 11월 20일에 이 행사가 진행되
었는데, 재향 군인의 날 (11월 11일)
과 추수 감사절 (11월 24일) 중간에
위치한 알맞은 날이었다. 여러 행사
와 함께 풍성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
었고, 어린이 부서에서 하나님의 군
대라는 주제로 노래를 준비해 막을
열었다. 행사를 찾아주신 참전 용사
들을 웃음짓게 하는 귀여운 공연 이
었다. 이후 한시간 동안 노래와 춤과
음악 공연이 이어졌다. 한복 의상을
입고 선보인 전통 춤이 이 날의 하이
라이트였다. 이 아름다운 행사가 매
년 개최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본국
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 용사들께 감
사의 마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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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2월 18일 (주일) 오후 3:30
장 소 캔사스 뉴비젼 교회 본당

NVC

Kansas New Vision Church

8200 W. 96th St. Overland Park, KS 66212
TEL: 816-315-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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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며 마무리하게 되었다.
지난 13회 정기 연주회부터 함께 하
여 주신 한국전 참전 용사 미 전우회
회원들도 이 날 자리를 함께 하여 의
미있는 공연이 되었다. 공연 후 가졌
던 리셉션은 캔사스 영락교회에서
전체 음식을 준비하여 연주회 후 성
가단과 참여하였던 청중들 모두가
서로 친교할 수 있는 고마운 자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회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스 시티 연합 성가단 (단
장 안성호, 이사장 이재명, 지 모습을 보여주는 성가단의내년 정기
연주회도 기대를 하며, 이 날 멋진
휘 손동현, 반주 이주화, 이하 성가
단)이 10월 30일, 일요일, Overland 공연을 선사한 성가단 및 함께 해 주
Park에 위치한 Presbyterian Church 신 지역 단체, 교민들께도 감사의 말
을 전한다.
of Stanley에서 250여명이 모인 가
운데 제17회 정기 연주회를 성황리 캔사스 시티 연합 성가단 단원 명단
에 마쳤다. 올해 정기 연주회는 창단 소프라노 : 김길환, 박혜경, 안광미,
양희옥, 오매영, 이경재, 이정림, 장
2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여서 더욱
영선, 황경희, 허신혜
의미 있는 연주회가 되었다.
연주회 시작에 앞서 창단 20주년을 알토 : 원영희, 이재화, 전선옥, 조미
란, 조영애, 황유선
맞이하는 성가단을 기념하며, 전선
테너 : 김도준, 안성호, 이재명, 임상
옥 장로와 김길환 권사에 성가단을
면, 정한철, 호민선
향한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베이스 :김성갑, 김준, 안형준, 이용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제4대 단
장을 지낸 전선옥 장로는 성가단 발 우, 이제하
전을 위해 2만불을 기부하여 성가단
ongratulations to the Kan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보이기도 하
sas City Korean Choir for 20
였다.
years
of serving the local com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오타와 대학
munity.
They held their annual
교에서 음대 교수로 재임중인 손동
concert
at
the Presbyterian Church
현 교수가 지휘를 맡고, 손동현 지휘
자의 배우자이며 동대학교에서 Staff of Stanley in celebration of their
Accompanist로 활동중인 이주화 반 20th anniversary of their founding.
주자의 피아노 반주로 시작된 이 날 They started the evening honoring
연주회는 성가단의 “Missa Arirang” Elder Jeon Sun-ok and Kim Gil을 시작으로, 목회자 협의회 성가단 hwan for their work and devotion
to the choir. They thanked the
과 캔사스 시티 장로 성가단의 찬
양, 이주화 독주등으로 이어지며 다 Korean War Veterans attending the concert for their service.
채로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곡
Then Professor Sohn from Otta한곡이 끝날 때마다 청중들의 열화
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공연은 wa University lead the choir with
their songs, followed by the Pas“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마지막으
로 마무리를 하는 듯 하였으나, 청중 tors’ Choir, Elder’s Choir, and the
들의 더 큰 박수갈채와 함께 앙코르 Men’s Choir. The night was filled
요청에 “반달”, “고향의 봄”등 우리 with beautiful songs and it ended
귀에 익은 곡들로 이어 졌으며, 마지 with a dinner provided by Young
막은 찬조 출연을 하였던 목회자 협 Nak Church. Thank you everyone
의회 성가단과 장로 성가단이 다 같 who came out to see the choir.
이 무대에 올라 마지막 앙코르송을

캔사스 시티 연
합 성가단 제 17
회 정기 연주회
를 마치고

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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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사스시티 연합 성가단 Veterans Day 기념행사 참여.

지

난 11월 11일 금요일,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Korean War Veterans Memorial)가 위치한 오버
랜드 파크시에서 베테란스 데이 기념 행사가 있었다. 5년전부터 캔사스시티 연합 성가단 정기 연
주회에도 함께 하여 주시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 이 날 행사를 통해 한국전 참전에 다시 한번 감사
를 표하며, 연합 성가단원 일부가 식중 노래도 선사하는 자리가 있었다.
참고로 한국전 당시 참전한 미군은 백오십만명 이상에 달하며, 36,940명이 전사를 하였는데 그 중 415
명의 전사자들은 캔사스 출신이었다. 현재에도 8,171명은 실종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O

n Friday, November 11, there was a Veterans Day celebration in Overland Park, where the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was located. I would like to thank the Korean War veterans
who participated in the Kansas
City Union Crusade Concert for
5 years from now, once again
during the ceremony to participate in the Korean War.
For reference, more than 1.5
million US soldiers were fought
during the Korean War and
36,940 warriors were killed, 415
of whom were from Kansas.
Currently, 8,171 people remain
mi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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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S TALLEST
WATERSLIDE TO
BE DEMOLISHED
AFTER BOY DIED
JIM SUHR, Associated Press

KANSAS CITY, Mo. (AP)
he owner of a Kansas water
park said its announcement
that it will demolish a towering
waterslide as soon as investigations into the death of a boy on
the ride this summer have concluded was motivated by uncertainty among park patrons, not
any pending legal settlements
involving the accident.
Schlitterbahn Waterparks and
Resorts and the family that runs
it said in a statement Tuesday
that the “Verruckt” ride at the
Schlitterbahn park in Kansas
City, Kansas, will be permanently
removed from its tower “once the
investigation is concluded and
we are given permission by the
court.” The Texas-based company called the move “the only
proper course of action.”
“Coming up on the holidays,
this time of year, it’s something
we’d like to set to rest,” company
spokeswoman Winter Prosapio told The Associated Press on
Wednesday. “When we’re al-

T

REGULATORS OK
KANSAS GAS
SERVICE RATE
INCREASE
TOPEKA, Kan. (AP) Residential
customers of Kansas Gas Service
will pay an additional $1.25 a
month under a settlement agreement approved by state utility
regulators. The Kansas Corporation Commission on Tuesday signed off on the deal that
increases Kansas Gas Service's
revenue by $15.5 million. That
includes the $7.4 million Gas System Reliability Surcharge, which
is currently being recovered from
customers as a separate line item.
Kansas Gas Service had proposed
a $4.54 monthly increase that
would have generated $20 million
more than what the commission
approved. The utility withdrew
a request for an alternative ratemaking mechanism that would
reset rates each year.

lowed to take it down, we will
take it down. We have no interest
in having it up another hour.”
Billed as the world’s tallest waterslide, Verruckt has been closed
since Caleb Thomas Schwab
died on the ride Aug. 7. **Two
women in the raft were injured.
Attorneys for the Schwabs —
Caleb’s father is Republican state
Rep. Scott Schwab — and the
women are independently investigating the accident. No charges
or lawsuits had been filed as of
Wednesday.
Michael Rader, an attorney for
the Schwabs, said he had been
working with Schlitterbahn and
its legal team on a plan to eventually remove the slide, but that
it “cannot be torn down until
all investigations and potential
litigation has concluded.”
Scott Schwab didn’t respond to
requests for comment Wednesday.
Verruckt, which is German for
“insane,” featured multi-person
rafts that made a 17-story drop
at speeds of up to 70 mph, followed by a surge up a hump and
a 50-foot descent to a finishing
pool. Riders were harnessed with
two nylon seatbelt-like straps,
one crossing the rider’s lap, the
other stretching diagonally like a
car shoulder seatbelt.
The regulation of waterslides and

BROWNBACK
ANNOUNCES EFFORT TO
SPREAD HIGHSPEED INTERNET
TOPEKA, Kan. (AP)
ansas officials on Tuesday announced a two-year
initiative to bring high-speed
internet to school districts across
the state, with the federal government picking most of the
potential $100 million cost.

K

California-based nonprofit EducationSuperHighway is providing
technical expertise to the state for
the effort that's expected to boost
internet access in up to 20 percent of the state's school districts.
The organization will coordinate

other amusement rides has drawn
scrutiny since Caleb’s death.
Kansas is known for its light regulation of amusement park rides,
and the Texas-based company that operates Schlitterbahn
lobbied legislators to help ensure
that it remained responsible for
its own inspections.
Kansas requires annual inspections of permanent amusement
park rides but allows private
inspectors to do the checks.
Schlitterbahn Waterparks and
Resorts said Tuesday that it has
been cooperating with investigators and the victims’ families and
attorneys, noting that “in our 50
years of providing an environment for families and friends to
gather, we’ve never experienced
this kind of devastating event.”
______

비극적인 사고 이후 폐
기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워터 슬라이드

S

chlitterbahn 워터 파크와 리조
트, 그리고 이 곳을 운영하는 운
영 측은 법원의 조사가 끝나고 허
가가 주어지면 “Verruckt”이라는
놀이기구를 영구 철거하겠다고 밝
혔다. 텍사스에 기지를 이 회사는 “
이것만이 합당한 조치”라며 입을
열었다. “공휴일이 집중되어 있는
with districts and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develop plans
for upgrades, The Topeka Capital-Journal (http://bit.ly/2gCDQV2 ) reported.
Kansas Gov. Sam Brownback
said the state might have to
allocate up to $10 million for
the program, with the money to
come from the Universal Service
Fund.
"Our goal is simple: bring digital learning capabilities to every
Kansas classroom," Brownback
said. "Technically speaking, that
means we need fiber-optic connections to every school. We need
WiFi access in every school. We
need connectivity that districts
can afford."
Kansas isn't paying EducationSuperHighway for its services,
Brownback said. Instead, the
nonprofit draws upon a variety
of corporate and philanthropic
funders, including foundations

이 시기에 저희는 잠시 운영을 중
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며 회사
의 대변인 Winter Prosapio는 발표
했다. “해당 놀이기구 철거가 허가
되면 즉각 철거할 예정입니다. 조
금도 미룰 생각은 없습니다.” 지난
8월 7일 Galeb Thomas Schwab의
사망과, 여성 두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응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워터 슬라이드였던 Verruckt는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
독어로 “제정신이 아닌, 혹은 미친”
등의 의미를 가진 Verruckt는, 여
러 명이 함께 타는 시설로 17층 높
이에서 시속 70 마일로 떨어졌다
솟아올랐다 다시 하강하는 아찔한
놀이기구 이다. 탑승자들은 나일
론 재질의 안전 벨트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탑승자의 무릎을 고
정하는 벨트와 어깨 너머 사선으로
고정하는 두 벨트가 있다.
Caleb의 사망 사건 이후로 다른 워
터 슬라이드와 놀이공원들의 안전
점검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규정
이 허술하기로 유명한 캔자스에 더
해, Schlitterbahn 워터파크를 운영
하는 텍사스 출신 이 회사는 회사
측에서 검열을 할 수 있도록 로비
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Schlitterbahn 워터파크와 리조트
는 지난 화요일 수사관들과 피해
가족들, 변호사와 함께 협동하고
있다며, “지난 50년간 놀이 공원을
운영해 왔지만,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처음이다”라
며 발표했다.

connected to Facebook founder
Mark Zukerberg and Microsoft
founder Bill Gates.
The program's timeline seeks to
have upgrades in place for districts by the summer of 2018.
The effort could help "level the
playing field" between rural students and their suburban and urban counterparts, state Education
Commissioner Randy Watson
said. It also could help mitigate
the effects of the state's teacher
shortage, he said.
"We have school districts already
that are leveraging a teacher in a
nearby town to teach calculus to
two different school districts —
the speed of the internet would
be critical in doing that," Watson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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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진퇴 맡기겠다"…與 "협상하자"·野 "탄핵불변"
PARK SENDS BALL INTO PARLIAMENT'S COURT
(서울) 이승우 정윤섭 이상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

안

정적 정권 이양 로드맵'을 여야
정치권이 만들어준다면 그 절차
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제안하면서 정
기국회 막판 무르익는 듯했던 탄핵 논
의가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
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
양할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
다"면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퇴진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선 전
혀 언급하지 않은 채 여야 정치권에 다
시 공을 넘겼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제안을 야권 3
당은 '꼼수'로 규정하고 곧바로 일축했
지만, 야당과 함께 탄핵을 추진해온 새
누리당 비주류는 일단 다소 긍정적 반
응을 보이면서 '시한부 조기퇴진 협상'
을 제안하는 등 탄핵 정국에 미묘한 변
화의 기류가 일기 시작했다. 또 여당
주류는 기다렸다는 듯 보조를 맞춰 '질
서있는 퇴진'을 주장하면서 전열을 재
정비하는 등 박 대통령의 이날 담화로
정치권에 만만찮은 파문이 일고 있다.
야권 3당은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
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표결에 부치려
고 계획했던 탄핵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
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제안이 정
치권을 교란하려는 '함정'이자 '꼼수'라
는 주장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더
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의원총회에
서 "한마디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탄핵
절차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일대오
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촛불 민심
과 탄핵의 물결을 잘라버리는 무책임
하고 무서운 함정을 국회에 또 넘겼다"
면서 "대통령의 꼼수 정치를 규탄하며
야 3당과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계속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적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회견에서 "국회
로 공을 넘겨 여야 정쟁을 유도하고 새
누리당을 방탄조끼 삼아 탄핵을 모면
하려는 꼼수"라며 "대통령과 친박의 국
면 전환 시도에 말려들지 않고 두 야당
과 함께 흔들림 없이 탄핵안을 가장 이
른 시간 내에 통과시키는 데 매진하겠
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주
류와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담화를 사
실상의 '하야 선언'으로 평가하면서 현
재 진행 중인 탄핵 논의를 원점에서 재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
과 만나 "탄핵 논의는 대통령이 물러나
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진행돼 온 것"
이라며 "따라서 상황 변화가 생긴 만큼

두 야당과 대통령 탄핵절차 진행에 대
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
다. 친박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은 "대
통령이 물러나겠다고 한 이상 탄핵 주
장은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약할 것"이
라며 "야당도 정말 대승적 견지에서 나
라와 국가를 위해 철저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저항할 것"이라
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담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파는 새누리당 비주류다. 비주
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야당과
공동으로 '무조건 탄핵'을 주장해온 입
장에서 후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가 잡힌 다음 달 9일 전까지 여야가 '조
기퇴진' 협상을 선행해보고 만약 합의
에 실패하면 탄핵을 한다는 방침을 정
했다. 탄핵에 찬성한다는 방침에는 변
함이 없지만 조기 퇴진을 위한 다른 적
절한 방안이 있다면 찾아볼 수 있다는
뜻이다. 비상시국위 대변인격인 황영
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퇴
진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우리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여야가 대통
령 조기 퇴진과 관련된 합의를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
하길 희망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탄핵 일정이 미뤄지거나 거
부돼서는 안 된다"면서 "적어도 다음
달 9일 (본회의) 일정 전에는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eslie@yna.co.kr
By Song Sang-ho and Kang Yoon-seung

