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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EDITOR’S NOTE

• 모든 칼럼의 영어 또는 한국어 번역본은 요약본이며, 외부필자의 원고는  

신문사 편집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ll translations of the columns are done in summary form. The opinions, 

beliefs, and viewpoints expressed by the contributing writers may not reflect 

the opinions, beliefs, and viewpoints of KCKJ.

• Korean Translator and Editor: Chaeyoung Kang 

    ------------------------------------------------------------------------------------

• 캔사스시티 코리안 저널의 (연합 뉴스)로 표기된 모든 기사의 발신지와 저작권자는 

• 연합뉴스이며, 무단전재나 재배포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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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작권문구 <저작권자 (C)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The source and copyright holder of all articles marked as Associated Press 

(AP) in Kansas City Korean Journal is AP  News(AP), reprinting or distributing 

without permission is strongly prohibited. 

  1. AP - (Article Source Reuters) 

  2. The copyright notice <copyright (C) AP All Rights Reserved   - Copyright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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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신문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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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CALENDAR OF EVENTS
May 31: KC PRIDEFEST: May 31-
June 2, Berkley Riverfront Park, 
1298 E. Riverfront Rd, KCMO

June 1: STRAWBERRY FESTI-
VAL: 9am-4pm, Vaile Victorian 
Mansion, 1500 N Liberty St., 
Independence, MO 64050

June 1: STRANGEFEST 2019: 
From: 04:00 PM to 11:00 PM, 
Kansas City Power & Light Dis-
trict 50 East 13th Street; Suite 
200; KCMO

June 1: KC BREW FEST: 6pm-
10pm, Arrowhead Stadium, 1 
Arrowhead Dr, KCMO

June 6: OLD SHAWNEE DAYS: 
June 6-June 9, Downtown Shaw-
nee, 11501 W 57th St, Shawnee, 
KS 66203

June 7: 10TH ANNUAL BIG 
SLICK CELEBRITY WEEKEND: 
June 7-June 8, Kauffman Stadi-
um, 1 Royal Way, KCMO: BIG 
SLICK - PARTY & SHOW
June 8, Starting: 08:00 PM, 
Sprint Center, 1407 Grand Blvd, 
KCMO

June 7: VEGFEST KANSAS CITY 
2019: From: Friday, June 7, 2019 
6-10 p.m., Saturday June 8, 2019 
10-4 p.m., Sunday June 9, 2019 
10-4 p.m, City Market Square, 
5th & Walnut, KCMO

June 7: GREEK FESTIVAL OF 
KANSAS CITY: June 7 - 9, From: 
5:00 PM to 10:00 PM, St. Diony-
sios Greek Orthodox Church, 
8100 W 95th St, OP, KS 66212

June 11: HEART OF AMERI-
CA SHAKESPEARE FESTIVAL 
PRESENTS: SHAKESPEARE 
IN LOVE: Su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June 11-July 7, 8pm, 
Southmoreland Park, 47th & 
Oak Sts., KCMO

June 13: SUNSET MUSIC FEST: 
Weekly on Thursday, June 13-

June 27, 6:00 pm-9:30pm, Town 
Center Plaza/Crossing, 5000 W 
119th St., Leawood, KS 66209

June 14: BOULEVARDIA: June 
14-June 15, Stockyards District 
1515 Genessee St, KCMO

June 14: FLAG DAY CONCERT: 
Starting: 01:00 PM, National 
WWI Museum and Memorial 2 
Memorial Dr, KCMO

June 15: CROWN CENTER AN-
TIQUE FESTIVAL: June 15-June 
16, From: 09:00 AM to 04:00 
PM, Crown Center, 2450 Grand 
Blvd., KCMO

June 15: MONSTER JAM: 7:00 
PM - 11:00 PM, Arrowhead Sta-
dium 1 Arrowhead Dr, KCMO

June 16: FATHER’S DAY

June 18: HAMILTON: June 18-
July 7, Kansas City Music Hall, 
301 W 13th St., KCMO

June 21: GREAT LENEXA BBQ 
BATTLE: June 21-June 22, 4:30-
11 p.m. (Friday), 9 a.m.-3 p.m. 
(Saturday), Sar-Ko-Par Trails 
Park, West 87th Street Parkway, 
Lackman Rd, Lenexa, KS 66215

June 23: MAKER FAIRE: KAN-
SAS CITY 2019: June 23, From: 
10:00:00 to 06:00:00, Union Sta-
tion, 30 W Pershing Rd., KCMO

June 28: PARKED! MUSIC, 
FOOD TRUCKS AND FIRE-
WORKS!: 5:30 pm - 9:30 pm, 
Stump Park 4751 Woodland Dr, 
Shawnee, KS 66218

June 29: KANSAS CITY KAN-
SAS STREET BLUES FESTIVAL: 
Starting: 1:45 PM to 11:00 PM, 
Lavender’s Circle L Ranch 4553 
N 49th Dr, K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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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1일 캔사스시티 한국
학교(교장 이명희)에서는 2019

년도 봄학기 종강식이 선교교회 본당
에서 있었다. 최광훈 목사의 감사기
도와 이명재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이
사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번 2019년 봄학기 종강식에는 캔
사스시티 한국학교를 설립하신 고 
이생희 선생의 부인인 손경숙 여사
를 초대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
었다. 