SEOUL, Nov. 29 (Yonhap) --

P

resident Park Geun-hye on
Tuesday called on parliament to determine her fate, saying she will step
down in line with a timetable and
procedures reached by political parties that can minimize any confusion
arising from a government change.
Opposition parties dismissed the call
as part of a political gambit to stall
for time and thwart their impeachment push, stressing they won't
break ranks and will continue their
move to oust the president. During
her third address to the nation over
the corruption scandal centered on
her confidante Choi Soon-sil, Park
renewed her apology for her inability
to address mounting public fury, but
repeated her denial of any involvement in the scandal. Earlier this
month, the prosecution cited Park as
an accomplice in "considerable parts"
of the alleged wrongdoings carried
out by Choi and her former aides -allegations denied by the presidential
office Cheong Wa Dae.
"I will entrust the National Assembly with (the task of) making
decisions on issues, including the
shortening of my presidential term,"

she said during the five-minute
address. Her single, five-year term
ends in February 2018. "I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devise
a method to minimize any confusion or vacuum in state governance
and ensure the stable transition of
government, I will step down in accordance with the timeline and legal
procedures," she added.
Her address drew sharp criticism
from the opposition parties that
stressed public calls for her to bow
out "unconditionally and immediately." Rep. Choo Mi-ae, the leader
of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upbraided Park for failing
to understand the mentality of the
public, which has been revealed
through massive weekend rallies
across the country. Choo also said
Park "shifted the onus" to parliament
without clearly mentioning whether
she will step aside.
"(Her speech) did not carry any
(sincere) regret or contrition on her
part," Choo said during a general
meeting of party lawmakers. Park
Jie-won, the interim leader of the
minor People's Party, also denounced
Park, saying she refused to clarify
when she will step down. The ruling
Saenuri Party, however, demanded
that the opposition parties review
the impeachment process "from
square one" given that the president
signaled her intention to bow out
before her term ends.
"The discussion on the impeachment process has been carried out
on the premise that the president will
not resign voluntarily," Chung Jinsuk, the floor leader of the party,
told reporters. "As there is a change
in the situation now, we will discuss
the impeachment process with the
two opposition parties from scratch
again."
Ruling party lawmakers who are
not loyal to the president said that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should negotiate over the president's
"early" resignation until Dec. 9, and
that if negotiations fail, they can
then push for her impeachment. The
impeachment motion can be passed
when it receives endorsement from
two thirds of the 300 lawmakers.
This means at least 28 ruling party
lawmakers belonging to the socalled non-Park faction must back
the motion even if all opposition
and independent lawmakers vote for
it. During Tuesday's address, Park
reiterated she did not pursue any
personal interests in a series of the
allegedly unlawful activities involv-

ing Choi. However, the prosecution
did not back down, saying Park's
charges have already been indicated
on Choi's indictment document that
cited her as an accomplice.
Park's latest address came a day
after some of her staunch loyalists
recommended that Park step down
in an "honorable" manner rather
than be forcefully ousted through the
impeachment process. A group of
retired politicians has also requested
that Park resign no later than April
of next year. Opposition parties
have been drawing up a draft for
the impeachment motion and want
to put it to a vote at the National
Assembly as early as Friday.
Meanwhile, the Democratic Party
and People's Party picked two former prosecutors, Cho Seung-shik
and Park Young-soo, respectively as
candidates for an independent counsel. Park is to select one by Friday.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team,
consisting of 105 members including
20 prosecutors, is expected to begin
work next month. It has a mandate
to investigate the case for 90 days,
which can be extended by 30 days.
The presidential office has said
that Park will disprove all allegations against her and establish her
"innocence" through the independent probe. She may also meet with
the press to express her views on
the charges raised against her by
prosecutors and the press. In the
past, the chief executive had remained relatively silent on charges
of wrongdoing, although she hinted that actions taken by her were
conducted with "pure motives" and
nothing to do with enriching herself or friends. Public fury over the
scandal continued to rise after Park
was implicated as a suspect in the
corruption case. Last Saturday, an
estimated 1.5 million citizens took to
the streets in central Seoul to call for
Park's immediate resignation.
ssh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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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스 인종차별 발언-플린 로비의혹과 '이슬람은 암' 발언 논란
FLYNN CALLS KOREA-U.S. RELATIONS 'VITAL ALLIANCE'
(뉴욕·워싱턴)김화영 심인성 특파
원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
선인이 백악관 핵심 참모와
각료 인선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
들 내정자의 '흠결'도 하나둘씩 드
러나고 있다. 이런 흠결은 장관직
인사라면 첫 시험대인 상원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중대한 '아킬레스
건'이 될 수도 있고, 인준이 필요 없
는 직책이더라도 여론의 검증과 비
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내각' 초대
법무장관으로 발탁된 제프 세션스(
앨라배마) 상원의원은 과거의 인종
차별적 발언이 이미 도마 위에 오
른 상태다. 비록 30년 전 일이긴 하
지만 실제로 이 때문에 상원의 인
준을 통과하지 못한 전력도 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민주
당과 시민단체가 세션스 내정자가
상원의원이 되기 전 1980년대 앨
라배마에서 연방검사로 활동했던
기간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 같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
다. 세션스 내정자는 로널드 레이
건 행정부 때인 1986년 연방 지방
법원 판사로 지명됐으나, 상원 법
사위 청문회에서 인종차별적 언행
에 대한 증언이 잇따르면서 지명이
철회됐다. 세션스 내정자의 과거
검사 동료들은 그가 미국 최대 흑
인단체인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
(NAACP)를 '반(反)미국적이며 공
산주의 영향을 받은' 단체라고 언급
했다고 말했다.
동료였던 흑인 검사 토머스 피
구레스는 세션스 내정자가 자신을
"야, 이봐(boy)"라고 부르는가 하
면, 백인 우월주의단체 큐클럭스클
랜(KKK)에 대해 "내가 그들이 대
마초를 피우는 것을 발견할 때까
지는 괜찮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고 전했다. 세션스 내정자는 이런
논란에 대해 농담이었다고 해명했
다. 세션스 내정자는 또 미국의 투
표권리법과 이에 따라 남부 주(州)
에서 행해지는 엄격한 감시활동에
대해 경멸적인 말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세션스 의원 법무장관 내정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NAACP는 이날 트위
터에서 "세션스 의원의 법무장관
기용은 걱정스러운 일"이라면서 "
그는 시민권이 미국의 가치로 인정
받지 못한 과거 미국의 오랜 추한
역사를 지지하는 인물"이라고 비판
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
역시 성명에서 "세션스 의원은 우
리를 비(非)미국적이고 공산주의
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우리
는 물론 다른 인권단체들도 성소수
자 권리, 사형제도, 낙태 등에 관한
그의 입장에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내
정된 마이크 폼페오(캔자스) 하원
의원은 특정 기업을 위해 총대를
멘 전력이 시빗거리가 될 가능성이

도

있다. 폼페오 내정자는 공화당의 '
큰손'이자 석유재벌인 찰스·데이비
드 코흐 형제로부터 재정적인 후
원을 받았다. 코흐 형제의 '코흐 인
더스트리즈'가 2010년만 그에게 8
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NYT가 전
했다. 그는 2012년 정치 전문 매
체 폴리티코에 '코흐 형제 괴롭히기
를 멈춰라'는 제목의 글도 썼다. 그
는 이때 "많은 미국인이 절박하게
일자리를 구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달라
고 간청해야지, 이들이 이윤을 창
출한다고 해서 공격하면 안 된다"
고 주장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
정된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
(DIA) 국장은 미국과 적대적인 러
시아, 터키와 근거리에 있었던 점
과 반(反)이슬람 발언 등이 집중 조
명을 받고 있다. 플린은 DIA 국
장에서 경질된 후 '플린 인텔 그룹'
이라는 컨설팅회사를 차렸는데 여
기서 중동 국가들과 '수상한 사업'
을 하거나, 터키 정부를 위해 로비
를 해준 것 같다고 NYT가 보도했
다. 폴리티코는 플린의 컨설팅회
사가 '터키-미국 경제위원회' 이사
장인 카밀 엘킴 알프테킨을 위해
컨설팅을 해 줬으며, 그 알프테킨
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올해 초 미국 방문을 주
선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일라이자 커밍스(메릴랜드)
하원의원은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
령 당선인 겸 정권 인수위원장에
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플린이 터
키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돈을 받
고 미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
이런 명백한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
는데도 어떻게 대선 때부터 기밀
브리핑을 받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
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NYT에 따르면 플린은 또 지난
해 러시아 정부가 후원하는 TV 방
송사 '러시아 투데이'의 유료강연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 방송사가
모스크바에서 주최한 파티에서 블
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
까이 앉아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런 것이 이해충돌의 문제
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
고, 따라서 트럼프 진영에서는 그
가 CIA 국장 같은 직위에 임명된
다면 상원 인준이 어려워질 수 있
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
졌다.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을 지
척에서 보좌하는 '외교·안보 총사령

탑'이지만 상원의 인준은 필요 없는
자리다. 이밖에 ABC 방송은 "플린
이 과거 이슬람을 '암'으로 표현하
고 '모든 문화가 도덕적으로 동등하
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해 이슬람
커뮤니티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고 지적했고, CNN 방송은 "플린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극우 성향의 '대
안 우파'(alt-right) 및 반(反)유대
주의자들과 교류하고 무슬림 신앙
을 비방하며 심지어 근거 없는 뉴
스도 공유했다"고 꼬집었다.
quintet@yna.co.kr, sims@yna.
co.kr
By Chang Jae-soon
WASHINGTON, Nov. 18
ike Flynn, U.S. President-elect Donald Trump's
pick for national security advisor,
told a delegation of South Korean officials Friday that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a "vital alliance" and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an official
said. Flynn also told the delegation, led by South Korea's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Cho
Tae-yong, that the incoming
U.S. administration will tackl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a top priority while working
closely with the South, Cho told
reporters.
"He characterized the Korea-U.S. alliance as a vital alliance, and the basis of the alliance
should continue to be strengthened," Cho said of the one-hour
meeting with Flynn that took
place after Trump named him
to be his first national security
advisor. Flynn's remarks could
allay concern about possible
negative effects on the alliance
under Trump.
Trump's election had raised
questions about the fate of the
alliance, as he has expressed
deeply negative views of U.S.
security commitments overseas as
well as a willingness to withdraw
28,500 American troops from
the South unless Seoul pays more
for them. His victory also threw
into doubt the fate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a pact that Trump has
denounced as a "job-killing" deal
and a "disaster," amid concerns
that he could seek a renegotiation of the agreement that has
been in effect since 2012. Since
his election, however, Trump has
shown signs of retreat from his
campaign rhetoric.
In a phone call with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Trump made a series of remarks
reaffirming the alliance, such as,
"We are with you all the way and

M

will not waver" and "We will be
steadfast and strong with respect
to working with you to protect
against the instability in North
Korea."
Cho's delegation has been on a
visit to the U.S. on a mission to
make sure the alliance remains
firm under the incoming administration. The team also included
Seoul's top nuclear negotiator,
Kim Hong-kyun, as well as
deputy trade minister Lee In-ho.
Cho declined to discuss further
details about the meeting with
Flynn.
"Discussions were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the alliance
as well as the basic spiri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at it will
move solidly ahead with the alliance," the official said.
On North Korea, Flynn pointed out that threats from the
communist nation have become
worse due to the pursuit of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the threats will be dealt
with as a top priority, according
to Cho. Cho said the meeting
didn't include discussions on
defense cost-shar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reduction of U.S.
troops, the planned deployment
of the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to South Korea or bilateral military intelligence sharing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Cho also said that no specific discussions took place on a
possible summit between Trump
and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though American
officials said it's important for
the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to hold a meeting. In addition
to Flynn, the delegation also held
meetings with former Heritage
Foundation President Ed Feulner,
a senior adviser to the Trump
transition team; Walid Phares, a
foreign policy adviser for Trump,
as well as former U.N. ambassador John Bolton, a candidate for
secretary of state.
"Through this visit, we were
able to promote the incoming
government's understanding of
the key policies of our government, and the two sides shared
an understanding that maintaining a solid alliance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Cho
said. Cho said his delegation also
explained to American officials
that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en
a "win-win" agreement, as it has
been mutually beneficial to both
countries since it went into force
in 2012. jsch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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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PICK
FOR JUSTICE DEPT
COULD INFLUENCE
IMMIGRATION
EILEEN SULLIVAN, Associated Press ALICIA A. CALDWELL, Associated Press

WASHINGTON (AP)
s a senator, Jeff Sessions
became Congress' leading
advocate not only for a cracking
down on illegal immigration, but
also for slowing all immigration,
increasing mass deportations and
scrutinizing more strictly those
entering the U.S. As attorney
general, he'd be well positioned
to turn those ideas into reality.
Immigration laws are enforced
by other agencies, but the Justice
Department plays a crucial role
in setting the policies and legal
underpinnings that shape the
system. And if Donald Trump
sticks with his campaign promises, immigration will be a top
priority for his administration. As
the nation's top law enforcement
official, Sessions could execute
maneuvers to limit which nationalities the U.S. would accept as
refugees and to reverse a federal
policy that protects young people
from deportation.

A

트럼프 당선인의
법무부가 이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상

원 의원인 Jeff Sessions 은
국회 내에서도 불법 이민을
반대하고 모든 이민을 저지 하자
는 의견을 주장하며, 불법 체류자
를 추방하고 미국 입국 절차를 더
욱 강화하자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
다. 미국 법무장관으로써, 그는 이
계획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위
치에 있다. 이민법은 다른 부서에
의해 집행되나, 법무부가 시스템을
형성하는 정책과 규칙들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그가
내 건 공약을 시행하기로 한다면,
미국 내 이민 문제는 가장 중요한

The fourth-term Republican from
Alabama was the first senator to
support Trump's candidacy, and
he helped shape Trump's positions on immigration. Sessions
favors limiting the number of
refugees coming into the U.S.
and turning away children who
arrive at the border alone who are
attempting to reunite with families living in the U.S. The attorney
general can direct federal prosecutors to boost the number of
criminal cases brought against
immigrants caught crossing the
border; guide legal opinions to
defend executive actions; prioritize hiring more judges for federal immigration courts; overturn
key decisions made by a federal
immigration appeals panel and
challenge the legality of state
immigration policies. One of the
most important legal opinions on
immigration that came out of the
Justice Department in the past
eight years defended the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of formally shielding immigrants who
arrive in the U.S. as children from
being deported. This policy also
gives those immigrants permission to work in the U.S.
Sessions and other GOP lawmakers have called this "backdoor

amnesty." The Trump White
House can rescind the policy that
protects these young immigrants,
and as attorney general, Sessions
could provide legal guidance to
defend Trump's actions, which
would put more than 700,000
people at risk of being deported.
The agency has since become part
of the newly created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The Justice Department's Office of Immigration Litigation,
housed in the civil division, is the
force behind fighting state immigration actions like Arizona's
landmark immigration crackdown that required immigrants
to carry identification and invited
discrimination against Latinos.
The Justice Department sued the
state, along with immigration
advocacy groups, and won. Given
Sessions' and Trump's positions
on immigration, it's unlikely
they'd use the department to fight
such state laws. Immigration
advocates are preparing to go it
alone.
The Justice Department also
houses the immigration court
system, which for years has
been woefully understaffed and
amassed a backlog of more than
500,000 pending cases. The

parties in the case can wait years
for a final ruling. The attorney
general could ask Congress for
a significant increase in funds to
staff the courts and blast through
the backlog.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which is the last
stop in the immigration court
system to challenge a judge's ruling, is part of the Justice Department as well. The attorney general is responsible for appointing
that 17-member board and can
overturn a decision, which can
then be challenged in federal
court. The board's decisions have
widespread ramifications and
are applied by judges across the
country, Cerda said.
And the attorney general can influence the grants the department
issues annually for a range of
state and local law enforcement
programs. Sessions has criticized
the government for not cutting
funds to cities and jurisdictions
that have refused to cooperate on
enforcing immigration laws. As
attorney general, Sessions could
push such cuts.
___
Associated Press writer Eric
Tucker contributed to this report.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국내 최
고 법 집행관으로써, Sessions은 어
떤 국적의 이민자를 미국에서 받아
들일지 등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교묘한 책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네 번째 임기를 맞은 앨라
배마 출신의 공화당원 Sessions는
트럼프 후보의 출마를 지지한 첫
번째 상원 의원이었으며, 트럼프를
도와 이민 관련 공약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Sessions
는 미국 내 입국하는 난민의 수를
제한한다거나, 떨어진 가족과 만나
기 위해 미국 국경선으로 넘어오려
는 어린이들을 돌려 보내는 등의
의견에 동의한다. 법무장관으로써
그는 연방 검찰관들에게 국경을 지
나는 이민자를 보다 엄격히 검문하
고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
는 권한, 행정 조치를 옹호할 수 있
는 권한, 연방 이민 재판관의 채용
비중을 늘리는 권한, 연방 이민국
에서 결정된 정책이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 지
난 8년간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
던 미 연방 법무부에서 내린 가장

큰 이민자 관련 결정 중 하나는, 추
방이 결정된 어린이를 공식적으로
보호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국
내 이민자들에게 근무를 허가하기
도 했었다.
Sessions와 다른 GOP 입
법부는 이 사건을 부정 사면이라
고 불렀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새
로 임명한 입법부에서는 이 정책
을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
다. 또한, 법무장관으로써, Sessions
는 트럼프의 행동을 보호하고 지
지할 합법적 권한이 있으며, 이는
700,000명의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추방시킬 수도 있다.
법무부의 이민 소송 과정은
이민자들이 신분증을 들고 다녀야
만 하고 라티노를 상대로 인종 차
별을 하도록 유도하는 아리조나의
엄중한 처벌 방법과 같은 이민 관
련 법들을 반대하는 원동력이다.
실제로 법무부가 아리조나 주를 상
대로 소송을 신청해 이긴 사례가
있다. Sessions이나 트럼프의 입장
을 고려했을 때, 그들이 주 법을 상
대로 싸울 확률은 거의 없으나, 이

민 지지자들은 스스로 이런 부당한
법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있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이민 재
판 시스템을 제공하지만, 수년간
부족한 인력으로 500,000건 이상
의 사건이 밀려있는 상태다. 법무
장관은 국회에 자금 증가를 요청해
인력을 늘리고 밀린 사건들을 처리
할 수 있다. 이민 재판 시스템의 가
장 마지막 단계인 이민국 위원회
또한 법무부의 일부이다. 법무장관
은 17명의 위원회 회원들을 임명하
는 권리, 결정을 되돌릴 권리를 가
지고 있고, 이런 경우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송된다.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막대한 영향력을 가
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본보기가 되곤 한다.
법무장관은 주와 지역 법
집행 범위를 지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Sessions는 이민법 강화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와 관할 구역에
지원금을 줄이지 않는다며 비판한
경우가 있다. 법무장관으로써 그는
해당 자금 감축을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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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MCCONNELL AND RYAN: UNLIKELY NEW POWER
TRIO FOR DC 예상 밖의 3인조
ERICA WERNER, AP Congressional Correspondent

WASHINGTON (AP)
ashington's new power trio
consists of a bombastic billionaire, a telegenic policy wonk and
a taciturn political tactician. How
well they can get along will help
determine what gets done over the
next four years, and whether the
new president's agenda flounders or
succeeds.
President-elect Donald Trump,
House Speaker Paul Ryan, and Senate Majority Leader Mitch McConnell make up an unlikely alliance,
one defined in advance mostly by
Trump's opposition to the Washington establishment that Ryan and
McConnell exemplify.
Trump and Ryan clashed throughout
the campaign, with Trump taking
offense when Ryan initially refused
to endorse him and later distanced
himself over the audio of Trump
talking about groping women.
"Paul Ryan, a man who doesn't
know how to win (including failed
run four years ago), must start focusing on the budget, military, vets
etc.," Trump groused over Twitter
last month.
But that was then, this is now, as
Ryan, the GOP's 2012 vice presidential nominee, said Thursday after
meeting with Trump at the Capitol.
"The past is in the past," Ryan said in
an interview on Fox News Channel.
"This was an unconventional year,
he was an unconventional candidate,
but the point is we unified, especially
at the right point, at the end. And it
worked."
Indeed, thanks partly to Trump's
coattails, Ryan and McConnell limited expected losses to their ㅁ and
will enter the new administration
with control of both chambers of
Congress and the White House. For
now the glow of victory appears to
be soothing past tensions. And Republicans aligned with all three note
they have something very important
in common: They need each other.
"Ryan needs Trump to accomplish
his policy agenda," said GOP Rep.
Tom Cole of Oklahoma, in comments that apply to McConnell as
well. "Trump needs Ryan to get
things to his desk."
There are well-known policy disagreements to navigate on issues like
trade, immigration, Medicare and
Social Security, where Trump's proposals and campaign rhetoric often
flew in the face of Ryan and McConnell's standard business-friendly
Republican approach.
But Trump's own unfamiliarity with
the tedious business of legislating,
and unformed policy positions in
some cases, may give Ryan and
McConnell a unique opportunity to
fill in the details. That would be a
welcome role for both - McConnell
as a deeply experienced legislator
and dealmaker, and Ryan as an eager wonk who chaired the Ways and

W

Means Committee before becoming House speaker. Ryan is steeped
in details on reforming taxes and
reshaping entitlement spending —
although Trump has been critical of
Ryan's past budget proposals.
"I don't think there's any question that a President Trump will be
looking for legislative expertise," said
Josh Holmes, McConnell's former
chief of staff. "Some of that comes
from the staff that he hires, and
some of that will come from allies
on Capitol Hill."
Moreover, Ryan's personal political
future, including potential presidential ambitions of his own, may
depend in part on how effectively
he manages the relationship with
Trump.
The speaker's tepid embrace of
Trump during the campaign angered
some conservatives in his conference,
stirring talk that he could face a
challenge to his speakership.
But Ryan's enthusiastic response
to Trump's victory appears to have
diminished any appetite for a leadership coup. The wide majority he
will continue to enjoy next year —
with at least 240 Republicans in the
435-member House, compared to
247 now — also reduces the potential for mischief by a small band of
disgruntled conservatives.
"Victory soothes lots of differences,"
said GOP Rep. Chris Collins of New
York, a top Trump backer. "The
mood of us right now is we can't
waste any time with recriminations
and finger-pointing. My God, we
won!"
Unlike Ryan, McConnell was quick
to endorse Trump as soon as he
clinched the GOP nomination. McConnell never wavered on that, nor
provoked Trump's ire over Twitter.
At 74, McConnell has reached the
long-sought pinnacle of his career
as Senate majority leader, and unlike
Ryan, 46, has no potential higher
ambitions to manage.
Just as important, McConnell is
known for professional relationships that are all business and have
nothing to do with personality. So
even though the closed-mouth Kentuckian would seem to have nothing
in common with a freewheeling,
thrice-married Manhattanite like
Trump, allies say that doesn't matter
to McConnell.
That said, both men could face opposition from members of Trump's
inner circle, particularly Stephen
Bannon. Bannon was chief executive of the conservative news site
Breitbart before assuming a role
in Trump's campaign and is under
consideration for a senior spot in
Trump's White House.
Just before Ryan's primary race in
July, with Bannon still at the helm of
Breitbart, the site called the speaker
a hypocrite for building a "border
wall" around his Janesville, Wisconsin, mansion when he refused to

support Trump's southern border
wall proposal. Breitbart continued
attacking Ryan this fall, publishing
a lengthy post titled, "He's with her:
Inside Paul Ryan's months-long
campaign to elect Hillary Clinton
president."
Breitbart has also slammed McConnell, criticizing him over occasions
where he bestowed lukewarm praise
on Clinton and criticized Trump's
undisciplined campaigning.
What position Trump gives Bannon
versus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Chairman Reince Priebus, a
Trump confidante and close Ryan
ally, may be a signal as to how the
incoming president plans to collaborate, or not, with the congressional
leadership.
___
Associated Press writers Julie Bykowicz and Alan Fram contributed to
thi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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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턴 DC에 새롭게 떠오르는 3인
조가 있다. 허풍을 떠는 억만 장
자와 TV에 잘 맞는 정치 벌레, 그리고
표정이 뚱한 정치 책략가가 바로 그들
이다. 서로 다른 이들이 얼만큼 협력할
수 있는가가 다음 4년동안 얼마나 많
은 공약과 정책이 이뤄질 수 있는지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
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와 연방 하위
의원장인 폴 라이언, 그리고 상원 의원
인 미치 맥코넬의 조합은 쉽사리 머릿
속에 그려지지 않는다.
라이언 의원이 트럼프 후보 지
지 거부를 한 것을 시작으로 두 정치인
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충돌이 잦았
고, 지난 달 트럼프는 트위터에 “폴 라
이언, 4년 전 당선에 실패한것처럼 이
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 예산 문제,
군 문제 등 신경 써야하지 않을까” 라
는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때였고 지
금은 지금인 듯, 2012년 GOP의 부통
령 후보였던 라이언은 트럼프 당선인
과 만남을 가진 후 폭스 뉴스 채널에서
이와 같이 발표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올해는 아
주 독특한 해였고, 트럼프는 독특한 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때에 마음을 모았
다는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냈다
는 것이죠.”
사실, 트럼프의 영향으로 라이
언과 맥코넬은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성과를 얻었고, 국회와 백악관의 새로
운 행정부를 지휘하게 될 것이다. 적어
도 잠시 동안은 승리의 기쁨이 지난 시
절의 긴장감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예
상된다. 공화당원들은 세 정치인을 보
며 그들은 서로 서로가 필요한 관계라
고 입을 모았다.
“라이언과 맥코넬은 그들의
정치적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트럼프
가 필요합니다.” 라며 공화당 대변인
Tom Cole은 말했다. “트럼프는 그의
일들을 정리해 줄 라이언이 필요합니
다.”
그동안 무역, 이민법, 의료, 연
금 등 트럼프가 제시한 많은 공약들은
사업 친화적인 라이언과 맥코넬의 의
견과 상충되어 왔다. 하지만 트럼프가
지루한 사업 법률에 익숙지 않고, 제대
로 형성되지 않은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면 이 상황은 라이언과 맥
코넬에게 빈 디테일을 채울 수 있는 기
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라이언
과 맥코넬에게 그 역할은 반가운 자리
일 것이, 맥코넬은 법률과 거래에 아주
익숙하며, 라이언은 위원장이 되기 전
Ways and Means 위원회의 회장으로
역임하며 경험을 쌓은 적이 있기 때문
이다. 라이언은 자세하게 꼼꼼하게 조
세 정책을 조정하고 필수 예산을 재검
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
이 법률 전문가를 반드시 찾을 것이라
는 데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을 것 같
습니다,”라며 맥코넬의 전 비서실장
John Holmes는 말했다. “전문가 중 절
반은 그가 고용하는 인력일 것이고, 남
은 절반은 미국 의회에서 나올 것입니
다.”
게다가, 라이언의 정치적 야망
과 더 나아가 미래 대선 출마의 가능성
은 얼마나 그가 트럼프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도 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가 트럼
프를 향해 보였던 열의 없는 태도는 몇
몇 보수 세력의 반발을 일으켰으며, 그
가 의원장으로써 자질이 있는지 의문
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연설
당시 라이언의 열성적인 반응은 그 전
의구심을 완전히 지워냈다. 435명의
국회 의원 중 적어도 240명의 공화당
원과 함께 할 내년은 그에게 즐거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대표적인 트럼프 지지자인 공
화당 뉴욕 대표 Chris Collins은 “승리
는 많은 차이를 만들어 내죠”, “현재
공화당은 서로를 깎아내리며 낭비할
시간은 없다는 분위기 입니다” 라고 발
표했다.
라이언과 달리, 맥코넬은 그가 공화당
원으로 지명되자 마자 트럼프를 지지
하기 시작했다. 74세의 나이로, 맥코넬
은 상원으로써의 정점을 찍었다.
맥코넬은 그의 오직 사업적으로만 관
계를 맺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렇기 때
문에, 트럼프가 어떤 개인 사를 갖고
비판을 받든지 맥코넬은 크게 신경 쓰
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인 즉 슨, 두 정치인 모두 트럼
프의 측근, 특히 Stephen Bannon을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Bannon은
트럼프의 대선 선거 운동과 임기 동
안 늘 영향을 주고 받는 위치에 있다.
Bannon는 그가 아직 브레이트바트 (
미국 극우 인터넷 매체)를 이끌고 있을
때 라이언을 일컬어 힐러리 후보의 당
선을 돕는다며 위선자라고 고발할 적
이 있었다.
맥코넬 역시 힐러리에게 어중간한 찬
사를 보내고 트럼프를 향해 준비가 덜
된 출마라고 비판한 일로 브레이트바
트에 의해 맹렬히 비난 받은 적이 있
었다.
트럼프가 Bannon과 국가 상임위원회
위임장인 Reince Priebus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 인지, 그가 얼마나 자
신감 있는지, 그리고 라이언의 협력자
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가 앞
으로의 임기가 얼만큼 부드럽고 조화
롭게 흘러갈지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
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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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의료용 영
상기기 시장 진출
북미영상의학회 참
가해 수술용 모니
터 등 기기 3종 선
봬
(서울) 정성호 기자
G전자[066570]가 의료용 영
상기기 시장에 진출한다. LG
전자는 27일∼12월 1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북미영상
의학회(RSNA)에 참가해 수술용
모니터 등 의료용 영상기기 3종을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보인
의료용 영상기기는 ▲ 붉은색 표현
이 뛰어난 수술용 모니터 ▲ 진료·
환자 상담에 적합한 임상용 모니터
▲ 필름이 필요 없는 디지털 엑스
레이 검출기(DXD) 등이다. LG전
자가 의료용 영상기기를 선보인 것
은 처음이다.
LG전자는 프리미엄 모니터 시
장을 이끌어온 기술과 노하우를 바
탕으로 디스플레이 사업을 의료 시
장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LG
전자가 전면에 내세운 제품은 수
술용 모니터다. 27인치 크기에 풀
HD(고화질)보다 4배 더 선명한 울
트라HD(해상도 3,840×2,160)의
해상도를 갖췄다. 픽셀 수는 800만
(8MP) 개가 넘는다. 언뜻 봤을 때
비슷해 보이는 붉은 색을 명확히
구분해주는 점이 특징이다. 예컨대
복강경 수술 때 혈액과 환부를 또
렷이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또 반
응 속도가 빨라 복강경과 수술 집
기의 움직임을 곧장 화면으로 보여
준다. 그만큼 정확한 수술이 가능
하다. 방수·방진 기능으로 수술 중
혈액 등이 묻어도 정상적으로 작동
한다.
임상용 모니터도 27인치 크기에
800만 픽셀의 울트라HD 해상도
를 갖췄다. 색 영역 기준인 sRGB
를 99% 충족해, 표현할 수 있는 색
의 범위가 넓다. 이 제품은 또 의료
업계 표준인 다이콤(DICOM Part
14)을 충족해 회색 톤을 정확하고
균일하게 보여준다. 회색 톤을 잘
표현하면 엑스레이, 자기공명영상
(MRI), 단층촬영(CT) 등의 의료영
상 결과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디
지털 엑스레이 검출기는 기존 아날
로그 방식의 엑스레이와 달리 필름
이 필요 없다. 촬영 결과를 곧바로
파일 형태로 만들어 유·무선으로
PC로 보내주기 때문에 수초 만에
결과를 볼 수 있다. LG전자는 모
니터 2종을 다음 달부터, 디지털 엑

L

LG Electronics unveils three medical imaging devices at an industry fair in Chicago. (Photo courtesy of LG Electronics)

스레이 검출기는 내년에 한국, 미
국, 유럽 주요 국가 등에 순차적으
로 출시한다. 권봉석 LG전자 HE
사업본부장(부사장)은 “정확하고
빠른 진료를 돕는 제품들로 의료
용 영상기기 시장에서도 프리미
엄 리더십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
했다.
sisyphe@yna.co.kr

LG ELECTRONICS
UNVEILS MEDICAL
IMAGING DEVICES
AT CHICAGO FAIR
SEOUL, Nov. 28
G Electronics Inc., a South
Korean electronics maker,
said Monday it has unveiled
three medical imaging devices
at an industry fair in Chicago,
making inroads into the growing market for medical equipment. It was the first time that
LG displayed its medical imaging devices at an annual meeting
of the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a non-profit
organization of radiologists, in
Chicago. The meeting began its
five-day run on Sunday.
The three devices are a monitor for a surgical operating
room, a monitor for diagnosis
and a digital X-ray detector,
LG said in a statement. Using the company’s competitive
edge in high-end display panels,
LG said it will seek to supply
reliable and innovative medical
imaging solutions. The 27-inch
monitor for surgical operations
features an ultra-high-definition panel and a high-reso-

L

lution surgical display, enabling
stable and reliable operation, LG
said.
Instead of using traditional
photographic films, the digital
X-ray detector allows radiologists to digitally transfer and
enhance images. LG plans to
begin selling the two moni-

tors next month and the digital
X-ray detector next year. Kwon
Bong-seok, vice president of LG,
said in the statement that the
company aims to lead the market
for medical imaging devices with
products that help with accurate
and fast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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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ED OF
TRAVEL
FEES? HERE'S
A CHARGE
YOU MAY BE
UNAWARE OF
SCOTT MAYEROWITZ, AP Airlines Writer

NEW YORK (AP) — NEW
YORK — Ever feel like the taxi
ride from the airport costs more
than the trip there?
It's not your imagination.
Airports across the country add
surcharges of up to $5 a ride —
typically passed directly on to
travelers — for trips originating
at their curbs. There are similar
charges for limousine, Uber and
Lyft drivers as well as shuttle
buses for hotels, car rental companies and off-airport parking
lots. Those fees quickly add up,
costing travelers more than $183
million last year at the 50 largest
airports in the U.S., according
to Associated Press calculations
based on data obtained through
dozens of public records requests.
San Francisco has one of the
highest pickup fees in the nation:
$5 for taxi rides that originate
there and $3.85 for rides provided by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ies such as Uber and Lyft.
Asked why the airport needs
to charge such fees, spokesman

Local Openings and Closings
Opening:
Desertery- Town Center Pop-up
MOD Pizza-Olathe
Mason Jars Brews and Burgers
-Kansas City
The Big Biscuit-Overland Park
Reopening:
Summit Grill

페이스북의 가짜
뉴스 문제: 어디까
지가 그들의 책임
일까?

BARBARA ORTUTAY, AP Technology Writer

페

이스북이 거짓되고 편향된 뉴스
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출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에 휩싸였
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페이스북이 사
용자들이 접하고 읽는 뉴스 자체는 통
제하나 이에 비해 제대로 된 확인 절차
나 편집을 거치지 않아 혼란을 발생시
켰다는 의견이다.
월요일, 페이스북은 이 문제에 대해 작
은 조치를 취했다. 페이스북은 불법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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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g Yakel replied that state and
federal regulations allow them.
Airports across the country say
the ground transportation fees
are necessary so they can pay to
maintain the many miles of roads
on their properties. The fees also
go, in some cases, to hire staff to
direct traffic and to dispatch taxis. With the growth of app-based
ride services like Uber and Lyft,
airports have also constructed
new waiting areas and parking
lots. Officials at most airports
were reluctant to further explain
why they charged the fees except
that doing so helps keep airport
costs down, which in turn makes
it cheaper for airlines to serve the
community.
At Washington's Reagan National Airport, taxis have to pay $3
to access the pickup line, while
other services like Uber have to
pay $4. Spokesman Rob Yingling
says the airport has very limited
space and needs to create waiting
areas for the cars as well as pay
dispatchers and do road maintenance.
However, San Francisco, Washington and most other airports
don't charge private cars to use
their roads to pick up family and
friends. (There are exceptions —
Dallas-Fort Worth International
Airport charges at least $2 just to
enter the airport grounds.) And
it's not just taxi rides that cost
money.
You may decide to park your
own car at a private parking lot a
few blocks away from Los Ange-

les International Airport. There
is a still a charge — passed on
through the lot operator — for
the shuttle ride to the airport. In
L.A., that ranges from $2.57 to
$3.85 for each loop around the
airport,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shuttle bus. Hartsfield-Jackson Atlanta International Airport
charges off-airport parking lots
$10 per parking space, per year,
to operate their shuttles. Those
renting cars aren't immune from
the fees either. For instance, Las
Vegas's McCarran International
Airport charges rental car companies a shuttle fee of $1 for
every car rented.
Overall, the highest combined
fees per originating passenger were in Las Vegas, the two
Washington D.C. airports and
Dallas-Fort Worth. (The AP
analysis excludes connecting
passengers because they don't
have a need for ground transportation.) Las Vegas's airport collected $17.4 million last year in
such fees, which came out to 84
cents per originating passenger,
the highest of the 50 largest U.S.
airports. That pales compared
with the $11.60 per enplaned
passenger the airport collected in
landing fees. But the $2 per taxi
pickup fee does add up when
the ride from the airport to most
hotels is just 10 to 15 minutes.
Washington Dulles International
was the next most expensive at
80 cents followed by National at
79 cents and Dallas at 67 cents.
The operator of the three main

New York City-area airports
is the only large airport system
not to charge a pickup fee for
taxis, Ubers or limos. The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does charge a fee for
off-airport parking lot shuttles
and an advertising charge for
hotel shuttles, making its average
ground transportation fee 9 cents
a passenger, one of the lowest in
the nation. Chicago's two airports are the lowest of the 50
largest in the U.S., both averaging about 2 cents per originating
passenger.
Karen Pride, director of media
relations for the Chicago Department of Aviation, refuses to
answer questions about the city's
fees. But one possible reason for
the lower fees is that many fliers
avoid taxis. Both of Chicago's
airports are directly connected to
the city's subway system. According to data from the Chicago
Transit Authority, more than
18,000 people a day use the train
to catch their flight. That's nearly
one out of every five passengers,
according to AP calculations,
although the data also captures
any airport employees who use
the train. In the age of $25 bag
fees and additional charges to sit
together with your loved ones,
these extra few dollars might not
seem like much. But many fliers
are just sick of being charged
for every little service, including
getting a taxi home.
__

고나, 가짜 뉴스를 포함한 혼란을 유발
하고 사용자를 현혹하는 광고 게시물을
엄중히 통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페이스북의 발표가 있기 전, 대형 검색
엔진인 구글에서도 비슷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 대선 결과를 다룬 잘못된
기사가 추천 목록에 게시되어 있었음을
사과하는 발표였다. 두 회사의 경우, 거
짓 뉴스 웹사이트로부터 광고 수익료를
빼앗아 감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광고
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또
페이스북은 이 문제를 통해 그들이 쥐
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 더욱 숙고하고
고민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욕 타임즈와 BuzzFeed에 의하면 페
이스북의 직원들은 회사에 역할에 대
해 고민하며, 올바르지 못한 정보나 인
종차별적인 동영상이 확산되는 것을 우
려하고 있다고 한다. 또 소문에 의하면
몇몇 직원들은 페이스북이 선거에 어떠
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조사하
는 비공식 그룹을 만들었다고 전해지기
도 했다.
한편, 페이스북의 개발자 이자 설립자
인 Mark Zuckerberg는 페이스북은 여
전히 중립적인 공간이며, 진실되지 않
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
이고, 따라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
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주, Zuckerberg는 투표자들이 페
이스북에서 본 거짓 영상들이나 게시
물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
해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이한 현상”이

라 칭했다.
페이스북 측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사
용자들이 업데이트를 너무 빈번히 하기
때문에, 관리 측에서는 어떤 글이 올라
가는지 통제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사
용자들이 가장 자주 노출되는 글들은
대게 친구, 가족, 사업 (직장), 새로운
자료나 사용자들이 따르는 연예인이 게
시하는 글이라고 한다.
페이스북의 핵심 알고리즘은 흥미로운
게시 글을 올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클
릭하고 글을 읽고 나누며 소통하게 하
는 것이다.
따라서, 페이스북은 자주 알고리즘을
변형하고 개발해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알고리즘이 변형
될 때마다 사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불
법 광고나 부적절한 웹사이트를 차단하
고 보다 쾌적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
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페이스북의 전 제품 디자이너 Bobby
Goodlatte는 an Election Day post
에 이와 같은 글을 적었다. “사용자와
의 소통을 극대화하라. 이번 대선을 통
해 우리가 배웠듯이, 쓸데 없는 글들
에 사용자들은 가장 관심을 가진다. 편
파적이고 사실 무근의 쓸모 없는 글들.
그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소
통과 흥미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이
제 민주주의는 쓸모 없는 글들에 휘둘
릴 걸이다.”
워싱턴에 있는 저널리즘 미술관,
Newseum의 관장이자 사장인 Jefferey Herbst는 현대 소셜 미디어 회사

들은 그들이 새로운 기관임을 명심해
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반 뉴스 회사와
는 달리, 그들은 무엇이 뉴스인지 정의
합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Zuckerkberg는 반대했다.
“뉴스와 미디어는 사용자들이 페이스
북을 찾는 주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페이스북)을 보고 뉴스
혹은 정보 전달의 매개체라고 생각하고
주의하라고 할 때마다 다소 어색하게
느끼곤 합니다. 페이스북은 주로 친구
와 가족 등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용도
로 사용됩니다.”
지난 2013년, Zuckerberg는 페이스
북이 사용자들의 “개인 신문”이 되기를
바란다며, 각 개인이 가장 흥미 있고 중
요하게 생각하는 글로 이루어진 공간이
되기를 소망했다. 이것은 아직도 페이
스북의 바람이고 목적이다.
물론, 페이스북 이전에도 검증되지 않
은 자료나 거짓 글은 인터넷 상에서 창
궐했었다.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교의
교수인 Steve Jones는 페이스북이 “인
쇄소에서 찍혀 나오는 신문이 그 내용
물에 대해 지는 책임” 이상의 책임을 질
필요는 법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Jones는 페이스북이 어디
까지 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지고 통제
해야 하는가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
제일 것이라며 그의 의견을 전했다.
“무엇을 진실로 규정하는 지, 그 기준
마저도 이 시점에서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Brandon Bailey in San Francisco contributed to thi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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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HOLDERS OK DAEWOO SHIPBUILDING’S CAPITAL REDUCTION		 10대1 감자 결정에 대우조선 10만 소액주주 ‘분통’
SEOUL, Nov. 25
hareholders of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on Friday approved
a proposed capital reduction
scheme, paving the way for the
troubled shipbuilder to receive
financial aid from its creditors.
The shipbuilder said its shareholders gave the nod to the 10to-1 capital reduction for shareholders. Earlier, its creditors, led
by state-run Korea Development
Bank, said they will provide a
total of 2.8 trillion won (US$2.38
billion) in financial aid to the
shipyard, and the company's
capital will be written down to
help the company avert a delisting from the local stock market.
The creditors plan to complete
the financial aid by the end of the
year.
Under the plan, the KDB will
swap its loans worth 1.8 trillion
won into Daewoo Shipbuilding stock. The KDB has already
conducted a debt-for-equity
swap worth 400 billion won for
the shipbuilder. The other policy
lender,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will buy debt worth 1
trillion won to be sold by Daewoo Shipbuilding, which can be
counted as capital, according to
the plan. Daewoo Shipbuilding's
capital base has been eroded due
to mounting losses, facing the
risk of being delisted from the
local stock market.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Daewoo Shipbuilding suffered a
net loss of 1.19 trillion won with
its debt ratio exceeding 7,000
percent. South Korean shipbuilders have been under severe
financial strain since the 2008

S

디저트시장 '쑥
쑥'…차·주스브랜드
3년만에 7배↑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우
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고 후식
개념의 디저트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디저트 시장이 빠르게 성장
하고 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
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2016년 국내외 디저트 외식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디저트 시장 규모
는 2014년 기준 8조9천억 원으로 전년

global economic crisis which sent
new orders tumbling amid a glut
of vessels and tougher competition from Chinese rivals. The
country's top three shipyards -Hyundai Heavy Industries, Samsung Heavy Industries Co. and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 suffered a
combined operating loss of 8.5
trillion won last year.
The loss was due largely to
increased costs stemming from
a delay in the construction of
offshore facilities and an industry-wide slump, with Daewoo
Shipbuilding alone posting a
5.5 trillion won loss. The shipbuilders have drawn up sweeping
self-rescue programs worth 11
trillion won in desperate bids to
overcome the protracted slump
and mounting losses.'
sam@yna.co.kr
(서울) 임수정 기자
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
는 대우조선해양[042660]이
25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감자 안건
을 처리함에 따라 10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의 투자손실이 불가피
해졌다.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
은 이날 인터넷 주식게시판 등에서
감자로 인한 손실을 우려하면서 분
통을 터뜨렸다.

bak5****이란 필명을 쓰는 한
투자자는 "소액주주는 미세하게 한
다더니…결국 회계 믿고 산 주주만
바보인가"라며 감자비율과 관련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투자자(king****)는 "죄
없는 개인투자자만 죽어나가게 생
겼다"며 "대우조선 관련 나쁜짓 한
×들 몽땅 사형시켜야 한다"고 격
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우
조선의 소액주주 비율은 37.8%로,
인원 수로는 10만8천여 명에 달한
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 따르면 소
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는 10대 1 감자가 이뤄진다. 대주
주인 KDB산업은행의 경우 작년
12월 유상증자가 있기 전에 보유
했던 주식 약 6천만주는 전량 소각
된다.
유상증자로 보유하게 된 나머
지 주식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와 마
찬가지로 10대 1 감자가 이뤄진다.
소액주주들과 노조는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10
대 1의 감자 비율을 적용받게 됐다
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산은은 일부 무상소각이 이뤄지는
만큼 "대주주의 경영책임 이행 차
원에서의 차등 감자를 추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손실 우려에 대해
선 주식회사 제도 특성상 지분율만
큼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허위로 꾸며

대비 13.9% 성장했다.
    이는 전체 외식시장(83조8천억 원)
의 11%에 달하는 규모다.  디저트 종
류별로 살펴보면 제과·제빵 시장이 디
저트 시장의 절반인 4조6천억 원 규모
로 성장했다. 특히 제빵은 선진화된 기
술력을 바탕으로 제품 종류가 더 다양
화되고, 베이커리만 전문으로 하는 디
저트 전문점이 늘어나는 등 시장이 세
분되고 있다.
    커피 시장에 가려졌던 차·주스 시장
의 성장도 주목할 만하다.  2013년 8개
에 불과했던 차 및 주스 전문 프랜차이
즈 브랜드는 올해 기준 53개로 3년 만
에 6.7배 증가했다.  미용과 웰빙에 대
한 소비자들의 관심 및 요구가 커지면

서 과일과 차를 기본으로 하는 음료 전
문점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고 농식품
부는 설명했다.
    이미 국내 디저트 시장의 대표 주자
로 자리 잡은 커피는 주소비층이 구매
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30~40대를 중
심으로 형성되면서 다소 고가의 고품
질 커피인 스페셜티 커피 등에 대한 관
심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밖에
전체 디저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다소 낮지만 한식 디저트와 프리미
엄 디저트 수요가 늘면서 퓨전 떡과 수
제 프리미엄 떡 제품 판매가 점차 증가
하는 추세다.
    한편, 디저트 소비 행태 조사 결과
디저트 관련 매장에 방문하는 시간이 '

완

진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했다가 날
벼락을 맞은 소액주주들은 현재 주
식거래 자체가 정지된 상황이라 이
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 주식은 대규모 분
식회계와 전직 임원들의 횡령 혐의
가 드러난 후인 올 7월15일부터 거
래가 정지됐다. 거래정지 직전 주
가는 4천480원이었다.
이는 수조원대의 누적손실이 재
무제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는 보도가 나오면서 하한가(-30%)
로 추락했던 작년 7월15일 주가(8
천750원)와 비교해도 반토막 수준
이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은 이
미 엄청난 평가손실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10대1 감자 후에 주권거래가 재
개되면 주가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 손실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상장 적격성 여부를 평
가하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
회는 대우조선해양에 내년 9월28
일까지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 기
간을 부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감자와 자본확
충 등을 통해 완전자본잠식에서 벗
어나면 주권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 여론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다. 자
본을 확충한다고 해도 조선업황을
고려할 때 경영이 정상화되기까지
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이
유에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사
업보고서 내용이 확정되는 내년 3
월께 대우조선해양 측의 요청이 있
으면 기업심사위를 열어 거래 재
개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영업의
지속성 측면, 안정적 매출 발생 여
부 등까지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주권 거래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sj9974@yna.co.kr

주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점심 후'(24.4%), '
수시로'(19.5%) 순이었다.  특히 수시
로 디저트 카페에 방문하는 사람이 10
명 중 2명에 달하는 것은 그만큼 디저
트 시장이 일상 소비 품목의 하나로 점
차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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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희 삼성전
자 사장 "美퀀텀
닷 기업 QD비
전 자산 인수"
(서울) 김연숙 기자
성전자가 미국의 퀀텀닷
(Quanmtum dot·양자점) 기
술 기업 QD비전을 인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칠희 삼성전
자 종합기술원장(사장)은 23일 서
울 서초사옥에서 열린 사장단회의
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QD비전의) 자산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QD비전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출신 연구
자가 설립한 기업으로 퀀텀닷 원천
특허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중국 TCL에 퀀텀닷 필름을 공
급했고 2013년 소니와 협력해 퀀
텀닷 TV를 개발했다. LG디스플레
이와 2010년 퀀텀닷 기술 개발 협
약을 맺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삼
성전자가 QD비전의 기초기술을
활용해 제품개발에 시너지를 내고
차세대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주
도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삼

'도로 위 일등석'
프리미엄 고속버
스 오늘부터 달
린다
(세종·서울) 윤보람 김연정 기자
우등형 고속버스의 단점을
개선한 새로운 교통수단인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25일 오전 개
통식을 열고 정식 운행을 시작했
다. 개통식은 서울고속터미널과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첫차 출발
시각에 맞춰 열렸으며 강호인 국
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고
속버스 업계·차량 제작사 현대차
[005380]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
석했다. 첫차 승객 전원에게는 탑
승 일자와 좌석 번호 등을 새긴 티
머니 교통카드를 기념품으로 증정
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서울
∼부산(1일 왕복 12회), 서울∼광
주(1일 왕복 20회) 노선을 오간다.
21인승(우등고속버스 28인승)
으로 독립적이고 안락한 좌석, 개
별 모니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가 고
속버스 제작을 맡았으며, 자동 긴
급제동 시스템(A-EBS)과 차선이
탈 경보장치(LDWS), 회전 구간에
서 주행 안전을 돕는 차체자세 제
어장치 등 최첨단 장치를 탑재했
다. 항공기 1등석 수준의 최고급 독
립시트를 적용했고, 좌석마다 다
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
는 10.1인치 LED 모니터를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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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퀀텀
닷을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낙
점하고 연구개발 중이다. TV에 세
계에서 처음으로 퀀텀닷 소재를 디
스플레이에 적용, 양산했다. 퀀텀
닷을 필름 형태로 제작, 색 재현력
을 높인 프리미엄 SUHD TV를 양
산한다.
김동원 현대증권 연구원은 QD
비전의 인수를 "하만 M&A 이후
삼성의 두 번째 신의 한 수"라 표현
하면서 "QD비전 기초기술과 삼성
종합기술원 응용기술이 융합해 퀀
텀닷 개발의 큰 시너지가 예상된
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QD
비전의 퀀텀닷 원천 특허를 활용
해 향후 잠재적 특허소송에 선제
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며 "삼성의
QLED TV 조기 출시 가능성 확대
로 차세대 TV 주도권 확보가 용이
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퀀
텀닷은 빛을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나노미터(10억분의1m) 크기
의 반도체 입자다. 에너지 효율이
100%에 가까워 추가로 전력 사용
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화질 개선
이 가능하다.
nomad@yna.co.kr

했다. 승객 사생활 보호를 위한 좌
석별 보호쉘과 옆좌석 가림막 등도
설치했다. 각 좌석에는 최대 160도
까지 기울어지는 전자동 좌석 조정
과 방향 조절식 목 베개, 개인 테이
블, 독서등, USB 충전단자 등이 설
치됐다.
또한, 무사고 운전기사를 배치해
안전성을 높였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승객 탈출을 도와줄 비상망치도
8개를 비치했다. 운행요금은 서울
∼부산이 4만4천400원, 서울∼광
주가 3만3천900원이다. 이는 두
노선의 우등버스(3만4천200원·2만
6천100원)보다는 1.3배가량 비싸
지만, KTX(5만9천800원·4만7천
100원)보다는 저렴하다. 단 오후
10시 이후에 운행하는 차량은 심
야할증(10%) 요금이 적용된다. 예
약·예매는 고속버스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앱), 인터넷 예매사이트, 해
당 노선 터미널 매표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속버스 업계는 프리미엄 고속
버스 운행 개시를 기념해 25∼30
일 6일간 요금을 30% 할인해주는
행사를 한다. 행사가 끝나는 12월
1일부터는 이용 실적에 따라 포인
트를 적립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
용한다. 승차권 금액의 5%가 포인
트로 적립되고 이렇게 쌓인 포인트
는 내년 6월 1일부터 프리미엄 고
속버스 차량 예매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 제도는 일단 고
속버스 모바일 앱 이용자에 한해
운용하며 향후 인터넷 예매자 등으
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프리미엄 고
속버스의 도입은 1992년 우등 고
속버스 도입 이후 정체됐던 서비스

SAMSUNG SET
TO TAKE OVER
U.S. QUANTUM
DOT FIRM
SEOUL, Nov. 23
amsung Electronics Co., South
Korea's top tech firm, is set to
take over QD Vision, a U.S. firm
that specializes in quantum dot
technology, in a deal aimed at
boosting Samsung's presence in
the global premium TV market.
"(We) decided to take over
(QD Vision)," Chung Chil-hee,
the head of the Samsung Advanced Institute of Technology, told reporters in Seoul on
Wednesday. The institute is Samsung's research and development
unit. The deal may be announced
next week at the earliest, industry
sources said. The value of the
deal was not revealed, but market players estimate it at some
US$70 million. Quantum dot
TVs offer better picture quality
and cheaper manufacturing costs
than organic light-emitting di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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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높이고 상품을 다양화해 이
용객의 선택권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미엄 고속
버스를 제작한 현대차 관계자는 "'
유니버스 프레스티지'를 통해 그 어
떤 버스보다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
해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
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
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SOUTH KOREA
INTRODUCES
'PREMIUM' EXPRESS BUS FOR
LONG-DISTANCE TRIPS
SEOUL, Nov. 25 (Yonhap)
outh Korea on Friday
launched a new premium
express bus service with nearly
flat seats that will provide long
distance travelers with firstclass comfort and experience.
The new premium bus has 21
passenger seats, instead of 28
in previous premium models,
allowing each seat to recline up
to 160 degree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ach seat is also
equipped with a personal display
monitor, providing various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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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TVs.
The deal is the latest in a series
of corporate takeovers by the
country's No. 1 firm by market
value. Earlier this month, Samsung Electronics signed an agreement to acquire U.S. automotive
electronics firm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for about
$8 billion. The deal, which
marks the largest-ever buyout by
a South Korean company, is the
first major acquisition by Samsung since the company's heir
apparent, Vice Chairman Lee
Jae-yong, joined the board of the
electronics giant last month.
QD Vision has supplied quantum dot films to China's TCL
Corp. and teamed up with Sony
Corp. in developing quantum dot
TVs. QD Vision also formed an
agreement with LG Display Co.
in 2010 for the development of
quantum dot technology. Samsung is seeking to develop quantum dot LED (QD LED), which
is regarded as a next-generation
display capable of competing
with OLED.
sam@yna.co.kr

tent from movies and TV programs to music and games.
The new premium bus service
is currently available only for
trips to Busan and Gwangju, and
the fares are set 1.3 times higher
than those of the conventional
premium express bus service.
"The new premium express
bus will once again make express buses an important means
of transportation, while it will
also help improve overall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by competing with other means of travel,
including express train and airline services," the ministry said in
a press release. b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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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세종기지 대규 SOUTH KO모 증축…연구공간 REA EXPANDS
ANTARCTIC RE80% 커진다
(세종) 정빛나 기자
SEARCH STATION
리나라 남극 진출의 상징인

우

세종과학기지가 28년 만에
새 단장에 들어간다. 극지연구소
는 세종과학기지가 노후화된 설비
와 심각한 부식의 영향으로 임무수
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대규모
증축 공사에 돌입했다고 24일 밝
혔다. 세종과학기지는 1988년 남
극 남셰틀랜드 군도 킹조지 섬에
건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 과학
기지다.
극지연구소는 세종과학기지를
친환경 연구기지로 탈바꿈하기 위
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입하고
유류 탱크를 국제기준에 적합한 시
설로 교체하기로 했다. 기존에 쓰
던 화석연료 사용은 차츰 줄여나
갈 계획이다. 증축 공사가 마무리
되면 기존 시설보다 80%가량 연구
공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사는
2018년 초 완공된다.
shine@yna.co.kr

SEJONG, Nov. 24
outh Korea will renovate the
King Sejong Station in Antarctica to upgrade its aged facilities and expand its space by early
2018, the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KPRI) said Thursday.
The nation's inaugural Antarctic
station undergoes renovation for
the first time in 28 years after
opening on King George Island
in the western part of the South
Pole. The KPRI said it will install
a solar power system and replace
the fuel tanks with ones that
comply with the latest international standards to make the
station "an eco-friendly research
institute."
The renovation would increase
the station's research space by 80
percent, the institute noted. The
station comprising six buildings
and two observatories conducts
two major expeditions per year,
one in the summer and the other
in the winter, for research activities in such areas as geology,
biology, meteorology and seismology. South Korea opened
a second research station in the
South Pole in 2014, becoming the
10th country to have more than
one research station on the frozen continent. e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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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ODES SCHOLARS FOR CLASS
OF 2017 ANNOUNCED
VIENNA, Va.
The Rhodes Trust has named the 32 American men and women
chosen as Rhodes Scholars who will pursue post-graduate studies at
Oxford University. The 2017 recipients announced early Sunday were
chosen from 882 applicants who were endorsed by 311 colleges and
universities. The scholarships cover all expenses for two or three years
of study at the prestigious university in England starting next October.
In some instances, the scholarships may allow funding for four years.
The American students will join an international group of scholars
chosen from 18 jurisdictions around the world. A total of 95 scholars
will be selected worldwide this year. The scholarships are worth about
$68,000 per year. The first class of American Rhodes Scholars entered
Oxford in 1904.

KOREAN
ARTIST WHO
TRAVELS WITH
FULL MOON
By Woo Jae-yeon
SUNCHEON, South Korea,
Nov. 24
hrough mid-December there
are two moons in the small
seaside city of Suncheon, some
415 kilometers southwest of
Seoul -- one up in the sky and
the other basking in a wooden
boat floating on the lake. Or, if
you'd like to count the reflection,
add one more. The artificial
full moon is artwork created by South Korean artist Hur
Kang, one of 58 participants of
the "Suncheon Bay International
Eco-Environmental Art Festival
(SEEAF)" that opened on Nov.
18 and runs until Dec. 18.
For the past few years, he's
been traveling around the globe,
carrying the shining moon with
him on trains, cars or boats. The
"global nomad project," as the
artist calls it, is in itself an art
performance. Along the way,
he shoots video and takes photos and engages in collaborative works with local artists he
meets during the journey. Last
winter, when he crossed one of
India's salt deserts, he carried the
moon on the back of a camel
and staged performances with
Indian musicians. People gathered around the show and enjoyed it all night long. During a
three-week-long train journey
to Berlin, street artists voluntarily
came up to him and his moon
and played music as if they were
"drunk on the moonlight," the
artist said in a
recent interview
with Yonhap
News Agency.
"There must
be something
about the moon
that grips people." For him,
the moon sets off
childhood memories of motherly
affection. "As a
kid, the moon
always seemed to
follow me on my
way back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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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 friend's house. I felt like I
was drawing the moonlight," he
said. The moon, he continued,
also reminds him of his mother,
who often prayed in the backyard, looking up the clear night
sky, brightly lit with the moonlight.
The artist, who also teaches at
Joongbu University in Goyang,
Gyeonggi Province, is a member of Yatoo, the Korean Nature
Artists' Association, founded
in 1981 to "seek direct inspirations from nature and create
impromptu artwork" in natural
environments. Starting off as
a small regional group, it expanded in size over the years.
Now it boasts a wide network of
like-minded artists around the
world. Its "Geumgang Nature
Art Biennale," which started in
2004, has been attracting global
artists who believe nature itself is
artwork and have pursue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ieces of
work.
"Rather than working to preserve nature, we are seeking ways
to incorporate natural beauty
into human behaviors and to
create a world where nature and
humans peacefully coexist," he
said. Back to his piece for the
Suncheon art festival, the artist, 58, said he hopes his moon
art helps console those troubled
by depressing news around the
country.
"Many people have no time
to spare to look up into the sky,
and forget that the moon is there.
Bearing in mind that a little candle flame can bring about a big
change, I wish people get comforted by the moon in the darkest
possible sky," he said.
jaeyeon.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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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계 “국정 역사교과서 보수논리 반영” 비판

GOVERNMENT UNVEILS DRAFT VERSION OF STATE-AUTHORED
HISTORY TEXTBOOKS
(서울)구정모 기자
부가 28일 공개한 국정 역사 교
과서에 대해 역사학계에서는 부
정적인 목소리가 더 컸다. 교육부는 ‘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대한민국 교
과서’라고 밝혔지만 국정 교과서 반대
진영은 이른바 ‘건국절 사관’과 박정희
정권 미화 등 보수 진영의 주장이 반영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 측에서는
이번 교과서에서 비로소 제대로 된 역
사 서술이 이뤄졌다고 봤다. 국정 교
과서를 반대하는 진영인 주진오 상명
대 교수는 “한국현대사학회에서 이야
기한 것을 충실하게 담은 편향된 교과
서”라며 “이것이 ‘올바른 교과서’라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비판
했다.
주 교수는 “집필자 구성을 보면 역
사학자를 배제하고 보수적인 사회과
학자로 채웠고, 일부 학자는 현대사학
회에서 활동하는 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현대사학회는 대한민국의 교과서
포럼 인사들이 주축이 된 보수 성향의
단체다. 이 학회의 전·현직 회장은 과
거 문제가 된 교학사 교과서의 집필자
로 참여한 바 있다. 주 교수는 국정 교
과서에서 박정희 정권이 미화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새마을 운동에 대
해 별도 항목으로 다뤄져 과다하게 서
술됐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서술은 거
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교과서에 실렸던 5·16 군
사정변 당시 군복을 입은 박정희 장군
의 사진이 이번 교과서에서는 빠졌다.
주 교수는 “’군사정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변의 주역으로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각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사연구회 회
장인 정태헌 고려대 교수는 “학계의 일
반적인 이야기가 수용되지 않고 뉴라
이트 계열의 사회과학자들이 필진으로
들어가 서술했다”며 “박정희 정권의
공과를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공은 부
각되고 과에 대한 서술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정희 정권을 기술할 때 ‘권위주의
정치 체제’라고 한 것은 ‘독재’라는 표
현을 피하려고 한 고육지책이라고 지
적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또한 교과
서에서 “북한과 비교해 대한민국의 정
통성으로 찾으려고 했는데 이는 시대
에 한참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덧붙였
다. 건국절 사관이 반영된 문제도 지
적됐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올바
른 교과서’에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수립됐다’고 기술됐다. 기
존 검정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라는 표현에서 ‘정부’라는 용
어가 빠졌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
부수립’은 19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됐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국가’가
완성됐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
고 ‘대한민국 수립’으로의 변경 당위
성을 강조했다. 보수 진영에서 말하는
‘1948년 건국설’과 맥이 맞닿은 설명
이다. 1948년 건국설은 뉴라이트 계
열의 보수적인 학자들이 주장하는 입
장으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이 건국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주
된 내용이다. 1919년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망명정부이고 영토, 국민, 주권
이라는 근대국가의 구성요소를 갖춘
것은 해방 후 탄생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그러나 기존 학계에서는 1919년 대
한민국 임시정부가 국호를 대한민국으

정

로 정하고 국민주권 원리를 내세운 것
을 대한민국의 성립으로 보는 것이 정
설로 자리 잡았다. 1948년 제헌헌법
은 “대한민국은 기미(1919년) 삼일운
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 세계에 선
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해 이
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라며 1919년 대한민국 건립과 1948년
재건을 명시해놓고 있다. 근대국가라
는 개념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 헌
법에서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라고 규정하고 있어 1919년 임시정부
뿐 아니라 현재 분단된 대한민국도 온
전한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1948년
건국설의 반대진영 측은 지적한다.
한시준 단국대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쓰고 싶지만 반대가 심해
쓸 수 없고 ‘정부수립’이라고는 안 하
고 싶으니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꼼
수’를 부린 것”이라며 “과거 ‘대한민
국 수립’이라는 표현에는 건국의 의미
가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나아가
1948년 건국설에는 ‘숨은 의도’가 있
다고 비판한다. 1948년을 건국으로 기
념하게 되면 일본강점기의 독립운동가
들보다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건국공로
자들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이들 중
에는 친일 세력들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다. 또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계열 인사들이 배제
된 까닭에 이들의 독립투쟁과 해방 후
좌우합작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위
한 노력 역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
안병욱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서 박정희 군사
정권,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는 우
익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탄생신화
를 역사적으로 공인받으려고 하는 것
이 1948년 국가수립론”이라며 “이
승만 등 우익세력이 좌익을 북쪽으
로 몰아내고 한국 정부를 만든 신화
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이들
의 논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
라이트 계열의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1950∼1960년대 교과서를 보면 대한
민국 수립이라고 했는데 원래대로 돌
아가는 것이고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
다”며 “1948년에 공식적으로 건국된
것을 부족하나마 제대로 표현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한민국 수립’
또는 ‘대한민국 성립’이라는 용어는 1
차 교육과정(1956)부터 7차 교육과정
(2009)까지의 시기에 사용됐다. 또 보
수진영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상세
하게 기술하거나 한국전쟁의 책임이
북한의 불법 남침임을 강조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전 교과서보다 상당
히 개선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예전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
한민국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북한은
좋은 나라로 이해할 소지가 있게끔 기
술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쟁사
를 서술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을 누가 일으켰는가”라며 “역사 교육
의 역할이 국민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과 관련돼 있는데 근현대사 서술이 모
호한 기존 교과서는 대폭 개선되지 않
는다면 오히려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pseudojm@yna.co.kr
SEOUL, Nov. 28
he South Korean government
on Monday revealed the pilot editions of the controversial

T

state-authored history textbooks to
be introduced next year, igniting academic and ideological debates over
the country’s histor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IKH)
revealed textbooks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during a press
briefing in Seoul, about a year after
the government officially announced
the plan.
“The new history textbooks were
developed with the aim of our
students gaining a balanced view of
history and proper view of state, not
leaning towards any particular ideology,” said Lee Joon-sik, education
minister and deputy prime minister
for social affairs, in a statement.
In October last year, the government announced its plan to revise
the current textbook publication
system to address what it called
predominantly left-leaning content
in the current materials. It raised
the need to forge a common understanding of history in a country
where people are divided ideologically, as the two Koreas still remain
technically at war after the 1950-53
Korean War ended in a truce. The
textbooks are currently published by
eight private publishing companies,
while primary schools have a single
set of national history textbooks.
The government has been criticizing
the existing textbooks as being too
harsh on South Korea’s achievements in the political realm, social
change and the economy. It also said
they downplay abuses and negative
aspects of North Korea and its dictatorial leaders.
The ministry said the adoption of
state-authored textbooks -- first
introduced under late President Park
Chung-hee, the father of President
Park Geun-hye -- was pushed as
the government concluded that it is
difficult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bias issue under the existing approval system. In the revised version,
Aug. 15, 1948 -- three years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s
1910-45 colonial rule -- was described as the day of the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or South Korea, instea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OK government.” The phrase was one of the
most fiercely debated issues in the
textbooks, as local historians claim
that the country already existed in
the form of a government-in-exile, which was set up in Shanghai
in 1919 to win independence from
Japanese colonial rule.
Meanwhile, the “establish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r North Korea, was revis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ministry
said the changes were aimed at asserting the legitimacy of the foundation of South Korea. The new textbooks clarified that the Korean War
was triggered by North Korea.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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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dedicated more parts to the
North’s latest military provocations
and its human rights violations, according to the ministry. The ministry said a more positive explanation
of South Korea’s economic growth
was added, in contrast to the current
textbooks that focused more on the
side effects of the development.
The new textbooks extensively
covered issues that are disputed in
the diplomatic scene to help students foster ability to respond to
neighboring countries’ attempts to
distort history, the government said.
The explanation on Dokdo, South
Korea’s easternmost islets, has been
significantly expanded to counter
Japan’s territorial claim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resolve former South Korean sexual
slaves during Japan’s colonial rule
have also been newly introduced,
according to the ministry. The ministry also unveiled the list of its writing staff, which it had been declining
to make public.
“We have organized the writing
staff with those holding authority in
the academic circle to develop South
Korea’s textbooks that are faithful to
historical facts and the constitutional values,” Lee said. “Experts from
various fields and classroom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process with heart
and soul.”
Kim Jung-bae, chief of the NIKH,
said they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show teenagers “the proud history of South Korea.” The ministry
said it will receive opinions on the
new textbooks until Dec. 23, with
a plan to complete the final version
by January. Anyone can have access
to the textbooks in the form of an
ebook and submit comments via the
Internet. Following the announcement, an association of 485 liberal
civic groups that have protested
against the national textbooks held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government complex and denounced
the changes.
“Not only educational groups
but also a majority of the country’s
educational superintendents have
been opposing the textbooks,” said
Ahn Jin-geol at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The number of citizens against the
revision has been increasing.”
According to local pollster Realmeter, 62.5 percent of South Korean
adults oppose the state-authored
textbooks as of mid-November,
while those supporting the decision
stood at 23 percent. The survey was
taken before the draft textbooks
were unveiled. The opposition
parties and progressive educational superintendents also expressed
regret over the revised textbooks,
urging the government to scrap the
plan altogether. Many conservative
civic groups declined to comment on
the matter, saying they need to see
the final version before issuing any
official statement.
By Choi Soo-hyang
scaaet@yna.co.kr

22

KC KOREAN JOURNAL / 캔사스 코리언 저널

스포츠 / SPORTS
최강희 감독 "5년 전 아
픔, 아직 갖고 있다"
(알아인) 김경윤 기자 =
10년 만에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이 마음속 응어리
를 털어놓으며 각오를 다졌다. 최
강희 감독은 25일(한국시간) 아랍
에미리트 알 아인 에서 열린 결승
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2011년 11
월 5일로 기억한다. 당시 우승 못
했던 기억을 아직 간직하고 있다"
라며 입을 열었다. 최 감독은 이어
"이후 리그 우승을 많이 했지만, 마
음 한구석엔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관한 열망이 계속 있었다"라고 말
했다.
전북은 2011년 카타르 알 사드
에게 아쉽게 우승컵을 내줬다. 당
시 전북은 단판 승부로 열린 결승
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했다. 최
강희 감독은 "당시 패배로 결승전
에 관한 공포심이 생긴 것이 아닌
가"라는 현지 기자의 질문에 "당시
엔 단판 승부였고, 지금은 홈 앤드
어웨이로 경기를 펼친다"라며 "좋
은 분위기 속에서 2차전을 치르기
때문에 내일 경기도 이길 수 있다
고 생각한다"라고 자신했다. 1차전
에서 2골을 몰아넣어 역전승을 이
끌었던 레오나르도에 관해선 신뢰
를 숨기지 않았다.
최강희 감독은 "레오나르도는 5
년째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올해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결 능력
을 갖추고 있는 레오나르도가 내일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칠 것으
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원정 다
득점 원칙에 관한 우려의 시각에
관해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은 1
차전에서 2-1로 승리했는데,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결승 2차전에
서 0-1로 패할 경우 우승을 내줄
수 있다. 최 감독은 "언론과 축구

관계자들은 원정 골의 중요성에 관
해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 승리했
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
했다.
이어 "내일 열리는 결승 2차전
에서 실점하면 쫓기는 경기를 하
지만, 득점하면 훨씬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상대 팀 공격력이 강하지
만, 우리도 공격에 있어 절대 물러
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환경에 관해서는 "원정경기라 불리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팀엔 챔피언
스리그를 경험한 선수가 많다"라며
"원정경기 분위기가 경기력에 영
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승 2차전에서 보여줄 전술적 변
화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1차전과 2차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술적 변화는 필요
하다. 그러나 큰 틀에선 많은 변화
를 주지 않으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 팀 공격진에 관한 수비
전술에 관해선 "더글라스와 오마르
중 누가 전방에 나오든 준비를 다
했다"라며 "특히 오마르를 어떻게
봉쇄해야 할지 잘 알고 있기에 대
응을 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
지막으로 최강희 감독은 "우리 팀
엔 부상자가 없고 좋은 분위기로
훈련을 해왔다"라며 "진인사대천명
의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전북은 26일 같은
장소에서 아랍에미리트 알 아인과
결승 2차전을 치른다. 홈에서 2-1
승리를 거뒀던 전북은 최소 무승부
만 기록해도 우승컵을 거머쥔다.
cycle@yna.co.kr

SOUTH KOREA'S JEONBUK CROWNED ASIAN
CLUB FOOTBALL CHAMPIONS
AL AIN, United Arab Emirates,
Nov. 26 (Yonhap) -- South
Korean giants Jeonbuk Hyundai

Jeonbuk Hyundai Motors head coach Choi Kang-hee is tossed in the air by his players after they won the
Asian Football Confederation Champions League title over Al Ain FC at Hazza Bin Zayed Stadium in Al Ain,
the United Arab Emirates, on Nov. 26, 2016.

Motors won
the Asian
Football
Confederation (AFC)
Champions
League title
on Saturday.
Jeonbuk
played to a
1-1 draw
against Al
Players and coaching staff of Jeonbuk Hyundai Motors celebrate their
Ain FC in
Asian Football Confederation Champions League title over Al Ain FC
the second leg of
at Hazza Bin Zayed Stadium in Al Ain, the United Arab Emirates, on
the AFC Champi- Nov. 26, 2016
ons League final at
Lee Dong-gook's strike.
Hazza Bin Zayed Stadium in Al
Al Ain, however, leveled the
Ain, the United Arab Emirates
score quickly when their South
(UAE). The result was enough
Korean midfielder Lee Myungfor the K League Classic club to
joo's right-footed strike off a
claim the continental title with an
Caio Lucas Fernandes' cross
aggregate score of 3-2.
beat Kwoun. Jeonbuk found
Jeonbuk had a 2-1 win over
themselves in more trouble in
Al Ain in the first leg at Jeonju
the 41st, when Kim Hyung-il
World Cup Stadium in Jeonju,
brought down Asprilla in the box
some 240 kilometers south of
and gave up a penalty. Douglas,
Seoul, last week. This is Jeonhowever, sent his spot kick over
buk's second AFC Champions
the net.
League (ACL) title, following
In the first half stoppage time,
their first one in 2006. Jeonbuk
Al Ain head coach Zlatko Dalic
played almost the same lineup
and Jeonbuk assistant coach Park
that faced Al Ain last Saturday,
Choong-kyun were both ejectwith only the veteran Lee Donged following a touchline scuffle,
gook,the all-time ACL leading
but the hosts kept knocking on
scorer, in for towering striker
Jeonbuk's door in the second half
Kim Shin-wook.
without their boss. Mohanad
Al Ain fielded their top scorer
Salem's header off a corner kick
Dyanfres Douglas, who only feain the 52nd missed the target,
tured as a second-half substitute
while Caio's effort in the 58th
in the first leg, and played the
also couldn't help the Emirati
AFC Player of the Year award
side.
candidate Omar Abdulrahman
Jeonbuk replaced Lee Dongbehind him. This year's last ACL
gook with Kim Shin-wook in
match took an unexpected twist
the 61st to reinforce their attack.
just three minutes in, as JeonFour yellow cards were shown
buk winger Ricardo Lopes was
in an eight-minute span as the
forced off with an injury after
match heated up with shots
colliding with Mohammed Fayez.
flying on both sides. Al Ain's
Han Kyo-won came on for the
Ibrahim Diaky, who came on for
Brazilian.
Douglas, almost became a hero
Al Ain, looking for their first
for the hosts in the 81st, but his
ACL title since 2003, testeffort was denied by Kwoun in
ed Jeonbuk goalkeeper Kwoun
the box. Al Ain were given five
Sun-tae in the 11th minute with
minutes of stoppage time and
Omar's header off a Danilo Asone goal would have forced the
prilla's cross. Douglas then went
champions to be determined in
into action with a left-footed
extra time.
strike in the 24th and a bicycle
However, Jeonbuk survived in
kick in the 28th, but couldn't
Al Ain's onslaught and secured
find the back of the net. Jeonbuk
the coveted ACL title, as well
stunned the hosts by taking a
as their ticket to the FIFA Club
1-0 lead in the 30th with a volWorld Cup. Jeonbuk will come
ley from Han off a corner kick.
back home with US$3 million
Two minutes after earning their
prize money.
precious away goal, the fourkdon@yna.co.kr
time K League champions tried
to double the lead, this tim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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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day Eat Drink and Be Merry Guide
Plaza

A

s everyone prepares for the
holiday season, we wanted
to compile a list of places to eat
and places to take out-of-town
guests. People can also have
space for gatherings, whether it
is for small family gatherings to
bigger friends gatherings, and
even larger business gatherings.
Buffets are usually top of the list
for big gatherings, especially for
crab legs. But there are times
you want to show out of town
guests the signature places of KC
and of course BBQ.

Fri-Steak & Seafood
Noodle Bar & Fresh Sushi
$24.99 with Total Rewards card
$26.99 w/out Total Rewards
card
Sat-Crab Legs
Noodle Bar & Fresh Sushi
$30.99 with Total Rewards card
$32.99 w/out Total Rewards
card
Sun-Prime Rib & Shrimp
Noodle Bar & Fresh Sushi
$24.99 with Total Rewards card
$26.99 w/out Total Rewards
card

휴가 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즐기
는 방법

Hollywood
Thurs-Crab legs and Seafood
Buffet $32.99
Saturday, Dec. 24: Christmas Eve
Buffet 11am - 9pm | $19.99
Saturday, Dec. 31: New Year's
Eve Buffet 4pm - 11pm | $38.99

모두가 연말 휴일 시즌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는 다른 주에서 온 손님
들을 대접하기에 알맞은 식당 리스
트를 꾸려 보았다. 아래 식당들은
소규모 가족 모임부터 큰 사업 모
임까지 다양한 크기의 모임에 적합
한 장소들이다. 큰 모임에는 뷔페
가 적격이므로 여러 해산물을 접할
수 있는 뷔페 목록과 함께, 멀리서
온 손님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캔
자스의 명소와 바비큐 레스토랑을
나열해 보았다.

Ameristar
Fri-Crab Leg Dinner • $31.99
Sat-Prime Rib & Fried Shrimp •
$20.99
Joy Wok
Fri to Sun - Crab Leg $15.57

Buffets
Argosy
Fri-Prime Rib and Seafood
$27.99
Sat-Crab Legs $38.99
Sun-Asian Buffet $17.99

Steakhouses/Sushi Restaurants
Capital Grille
Long Standing favorite
4740 Jefferson St, Kansas City,
MO 64112
(816) 531-8345

Harrahs

Stock Hill

Newest steakhouse in Plaza
4800 Main St. Suite G001
KC, MO
816-85-8400

Arthur Bryants
1727 Brooklyn Ave, Kansas City,
MO 64127
(816) 231-1123

Bob Wasabi
1726 W 39th St, Kansas City,
MO 64111
(816) 753-5797

Slap's BBQ
553 Central Ave, Kansas City, KS
66101
Phone: (913) 213-3736

Sushi UNI
12841 W 87th St Pkwy, Lenexa,
KS 66215

Jack Stack's BBQ
9520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66212
(913) 385-7427

Sushi Haru
13133 State Line Rd, Kansas
City, KS 64145
Phone: (816) 942-1333
Prime Sushi
4980 Main St, Kansas City, MO
64112
Phone: (816) 931-4829
KC Signatures
Joe’s KC
3002 West 47th Avenue, Kansas
City, KS 66103
Phone:(913) 722-3366
Q39
1000 W 39th St
Kansas City, MO 64111 Phone
number(816) 255-3753
Gates
103rd & State Line
Leawood, KS 66206
913-383-1752
Or
3205 Main
Kansas City, MO 64111
816-753-0828

KC Fancy
Bluestem
900 Westport Rd.
Kansas City, MO 64111
816-561-1101
Justus Drugstore
106 W. Main St.
Smithville, MO 64089
816-532-2300
Novel Restaurant
815 W 17th St
Kansas City, MO 64108 Phone
number(816) 221-0785
Nice Asian
Choga
6920 W 105th St, Overland Park,
KS 66212
Phone: (913) 385-2151
Korean Restaurant Sobahn
7800 Shawnee Mission Pkwy,
Overland Park, KS 66202
Phone: (913) 384-1688
Chosun Korean BBQ
12611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66213
Phone: (913) 339-9644
Red Snapper
8430 Ward Pkwy, Kansas City,
MO 64114
Phone: (816) 333-8899
Gangnam Korean Restaurant
10326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66212
Phone: (913) 383-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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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E1 DISBANDS AFTER
7 YRS, PARK
BOM TO LEAVE
YG ENTERTAINMENT
SEOUL, Nov. 25
outh Korean girl group 2NE1
has officially disbanded, its
agency revealed on Friday, confirming that only two of the three
remaining members will continue
their careers with the company. With Gong Minzy leaving in
April and the remaining members' contracts expiring on Nov.
5, the group and management
agreed to disband, YG Entertainment said in a press release.
"Instead of dragging out group
activity as 2NE1, we decided to
fully dedicate ourselves to the
members' solo activities," the
agency continued.
"We extended contracts with
CL and Sandara Park in May
and after, but have not with Park
Bom," the agency said, clarifying

the future plans for each member.
The announcement is the ultimate confirmation of the rumors
that 2NE1 was doomed to disbandment any time. They began
swirling in April when Gong
left a month before her contract
expired. At the time, YG Entertainment chief Yang Hyun-suk
dismissed the rumors as groundless and assured fans that 2NE1
would go on as a trio. The vow
apparently fell through.
Gong Minzy has moved to
Music Works, a small agency
that also manages K-pop diva
Baek Z Young. CL flew to the
United States in 2014 and released her U.S. debut EP "Lifted"
in August 2016. The singer-rapper embarked on her first solo

젝스키스, 16년
만에 새 앨범…
재해석 히트곡
10곡 수록

키스를 모르는 요즘 세대들에게 다
시 한 번 알려보자는 제안을 했다"
고 설명했다. 젝스키스는 지난달 7
일 16년 만에 신곡 '세 단어'를 발표
하며 국내 음원차트 정상을 석권했
다. 신곡과 함께 젝스키스의 과거
히트곡들이 대거 차트 100위권 안
으로 진입하며 1세대 아이돌의 화
려한 귀환을 알렸다. 현재 젝스키
스는 신곡 작업에 열중하고 있으며
내년 4월 데뷔 20주년 콘서트 개최
와 함께 신곡들을 함께 발표할 계
획이다. kihun@yna.co.kr

S

김기훈 기자
룹 젝스키스가 다음 달 1일
16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한
다.
23일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
면 젝스키스는 다음 달 1일 새 앨
범 '2016 리-앨범'(2016 Re-ALBUM)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앨범에는 최신 스타일로 재탄생한
젝스키스의 과거 히트곡 10곡이
담겼다. YG 프로듀서들이 재해석
한 편곡대로 젝스키스 멤버들이 과
거 노래들을 다시 녹음했으며, 믹
싱과 마스터링까지 모든 과정을 새
롭게 거쳤다. 이번 앨범은 양현석
YG 대표 프로듀서의 제안으로 탄
생했다.
YG 관계자는 "지난 9월 젝스
키스 콘서트를 지켜본 양 대표가
젝스키스 멤버들에게 히트곡들을
2016년 버전으로 재탄생시켜 젝스

그

SECHS KIES TO RELEASE FIRST ALBUM IN 16 YEARS
SEOUL, Nov. 23
echs Kies, one of the
first-generation K-pop boy
bands, will drop its first album
in 16 years on Dec. 1, its agency said Wednesday. The LP,
"2016 Re-ALBUM," will feature a track list of 10 previous
hits by the group that have been
re-interpreted by YG Entertain-

S

concert tour in
North America in October.
Sandara Park
is currently
engaged as one
of the judges
of "Pinoy Boy
Band Superstar," a boy
band survival
show in the
Philippines.
YG did not
release any information on Park
Bom's future career plans.
jwc@yna.co.kr

투애니원, 7년
만에 해체…씨
엘·산다라박은
솔로 계약
(서울) 김기훈 기자
G엔터테인먼트가 그룹 투애
니원(2NE1)의 해체를 공식 발
표했다.
YG는 "지난 5월 투애니원의 전속
계약이 만료됐고, 공민지가 함께
할 수 없게 된 상황 속에서 나머지

Y

ment's producers. The mixing,
mastering and recording of the
original songs have been redone
with a new take. The upcoming
album was suggested by Yang
Hyun-suk, the CEO of the South
Korean entertainment giant.
"Yang, who saw Sechs Kies'
concert in September, suggested
the idea to produce 2016 versions of the group's old songs, so
people who are unfamiliar with
the idols can learn about them,"
said a YG official. The band debuted in April 1997 and went on

멤버들과 오랜 상의 끝에 2NE1의
공식 해체를 결정하게 됐다"고 25
일 밝혔다.
이어 "투애니원은 지난 7년간
YG를 대표하는 걸그룹이었기에,
YG 역시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
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다만 활
동을 지속해 나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기약 없는 투애니원
활동을 기대하기보다는 멤버들의
솔로 활동에 매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YG는 또 "지난 5월 이후
씨엘(CL)과 산다라박의 솔로 계약
을 체결했으며, 아쉽게도 박봄과의
재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음을 공식
적으로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앞
서 지난 4월 재개약을 한 달여 앞두
고 공민지는 투애니원을 떠나기로
해 항간에 투애니원 '해체설'이 떠
돌기도 했다.
당시 양현석 YG 대표는 '해체설'
을 일축하며 투애니원이 3인조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YG는 끝내 투
애니원 해체를 선언했다. 투애니
원을 떠난 공민지는 뮤직웍스에 새
둥지를 틀었다. 씨엘은 미국에서
솔로로 활동하고 있으며 산다라박
은 현재 필리핀의 오디션 프로그램
'피노이 보이밴드 슈퍼스타'(Pinoy
Boyband Superstar)의 심사위원으
로 활약 중이다.
kihun@yna.co.kr

to become one of the most iconic
K-pop boy bands in the 90s until
its disbandment in May 2000.
The legendary group previously
topped local music charts with its
latest single "Three words" released in June. The song marked
the group's first new material in
16 years after the disbandment.
The five-member act is currently working on new songs to be
released next year in April, and
plan to hold a 20th anniversary
concert as well.
yujeoungk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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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임' 논란
김은숙 작가 "도
깨비가 더 재밌
어요"

박

근혜 대통령이 차움병원에서
가명으로 사용했다는 길라임
이 여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대본을 쓴 김은숙
작가가 길라임 논란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김은숙 작가는 22일 서울
논현동 파티오나인에서 열린 '쓸쓸
하고 찬란하神-도깨비' 제작발표회
에서 '길라임 논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저희
드라마 '도깨비'가 더 재밌을 텐데
어떡하죠"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런 시국에 제작발표회
를 하게 돼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서 "시청자들이 쉴 수 있고 울고 싶
은 사람은 실컷 울고 웃고 싶은 사
람은 실컷 웃을 수 있는 드라마니
까 잘 봐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
다. 도깨비는 사람 혹은 동물을 형
상한 잡된 귀신을 가리킨다. 비상
한 힘과 재주로 사람을 홀리고 포
악을 떨다가도 때론 얄궂은 장난
을 친다. 김은숙 작가가 언급한 도
깨비는 고독한 불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인간 신부가 필요한 낭만적인
도깨비의 이야기를 그린 tvN의 개
국 10주년 특별기획 드라마다.
올해 최고 흥행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만든 이응복 PD와 김은숙
작가가 다시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 작가는 "'도깨비'는 이상하고 아
름답고 쓸쓸하고 찬란한 판타지 드
라마"라고 소개하고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 기분이 너무 좋고 신
난다. 소름 끼칠 정도였다"고 평가
했다. 그는 "판타지 장르는 가장 우
려스러운 것이 오후 5시 어린이용
으로 틀 것인지, 오후 8시 어른용으
로 틀 것인지"라며 "이번 드라마도
유독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 찍어놓
고 보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
다"며 자신감을 표시했다.
연출을 맡은 이 PD도 "드라마
는 재밌어야 한다"며 "지긋지긋한
일상을 잊고 편안하게 쉴 수 있었
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PD는 '태
양의 후예' 이후 편한 드라마를 만
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엄청난
스케일의 판타지 드라마를 하게 됐
다면서 "해학, 슬픔, 노여움 등 배
우들의 스펙터클이 엄청날 것"이라
고 했다. 극중 935살의 변덕스러
운 도깨비 김신 역은 배우 공유(37)
가 맡았다. 김 작가는 공유가 흔쾌
히 출연을 결정해 준 것을 고마워
했다.
그는 "공유씨한테 5년 동안 작품
을 거절당한 터라 출연 제의를 할
때 조심스러웠는데, 금세 '이런 소
심하고 겁많은 도깨비라도 괜찮으
시면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로 답을
해와 가슴이 먹먹했다"고 전했다.
도깨비 신부 지은탁은 김고은(25)
이 연기한다. 죽은 혼을 보는 지은

탁은 평범한 듯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열아홉 살의 고3 수험생이다.
'도깨비'에는 도깨비 외에도 기억상
실증에 걸린 저승사자와 도깨비를
호위하는 가신의 운명을 타고난 재
벌남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캐릭터
들이 등장한다.
도깨비와 한집에서 동거하는 잘
생기고 세련된 저승사자 역은 이
동욱(35)이, 도깨비의 가신인 유덕
화 역은 그룹 비투비 멤버 육성재
(21)가 맡았다. 여기에 자신의 과
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저승사자의
마음을 흔드는 운명의 상대가 가
세한다. 철없는 치킨집 여사장 써
니는 유인나(34)가 연기한다. 대
본을 맡은 김 작가는 '파리의 연
인'(2004), '프라하의 연인'(2005), '
상속자들'(2013) 등 인기 드라마를
집필했다.
이 PD는 '드림하이'(2011), '비
밀'(2013), '연애의 발견'(2014) 등
을 만든 스타 연출자다. '도깨비는
이 PD가 KBS에서 CJ E&M으로
자리를 옮겨 연출하는 첫 작품이
다. '도깨비'는 금토드라마 '더케이
투(THE K2) 후속으로 오는 2일 저
녁 8시 첫 방송 된다.
abullapia@yna.co.kr

'DESCENDANTS' WRITER, DIRECTOR
TEAM UP FOR
NEW FANTASY
PIECE
By Lee Haye-ah

M

ost followers of Korean
pop culture will remember
the megahit TV series "Descendants of the Sun," which created
a sensation at home and abroad.
The writer and director of that
drama have teamed up again to
create a fantasy rom-com based
on the lives of an immortal goblin, an amnesiac grim reaper and
a high school girl claiming to be
the goblin's future bride. In its
lead roles, "Goblin" has cast actors Gong Yoo, Lee Dong-wook,
Kim Go-eun, Yoo In-na and
Yook Sung-jae, a member of the
boy band BTOB.
"It's my second time working with (Kim) Eun-sook. I
was fooled," Lee Eung-bok, the
director, said jokingly during a
promotional press conference
held in southern Seoul, turning
to the screenwriter seated next to
him. "We had such a hard time
during the filming of 'Descendants of the Sun' that this time I
wanted to do a comfortable piece
in a limited area of space but
it turned out to have immense
scale."
As the drama goes back and
forth in time, the goblin, Kim
Shin (Gong), appears at first as a
military officer dressed in period armor and then as a modern
day man with his true identity in disguise. He was cast as a
traitor some 900 years ago and
put under a spell of eternal life.
The only way to break the spell
is to meet a "goblin bride" who
will pull the dagger out of his
heart and end his life. When he
meets the high school sen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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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Eun-tak (Kim Go-eun), the
two develop a friendship that
later grows into love. The cast
and producers traveled to Quebec, Canada to shoot part of the
series and used various computer
graphics for special effects.
"It was amazing," the writer said of the teaser that was
screened at the conference. "The
battle scenes were portrayed
much more majestically than I
expected, so I got goosebumps."
Kim has been a hit maker
for years. Aside from "Descendants," her portfolio also includes
such popular dramas as "Lovers
in Paris," "Secret Garden," "A
Gentleman's Dignity" and "The
Heirs." Still, it took her five
years to cast Gong in one of her
dramas.
"I was repeatedly rejected (by
Gong) so I was a bit shy to ask
him again, but this time he gave
a very quick response," she recalled. "He gave me a wonderful
response that stunned me."
In a text message from Hawaii,
the 37-year-old actor wrote at
the time, "Should you be alright
with such a timid and fainthearted goblin as me, I will do it."
Gong, who has mostly recently
starred in films, explained that
he had a fear of TV series, but
was encouraged after a threehour meeting with the writer and
director.
"In a drama, filming is ongoing,
so the actors can't promise to be
in best shape until the end," he
said. "I was afraid that I wouldn't
be able to show my best acting." He confessed that at first he
found it hard to play the part of
a non-human, but later grew to
enjoy it.
"Since I'm not a human, I can
do whatever I want. I'm neither
here nor there," he said. "My
abilities will be revealed bit by
bit with each episode. It will be
fun to watch." Meanwhile, the
writer shared her discomfort
about holding a promotional
press conference at a time when
the country has been roiled by
a widening corruption scandal
involving the president and her
confidante.
"I want (our drama) to be a
short break," she said. "It's a
drama that lets those who want
to cry, cry their eyes out, and
those who want to laugh, laugh
as much as they want. I hope you
enjoy it."
"Goblin" will premiere on cable
channel tvN at 8 p.m. on Dec. 2.
The Friday-Saturday series is set
to run for 16 episodes. hague@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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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ness/ 건강
A Healthy Lifestyle

A

s this year comes to a close,
we are all thinking of resolutions to make next year even
better. And I do hope this health
column has helped you make this
past year healthier. There was
much emphasis on preventative
care--which can make a huge
difference in the way you can
proactively affect your health. It
is the habits of our daily lives,
however, that may make the most
impact on our overall health. Our
lifestyle choices lead to patterns
for sleeping, eating, and activity
which greatly impact our health
now and as we age. Let’s take a
look at what the recommended
guidelines are for these integral
parts of our daily lives.
Sleep
The National Sleep Foundation
(NSF) has put together recommendations based on age for what
is an appropriate amount of sleep
to receive each night. The recommended duration of sleep for
children is as follows: newborns
(0-3 months) 14-17 hours, infants (4-11 months) 12-15 hours,
toddlers (1-2 years) 11-14 hours,
preschoolers (3-5 years) 10-13
hours, and school age children
(6-13 years) 9-11 hours. Adolescents/teenagers (14-17 years) are
recommended to have 8-10 hours
of sleep. The recommended duration of sleep for adults is divided
into younger adults (18-25 years)
7-9 hours, most adults (26-64
years) 7-9 yours, and older adults
(65 years and over) 7-8 hours.
The NSF website also specifies
sleep amount ranges for what may
be appropriate and what is not
recommended for each age group.
In addition to the amount of time
we sleep, truly healthy sleep takes
into account the quality of sleep
we obtain.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discusses
sleep hygiene as the promotion
of regular sleep. The first aspect
of healthy sleep hygiene is to get
“regular” sleep with the same
sleep and wake times each night
and morning. Next, environmental comforts may promote
the healthiest sleep, such as quiet,
dark, relaxing, and moderate
temperature (not too hot/cold).
The CDC and NSF also recommend using your bed for sleeping and not other activities like

reading, watching TV, or listening
to music. They suggest removing
gadgets like the TV, computers, tablets, and phones from the
bedroom. I personally use and
recommend a blue light filter
application for your electronics
whose screens you look at close to
bedtime--the red wavelengths are
less energizing and less likely to
lead to insomnia. The last recommendation is to avoid large meals
before bedtime.
Diet/Nutrition
Perhaps one of the biggest daily
inquiries we have is what to eat.
The effects of our daily food and
beverage choices become apparent to our health over time. Let’s
make the impact a positive one.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created MyPlate in order to put together dietary guidelines for healthy eating
patterns to consider how to get
recommended vitamins and nutrients and limit unhealthy items.
The idea is supposed to be individually adaptable to accommodate a person’s taste preferences,
traditions, culture, and budget.
If you picture your meal as a
plate, divide it half and one half
should be filled with fruits and
vegetables. The vegetables would
be more than the fruit and this
should preferably include whole
fruits and a variety of vegetables
(dark green, red/ orange, legumes/
beans/peas, starchy and others).
The other half of the plate should
be filled with grains and proteins-with more emphasis on grains,
preferably whole grains. Proteins
sources should vary and include
low-fat and fat-free milk/yogurt/
cheese when using dairy; other
protein sources include dairy, soy/
fortified soy/soy products, seafood, lean meats, poultry, eggs,
legumes/beans/peas, and nuts/
seeds. They also recommend using
less sodium (less than 2,300 mg/
day), limiting saturated and trans
fats (less than 10% of your calories/day--unsaturated fats are the
healthier option), and reducing
added sugars (less than 10% of
your calories/day).
One of the biggest and easiest
ways to prevent chronic diseases
and reduce the onset of disease
is to acquire healthy eating patterns. A lifetime of healthy eating

has been shown to be specifically
protective against obesity, heart
disease, hypertension (high blood
pressure), and type 2 diabetes
mellitus. In conjunction with exercise, a healthy diet is one of the
most beneficial things we can do
in our lives for our health.
Activity/Exercise
We have all heard that diet and
exercise are the keys to good
health. But how do we know
what kinds of exercise and how
much exercise is going will be
able to make a difference in our
health?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and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NIH) has come up
with some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For children and youth, it is
recommended that to get at least
60 minutes of moderate-intensity aerobic activity/day. It is
also recommended they do vigorous-intensity aerobic activity (like running, jumping jacks,
fast swimming, etc.) at least
three days/week. Adults need
to remember that some physical
activity is better than none, and
inactive adults should gradually
increase their level of activity.
While health benefits can begin
from as little as 60 minutes of
moderate-intensity aerobic activity/week, the recommendation
is at least 150 minutes of moderate-intensity aerobic (biking,
walking, dancing and etc.) activity/week or 75 minutes of vigorous-intensity aerobic activity/
week (swimming, running, etc.)
to obtain major health benefits. Aerobic activities should be
dones for at least ten minutes at
a time, and it is best to spread
activity out throughout the week.
Muscle-strengthening exercises should be included at least 2
days/week. These activities should
work all of the major muscle
groups (legs, hips, back, chest,
abdomen, shoulders, and arms).
Bone-strengthening activities
are often aerobic and/or muscle-strengthening as well--such
as running, jumping rope, basketball, tennis, and hopscotch.
Older adults (65 years and older)
should also be physically active.
They may use the adult guidelines as a reference, but with great
attention to catering for your
own ability and condition. While

a variety of activities is always
beneficial, walking is highly recommended as it provides many
health benefits with a low risk of
injury. If you are at risk for falls,
or have a history of falls, balance
exercises are highly recommended--walking backward/sideways,
standing on one leg, and repeated
standing from a sitting position.
Remember, active individuals
tend to have lower overall rates of
coronary heart disease, hypertension (high blood pressure), stroke,
type 2 diabetes mellitus, metabolic
syndrome, colon and breast cancers, and depression. They are also
less likely to have hip/vertebral
fractures. And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a healthier body mass/
composition and maintain their
ideal weight.
Resources
I wanted to leave you with a few
recommendations for where/how
to find reliable health information.
Research is constant and new
recommendations may arise. You
should know what information
is backed by evidence. Organizations that use evidence-based
recommendations are government
organizations like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Office
of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ODPHP),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DHH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etc-which often look at our country’s populations specifically.
Internationall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takes into
account global research. And
certain specialized organizations
like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 MedLine, and WebMD often publish evidence-based
guidelines and research. Beware
of information that comes from
biased sources or that is not
peer-reviewed within the medical
community.
I hope that my simple health
column has been a resource for
you. Let’s all leave 2016 in our
best health and make 2017 even
healthier together!
~ Your neighborhood nurse,
J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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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
한 해가 지나가는 요즘, 우리 모두
는 내년을 위한 신년 계획들을 세우
곤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질
병 예방법을 소개했던 이 칼럼이 여
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
라며, 이 달은 일상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습관들을 얘기해 보
고자 한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반
복하는 수면 습관, 식단, 그리고 여
러 활동들은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쉽
게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가이드
라인을 살펴보자.
수면
미국 수면 재단 (National
Sleep Foundation)은 연령대에 맞
춰 하루 일정 수면 시간을 권장하
고 있다. 어린 아이들에게 권장되
는 수면 시간은: 갓난 아기 (0-3개
월) 14-17시간, 유아 (4-11개월)
12-15시간, 토들러 (1-2세) 11-14
시간, 어린이 (3-5세) 10-13시간,
그리고 초등학생 나이 (6-13세)
9-11시간으로 충분한 수면이 필요
하다고 규정했다. 청소년기 (14-17
세) 학생들은 8-10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성인 (26-64세)
는 7-9시간이, 65세 이상의 노년층
은 7-8시간이 적정하다고 발표했
다. 또, 미국 수면 재단 웹사이트는
각 연령별로 어떤 수면 시간이 적정
한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규정하고
있다.
취침 시간뿐만이 아니라 숙
면을 취하는지도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질병 관리 본부 (Center
for Disease Control)은 수면 위생
을 예로 들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강조했다. 첫 번째 수면 위생 습관은
규칙적인 수면시간이다. 이는 정해
진 시간에 취침하고 기상하는 습관
을 의미한다.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
는 것도 숙면을 취하기에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휴식하기 좋은 조용하
고 어두운 공간과 적정한 온도 조절
로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겠다. 질
병 관리 본부와 미국 수면 재단은 침

대라는 공간을 독서, TV 시청, 혹은
음악 감상 등의 여가 활동이 아닌 오
로지 잠을 자는 공간으로 분리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전했
다. TV나 컴퓨터, 휴대폰 등을 침실
에서 없애는 것이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개인적
으로 블루 라이트 필터를 전자 기기
화면에 붙여 사용하는데, 눈에 피로
를 덜어준다. 마지막으로 취침 직전
과식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단과 영양
개인의 건강을 살펴볼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상 생활 습
관 중 하나는 식단일 것이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음료는 시간을 거
쳐 우리의 겉모습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농무부는 하루 권장 섭
취량에 알맞은 균형 잡힌 식단을 섭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MyPlate라
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아이디어
는 개개인의 식성, 취향, 전통, 문화,
그리고 예산에 맞춰 건강한 식습관
을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한 끼 식단을 접시에 담는다
고 가정했을 때, 접시의 반은 과일
과 야채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야
채의 비율이 과일보다 많은 것이 이
상적이다. 과일은 전체를 다 먹는 것
이 좋고, 야채도 진 녹색, 붉은 색,
콩 종류, 뿌리 채소 등 다양한 종류
로 먹는 것이 좋다. 접시의 남은 반
은 곡물류와 단백질로 구성하며, 통
곡물이 가공된 곡물보다 좋다. 단백
질의 근원도 다양한 것이 이상적이
며, 유제품을 섭취할 경우, 저지방이
나 무지방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
다. 유제품을 비롯한 단백질이 풍부
한 음식으로는 콩 제품, 해산물, 살
코기, 가금류의 고기, 계란, 견과류,
씨앗 등이 있다. 미국 농무부에 의하
면 하루 2,300 mg이하의 염분 섭취
량을 권장하고 있다. 포화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의 비중을 낮추고, 설탕
의 섭취량도 줄이는 것이 좋다.
만성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하고 쉬운 방법은 건강한 식습
관을 가지는 것이다. 건강한 식습관
을 가진 사람들은 비만, 심장병, 고
혈압, 그리고 2형 당뇨병을 앓는 수

렌틸수프
렌틸콩의 종류로는 주황,
연두, 검정색이 있다. 일
반적으로 수프를 끊일 때
는 연두
색을 사용한다. 식이섬유
와 엽산, 단백질, 칼륨이
풍부해 슈퍼푸드로 주목
받는 식품이다. 렌틸에 우리 입맛에
편한 녹두와 현미쌀을 넣고 각종 야
채도
넣어 영양만점이며 속이 편한 수프
를 소개합니다.
재료: 렌틸 21/2 C, 녹두 1/2C, 현

미쌀 1/2C, 양파 1개,
샐러리 3줄기, 당근 3
개, 옥수 수알 1/2C, 완
두콩 1/2C, 바질조금,
물 적당량, 소금 1T
만드는법: 1. 렌틸과 녹
두를 4시간이상 물에
불린다. 2. 현미쌀을 4시간 이상 불
려 믹서기에 살짝 간다. 3. 야채를
잘게 네모로 썬다. 4. 1과 2에 물을
붓고 푹 끊인다. 5. 모든 재료를 넣
고 저으면서 푹 끊인다. 되직해지면
물을 추가한다

치가 현저히 낮았다. 균형 잡힌 식습
관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야 말로
건강한 삶을 사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다.
신체 활동/ 운동
우리 모두는 이미 건강한 식
습관과 운동이 좋은 건강의 비법이
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떤
운동을 얼만큼 하는 것이 건강에 이
로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미국
보건 후생부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와 미
국 국립 보건원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가 몇가지 신체 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하루 최
소 60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필
요하며, 다소 과격한 운동도 병행하
는 것이 좋다고 한다. 바쁜 성인의
경우 약간의 운동이라도 하는 것이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고, 운동을 시작할 때는 그 시
간과 강도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
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동이 가져다 주는 신체적
변화는 주간 기준으로 최소 한시간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부터
시작되지만, 전문가들은 주간 150분
이상의 적당한 강도의 운동이나 75
분 이상의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유산소 운동은 매 회
10분 이상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일주일 내내 조금씩 운동량을 분산
해 실시하는 것이 단기간 오래 운동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근육 운동
은 일주일에 최소 2회 실시하는 것
이 좋으며, 신체의 다양한 근육을 사
용하는 방법이 좋다. 골격 강화 운동
은 유산소와 무산소를 병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달리기, 줄넘기, 농
구, 테니스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성인
의 운동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그
강도나 횟수를 조절해 개인의 능력
과 건강 상태에 적합하게 실시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신체 활동은 언제
나 효과적이지만, 특히 걷기 운동은
안전한 데 반해 그 효과가 뛰어나므
로 추천된다. 만약 균형 감각에 문제
가 있거나 이전 균형 감각 상실로 넘

어진 경험이 있다면, 균형 잡기에 도
움이 되는 운동 위주로 실시하고 뒤
로 걷기, 옆으로 걷기, 한발로 서서
균형잡기, 혹은 앉았다 일어나기 등
의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활발
한 운동과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의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당뇨, 각
종 암과 우울증, 관절염 등의 발병률
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명심하고 건
강한 몸을 유지하길 바란다.
자료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시
는 독자들에게 몇가지 당부할 말
과 자료들이 있다. 우선 많은 연구
와 노하우가 넘쳐나지만, 충분한 증
거로 뒷받침 되어있는 주장인지 확
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정부 기관
이나 국가 기관에서 제공되는 정보
를 충분히 이용한다면 유익한 자료
들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질
병 관리 본부 (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질병 예방 보건 증
진국(Office of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ODPHP),
미국 보건 후생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DHHS), 미국 국립 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등의 기관을 이용하고, 국제적으로
는 세계 보건 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를 이용할 수
있다. 각종 질병을 심층적으로 다루
는 기관과 웹사이트도 많으니 참조
하길 바란다. 또한, 의학 자료 중에
서 객관적이지 않은 의견이나 제대
로 검토되지 않은 자료도 있을 수 있
으니 주의해야 한다.
내 짧은 칼럼이 여러 독자들
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더 건강한 신년을 기대해본다.
여러분의 이웃 간호사,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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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야와 함께 한 사람
담임목사: 장현희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
록은 많지만 성경 어디에게 예수님
이 몇 월 몇 일에 태어났는지를 알려
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누구도 정확
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
스도(Christ)와 미사(Mass)가 합쳐
진 단어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을 기념하는 예배’를 뜻합니다. 주후
4세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12월 25
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지 않
았습니다. 4세기 후반에 로마에 의해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이교도pagan들은 동지
절the winter solstice (12월24일~1
월6일)을 명절로 지키고 있었는데 로
마 주교가 이교도들을 정복했다는 상
징적인 의미로 12월 25일을 그리스
도의 탄생일로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숫자나 날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께서 태어나신 날에 대한 정확한 정
보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베들
레헴이라는 탄생 장소는 말씀하셨으
나, 몇 월 몇 일 태어나셨는지는 말씀
하지 않으셨을까요? 탄생 날짜보다
탄생의 의미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
중이 되신 하나님, 왕중의 왕이신 하
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창조
주, 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탄생의 역사적 사
실을 우리가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
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영
원한 소망, 진정한 평화, 풍성한 기
쁨, 큰 사랑이 있는가?’ 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왔습니다. 성서 학자
들은 그들이 살던 곳 동방을 페르시
아로 추정하고 있는데, 걸어서 5개월
이상이 걸리는 약 1000 마일이 넘는
먼 거리에서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
으로 나신 분을 만나야 한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이다, 그분을
예배하리라’는 결심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여행을 시작했
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로 믿고 예배했기 때문에 복된 사람
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
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기독교를 사람이

만든 종교라 한다면, 가장 화려하고
신화적이어야할 이야기가 탄생 기사
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나
귀족의 아들로, 궁궐에서, 모든 사람
의 관심을 받으며 태어났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
야 그 인물을 종교화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평
범하다 못해 초라했습니다. 그는 구
유에 놓여 있었으나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스스로
를 낮추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
기 위해 오신 메시야이셨습니다(빌
2:6-8).

신 은혜로 감격하는 시간입니다. 따
라서 성탄절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아
주 특별한 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
람은 어떻습니까? 본문의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과 같이 소동합니
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도
세상에 큰 소동이 있을 것입니다. 믿
는 자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 될 것
이지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
님을 보고 소동할 것입니다. 놀라 무
서워할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대 앞
에서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동방박사들은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
자들이었습니다(마 2:1-2). 그들의
연구 결과, 메시아의 별을 발견했습
니다. 그 별이 빛을 발하는 방향 어디
엔가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
어난 것을 믿었습니다. 그분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분을 예배해야 했습니
다. 이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 준비한
예물은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
어나신 예수께서 누구인신지를 알았
음을 증명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왕께 드리는, 유향incense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몰약
myrrh은 향기롭지만 맛이 쓴 액체로
고대 근동 지방the near East 매우 귀
하게 여겨졌습니다. 성경에서 몰약은
주로 장사 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방박사가 황
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가져
왔다는 것은 그들이 메시아의 별을
본 후 먼 여행을 떠나기전부터 예수
님은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인간이심을
믿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구
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상징하는 예물
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 먼길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난 곳으로부터 약 5
마일 가까운 거리에 떨어진 곳에 예
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헤
롯왕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습
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난 장소
를 알았고, 동방박사로부터 그가 이
미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
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가려하
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
를 그들 민족과 조상들이 갈망한 메
시아,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탄생을
반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마태복
음> 2장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
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은 놀라
무서워하다, 곤란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에
게 성탄은 한바탕 소동일 뿐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구주 메시아 즉,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우
리는 사랑하심을 다시금 상기시켜주
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아지시고 죽으

왕을 자문하던 종교인들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시게 될지를 알았으면서도
메시아를 보러 가지 않았던 것은 애
석한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인 동방박
사들은 별을 보고 갔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며, 성경을 믿었고, 세상의
구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왕과 유
대인 학자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지
만 성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원전 73년에 태어난 헤롯은 기원
전 47년에 쥴리어스 시저에 의해 유
대 총독으로 임명되었고, 그로부터 7
년후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권력자
들과 친분을 잘 쌓아서 유대의 왕이
되어 30년 이상 유대를 통치했습니
다. 대규모 건축 사업을 왕궁, 요새,
예루살렘 성전 및 이방 신전 등을 건
축했던 의욕적인 추진력을 갖춘 사람
이었습니다. 세상은 헤롯과 같은 권
력자, 능력자, 수완이 뛰어난 자를 영
웅시합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의 말
씀도 듣고 성전도 지었지만 하나님
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협조를 얻기 위해 사랑하지 않은 대
제사장의 딸(미리암네)과 결혼했습
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폭군
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세 아
들을 죽였습니다. 동방박사로부터 유
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
고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베들레헴
의 두 살 이하의 아기들을 무참히 죽
였습니다. 부와 권력이 있었지만 처
자식마처 의심했던 사람, 그는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두려움에 떨며 살
다가 심한 전염병에 죽었습니다. 역
사가 윌 튜란트는 “그는 도덕성이 결
여된 지성,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
는 능력, 명예롭지 못한 용기를 가진
사람” 그는 한번도 영웅이 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알고 만
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지만 거부
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
행한 사람의 상징일 뿐입니다.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은 신분
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 복의 기준이 되지 않습
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명도 아닌
단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
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
다.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오늘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만나는
사람이 복됩니다.
구주 예수님께 엎드린 열정의 사람들
5마일 밖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는 소식에 헤롯왕은 왕의 자리를 잃
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마태
복음> 2장 8절, “가서 아기에 대하
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
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
라” 말만 경배이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속셈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온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
자 엎드려 아기 계수를 경배했습니
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
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
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먼
저 허기진 배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페스시아의 유명한
천문학자임을 소개하거나 자랑할 필
요가 없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자
신들의 몸을 굽히고 낮추었습니다.
메시아 앞에서 이것도 부족했습니
다. 아기 예수께 나이든 그들이 차가
운 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사람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피조물
이 창조주를 만났기 때문에 메시아
의 위엄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우리
의 유일하신 구원자와 주님이신 예
수님께 엎드리는 우리는 열정의 사
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하는 우리를 이데올로기와 전쟁과
테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극한 고통
과 슬픔과 상처가 창조주 앞에 엎드
리고 싶어하는 열망을 꺾을 수 없습
니다. 가난과 질병이 하나님을 사랑
하는 열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상황과 환경을 초
월하여 엎드리는 열정의 사람이 되
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 동방박사들은 먼 길 마다하
지 않고 별을 보며, 말씀에 따라 메시
아를 찾았고 결국 함께 했습니다. 예
수님을 믿고 만나는 사람이 복됩니
다. 상황을 초월하여, 모두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이 복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구원자와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예배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
도하는 신자가 복됩니다. 헤롯 왕과
종교인들이 사랑했던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구주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예배할 열정이 더욱 뜨거워
질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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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tourism," the
Travel: CHEORWON Dubbed
idea is to create a sus-

tainable form of tourism
whereby visitors enjoy the nature,
grow to love and protect it more,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Last month, Cheorwon joined
hands with the ministries of enviBy Lee Haye-ah
ronment and national defense to
CHEORWON, South Korea, June
open a site for ecotourism, called
16 (Yonhap) -- On a hot summer's
the DMZ Eco Peace Park, along
day, three vans full of Southeast
the southern border of the DemiliAsian delegates traveled north to
tarized Zone (DMZ).
a border county mostly known for
The DMZ is a four-kilometer-wide
being just that -- on the border
buffer zone that has bisected the
with North Korea. Cheorwon, 88
Korean Peninsula since the end
kilometers northeast of Seoul, is
of the 1950-53 Korean War to
not the most frequented of places
prevent another armed conflict
for tourists from home or abroad,
between the sides. With civilian
especially if there's tension beaccess banned for the past 60
tween the two Koreas. But the
years, the area has become a trove
county has been building its own
of rare flora and fauna.
niche in the tourism industry by
Getting out of their vans, the 32
capitalizing on that inescapable
government and business officials
aspect of its geography and the
representing the 10 countries of
historical and natural elements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that come with it.
Nations (ASEAN) were greeted
by soldiers inside
the park. The
trip wrapped
up a three-day
workshop on
ecotourism organized by the
intergovernmental ASEAN-Korea
Center in Seoul.
According to the
tour guide, the
Delegates from Southeast Asia tour the DMZ Eco Peace Park in Che- delegates were
orwon, 88 kilometers northeast of Seoul, on June 10, 2016, in this
the first foreign-

Southeast Asia
benchmarks South
Korea for ecotourism

photo provided by the ASEAN-Korea Center.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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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s to visit the park since its official
launch on May 21.
During the tour, the group not
only came across more soldiers,
but also barbed wire fences and
signs warning of mines beyond
a point. As dangerous as it may
seem, the park was in fact eerily
quiet and peaceful.
A wooden footbridge dating back
to the war hung above the water,
twisted and scanty because most
of the boards had fallen out, but
still serving a purpose as a drying
rack for birds. What used to be
a rail bridge stood in the water
on one side. Until about 70 years
ago, it had supported trains bound
for Mount Kumgang, a scenic
mountain range on the North's
east coast, but now it was reduced
to concrete slabs, which only went
so far as they didn't reach the opposite shore.
As for the trees and mountains
that filled the landscape, it took
60 years after the war for nature
to restore itself to its current state.
The tour guide sai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40 years before
nature fully recovers itself to its
pre-war condition.

Sounh Manivong, director-general of the Tourism Development
Department of Laos' Ministry of
Information, Culture and Tourism, said he is taking back another lesson from the tour.
"My impression is that sanitation,
cleanliness, even though it is eco-

tourism, it's good compared with
some countries," he said.
Standing near the border with
North Korea, however, Somphonexay Phosalath, managing director of the Yingchokchai Group, a
developer of tourist sites in two
villages of southern Laos, confessed to feeling nervous when
soldiers gave orders to refrain
from taking photographs of military facilities or the little that can
be seen of the North.
A 40-minute drive away, a
small village of 360 residents was
developing its own niche in the
ecotourism industry.
Under the four pillars of accommodation, hands-on experience,
sales of agricultural goods, and
tourism, the Durumi Peace Eco
Village was generating an increasing amount of income for its
people.
According to managers of the village's ecotourism program, sales
of agricultural goods brought in
300 million won (US$257,000)
last year, up from 200 million
won in 2014. Accommodation
fees generated an additional 200
million won last year, leading the
village to start construction on
another boarding house.
hag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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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광고 / CLASSIFIEDS
무료 광고란은 모든 독자들께서 편하게 이
용하실수 있는 장터입니다. 생일, 돌잔치, 부
고, 중고 물건 매매등 모든 알림을 편하게 알
려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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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사스 경로대학에서 댄스, 체조, 취미활동, 건강
강의 등으로 재능을 기부해주실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913-236-763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are an authorized METROPCS dealer
in KCMO Area. We have over 20 STORES. I
am currently looking for Assistant Operation Managers/ Store Managers/ Sales Rep.
Need to be able to speak English. Also,
looking for anyone that would like to open
a MetroPCS STORE, or purchase opened
STORES. 우리는 KCMO 지역의 METROPCS
공인 대리점입니다. 우리는 20 개 이상의 점포
가 있습니다. 현재 Assistant Operation Managers / 매장 관리자 / 영업 담당자를 찾고 있습
니다.영어를 할 수 있어야합니다. 또한, Metro
PCS 매장을 열거 나 열 저장소를 구입하고자하
는 사람을 찾고. Ben Kim, General Manager Tomorrow Mobile Cell - 512.906.6106
1622 Central Ave., Kansas City, KS 66102
Help Wanted: Janitorial Services Company.
사무직0명, 매니저0명. 영어 가능자.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일단 전화로 상담해 보세요.
Call (913)980-3043
Help Wanted: eMaids of KANSAS CITY
HAS HOME/OFFICE CLEANER POSITIONS
OPEN! eMaids of Kansas City, is looking for:
honest, friendly, motivated and experienced
individuals for Home/Office Cleaning.
Applicants don’t need to be fluent in English,
but we prefer that they speak some English
so that our clients can communicate with
our team. We pay between $11.00 - $15.00
per hour (Plus Tips) after training. Plus we
pay weekly. Must present valid ID / Social
Security Card. Must pass a background check
and have reliable transportation. Contact us

by emailing eMaidsJOBSKC@gmail.com or
calling 913-871-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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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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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사스 민박 및 하숙–방5 개,화장실 3개, 거실,
페미리룸, 다이닝룸이 있으며 넓은 뒷마당이 있
습니다. 연락처: 이메일
10sweetpotato24@gmail.com
하숙합니다
방 3개, 화장실 3개, 라이드 가능합니다
편의 시설: 라운드리, 인터넷, 파킹랏
II-35, 210 HWY, I-29, I-635
하이웨이가 가까운거리에위치한
전화번호 913-244-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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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 SERVICES
캔사스시티
카운셀링센타
(Kansas
City
Counseling Center): 상담분야- 개인, 가족,
부부, 어린이, 청소년 상담/ 교육프로그램 - 가족,
청소년, 어린이 프로그램/ 많은 한인여러분의
이용을 바랍니다. 10100 Metcalf Ave. OP.
KS 66212 913-929-5557 상담원 - 정우현
교수(리버티 상담 대학원 철학박사, 미드웨스턴
신학교 교수), 이선영(미드웨스턴 상담석사),
전미순(미드웨스턴 상담 석사, City Union
Mission 중독전문 상담가), 이희승 (미드웨스턴
기독교 교육석사 & 상담석사, AMI몬테소리 국제
자격증, 캔사스주 전문 카운셀링 자격증 소지)
New
Art
Class
미술
수업안내
pre-k~
12th,
성인반
모집
다년간 입시지도 및 대학강의 경력의 박
사출신 선생님과 전문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선생님의
체계적인
미술수업
상담문의
816-646-1376/816-294-4283
artstudioianusa@gmail.com
Jo’s Auto Body Shop
We buy used and junk cars and trucks! MonSat 9am-7pm, 3333 Stadium Dr. KC, MO
64128, 816-923-0330 / 816-686-4046
jeongpanjo@gmail.com Pan Joe Jeong

업소 매매 / BUSINESS FOR SALE
Math & Reading Center For Sale:
---리 스밋에 위치한 프렌차이즈 영어 수학 학원을
은퇴 계획으로 판매함. 12여년 동안 매년 일관 된
학생 수와 함께 좋은 수익을 보여줌. 최소의 영업 시
간과 비교적 저렴한 사업 투자비로 사업 인수 가능.
보람 있고 확장 가능성이 많은 사업. 원 하시는 분
은 수 년 동안의 손익계산서를 볼 수 있음. 프렌차
이즈 허가 위해 학사 학위가 필요함. 연락처 (913)
709-2335. A franchise after-school education business, located in Lee’s Summit, is for
sale. Current owner plans on retirement. This
franchise business, with reasonable working
hours and small initial business investment,
has been established in the area for over
12 years with ever-growing profit levels.
Profit/loss statements can be provided upon
request. A Bachelor’s degree is required.
Call (913) 709-2335 for more information.
Call (913) 709-2335
휴대폰 가게 매매(Metro PCS): 켄자스 시
티 지역 휴대폰 가게를 매매합니다. 여러지역
에 가게 있음( St. Joseph, Topeka, Raytown,
Olathe, Merriam, Lawrence, Overland
Park). 소액투자로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입
니다. 연락 주세요연 황(Yeun Hwang): 425496-4040.

하숙 / BOARDING

Piano & Violin Lessons – 캔사스 음악 학원 KC
Music Academy 913-272-1177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8841 Glenwood St.
Overland Park, KS 66212 캔사스 선교교회
선교관내 문의: 이 경재 교장 317-437-3510,
klee@kckoreanschool.org
쿠몬 학원 Kumon Academy
대상: 3살 부터 18 세까지 Ages: 3-18
과목: 영어및 & 수학
Subjects: English & Math
* 학생 자신이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며 자신
감을 동시에 증진시켜줌. Students learn how
to study and improve learning skills at the
same time enhance self-confidence.
* 세계에서 가장 큰 과외학습학원 (현재 4000
개 학원에서 삼십만명의 수강생이 등록. The
biggest extra-curricular learning academy in
the world (30 million students are currently
registered at the 4000 Academies).
* 무료 diagnostic test 및 무료 오리엔 테이션
Free Diagnostic tests and complementary
orientation. *전화 913 897-1111
Art Center of KC * 기존에 있던 구인구직란 ‘
미술파트타임 선생인 구합니다’ 광고 이거 빼주
시구요. 선생님 구했습니다. * 서비스/services
란에 광고 부탁드려요. 비지니스 처음 시작하시
는분, 업종 변경등 홍보가 필요하시는 분. 디자
인작업/ 명함,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및 홍보
인쇄물 일체 디자인 합니다. 디자인 전공 실무경
력 풍부한 전문 디자이너의 작업물 합리적인 가
격에 도와드립니다. 필요하신분 전화주세요. Art
Center of Kansas City.LLC (Art Education,
Design Group, Portfolio)
Golf 개인교습 : 김준배 PGA 전문 골프 코
치(PGA certified instructor)-오버랜드 파
크와 샌앤드류 골프장의 수석 코치, 캔사스
(Midwest PGA Section)의 유일한 PGA 인증
전문 골프코치.(개인교습문의 913-558-7997)
Golf Private Lesson: Mr.JB KIM.
*US KID TOP 50 Teacher Award/ TPI Golf
Mechanic LEVEL 2 Certified Teacher
www.golfop.com, jbkgolf@gmail.com,
913-897-3809, 913-558-7997
NLI에서 “Study Help” 프로그램은 운영합니다. 초
등/중등/고등학생들의 학교숙제를 돕고, 영어학습
(Reading, Speaking, Listening, Writing)을 도
와드립니다. (문의: 913-449-2233)
NLI에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중국어,
인도어, 스페인어, 독일어, 포르투갈어(Chinese,
Hindi, Spanish, German, Portuguese)를

가르칩니다. (문의: 913-449-2233)
NLI에서 교과목 과외합니다. Math, Geometry,
Algebra, Calculus, Science, Chemistry,
Physics, Biology (문의: 913-449-2233

사회 / COMMUNITY
한인단체장 목록
캔사스 시티 한인회 816.214-7814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G.K.C.
7800 Shawnee Mission Pkwy
Mission, KS 66202
캔사스 상록회 (회장 정영로)
The Korean Senior Citizen Society
6800 Alden St, Shawnee KS 66216
캔사스 한인 상공 회의소 (회장 공석)
916 Minnesota Ave. Kansas City, KS 66101
캔사스시티 한국 학교 (교장 이경재)
8841 Glenwood St.
Overland Park, KS 66212
317-437-3510, klee@kckoreanschool.org
캔사스 시티 목회자 협의회 (회장 김례원 )
2737 S. 42nd St. KCK 66106,
913-831-6779 / 913-206-6631(c)
Tim0921@gmail.com
캔사스 한인 체육회 (회장 왕 희철)
913-205-5922
Korean American Sports Council of Kansas
캔사스시티연합성가단 (단장 안성호)
913.481.4998
Korean Choir of the Greater Kansas City
캔사스 한국 문화회관 건립 협회 (회장: 민상
기) 913-710-9688 8409 W. 129th Ter,
Overland Park, KS 66213
캔사스 장로 성가단
(단장: 김영렬 장로)913-593-7776
(총무: 배규태 장로) 816-33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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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모집
원고를 모집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kckj는
한인 여러분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담고자합
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여러분의 글들을
500단어 내외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요.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면상 내용과 길이는 편집될수 있습니다.)
kim@kckoreanjournal.com 로 제출해
주세요
Essay Submission
Do you have a talent for writing?
KCKJ is accepting essays (about 500
words) from our readers. (We reserve
right to edit) Please submit to kim@
kckorean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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