<2018-2019년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의 발자취> 동영상을 보며 올해로 39
주년을 맞이한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에서 한글과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배
우며 함께 했던 1년의 시간들을 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허영주 교사의 지휘아래 캔사스시
티 한국학교 오케스트라반과 합창반
이 협연으로 <홀로 아리랑>특별공연
이 있었다. 
첫번째 특별공연이 끝나고 드디어 시

상식이 시작되었다. 2018년 가을학
기부터 2019년 봄학기까지 1년을 기
준으로 출석상시상이 있었다. 총 42
명의 학생들이 출석상을 받아 모두 
함께 박수로 축하해 주었다.
일기상은 총 16명이 대상이 되었다. 

한글로 일기 쓰기를 열심히 한 학생
들에게 시상을 하였다.
이어서 총 16명의 학생들에게 우수상 

시상이 있었다. 우수상은 각 반에서 
성적 및 학습태도 등 모범을 보인 학
생들로 선정되었다.

이번 2018-2019년 캔사스시티 한국
학교의 생희장학생은 중급 2반의 박
장미 학생이 수상하였다. 한국학교의 
수업과정을 잘 이수하고 한국어와 한
국문화를 배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성
실한 학습태도로 모든 학생들의 모범
이 되었기에 생희 장학증서를 수여하
였고, 부상으로 다음 한 학기 등록금
이 면제가 되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시상식은 설립자 대표로 고 이생희 
선생의 부인인 손경숙 여사가 시상을 
해 주었다. 

시상이 끝나고 손경숙 여사의 인사말
씀이 있었다. 생희창립자는 39년전인 
1980년 4월 캔사스시티 한국학교를 
설립하였다며, 그 당시 미국학교에는 
한국인 학생이 많지 않아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아이들을 위하여 아
이들이 한곳에 모여 외롭지 않게 한
국인의 소속감을 심어주자는 목적으
로 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캔사스시티 
한국학교가 39년동안 크게 성장을 하
였다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
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아이들이 훌
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리라 믿는다고 
하시며, 앞으로도 캔사스시티 한국학
교가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겠다는 격려의 말씀을 해 주었
다. 그 자리에 참석한 학부모들과 학
생들은 캔사스시티 한국학교를 설립
해 주신 그 큰 뜻에 감사하는 마음으
로 모두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 뜨거
운 박수를 보냈다. 

시상식이 끝나고 이어지는 두 번째 
특별공연이 이어졌다. 유치1반과 유
치2반은 김혜경 교사와 송치선 교사
의 지도 아래 합동으로 <아리랑 노래
와 체조>를 선보였다. 앙증맞게 춤까
지 추며 공연을 한 유치반 아이들의 
모습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기초반은 안향미 교사의 지도 아래 <
아빠와 크레파스> 합창을 하였다. 학
기 중에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한 기초
반 아이들은 무대체질인양 자신 있게 
큰 목소리로 입 맞추어 노래를 잘 불
렀다. 

중급1반은 이주현 교사와 함께 <우리
의 도레미 노래>를 선보였다. 대중들
에게 널리 알려진 싸운드 오브 뮤직
(Sound of Music) ‘도레미송 노래’
를 중급1반 아이들과 함께 각색하여 
재미있는 가사를 넣어 멋진 공연을 
해 주었다. 예를 들어 “라~는 매운 라
면!” 과 같이 재미있는 가사에 관객들
은 함께 웃으며 즐겁게 학생들을 공
연을 지켜보았다.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2019년 봄학기 종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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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 성인반 학생들은 황유선 교사와 
황예슬 교사의 지도 아래 방탄 소년
단의 <아리랑> 춤을 선보였다. 황예
슬 교사의 첼로 연주도 멋졌고, KSL 
성인반 학생들이 모두 동작을 맞추며 
멋진 공연을 해 주었다. 무엇보다 공
연을 하는 내내 학생들 모두 즐거워
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춤을 선보여
서 보는 사람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주었다.

초급 1A반과 초급2반은 김유미 교사
와 정지송 교사의 지도아래 <국악동
요 메들리>를 선보였다. 멋진 노래가
사에 맞추어 학생들 모두 멋지게 공
연을 해 주었다.

중급2반은 이은미교사의 지도로 뮤
지컬 <유관순>을 공연하였다. 짧은 
시간의 연습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이
었으나, 학생들의 열연으로 한 순간
도 눈을 돌릴 수 없을 정도의 멋진 공
연을 선 보였고, 공연이 끝나자 건
물 안이 떠나갈 것 같은 박수가 이어
졌다.

이어 유갑무 교사의 지도로 캔사스시
티 한국학교 특별활동반인 부채춤반
의 <아리랑> 공연이 이어졌다. 아리
랑의 음악에 맞추어 학생들은 아름답
게 부채춤을 선보였다. 짧은 연습 기
간이 무색하게 학생들 모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공연을 선보였다. 

마지막 공연은 유하나 교사와 오승현 
교사의 지도로 고급반과 초급1B반
의 합동 공연인 <풍물놀이>였다. 징, 
꽹가리, 소고, 장구, 북 등 한국 고유
의 악기를 가지고 멋진 무대를 선사
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이명희 교장은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였
고, 2018-2019년 캔사스시티 한국학
교의 모든 교사들과 보조교사들이 함
께 인사를 드리며 종강식을 마텼고, 
행사 후에는 체육관으로 이동하여 교
제와 다과의 시간을 가졌다. 각 반 교
사들은 지난 1년간 수업을 했던 사진
들과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이번에
는 새롭게 사진부스를 만들어 학부모
님들과 학생들이 즐겁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고, 한국 전통
의 기와와 한복 형태를 만들어 세워 
놓고 한국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도
록 설치했다. 캔사스시티 한국학교와 
함께 한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교사들
이 모두 함께 한 의미있고 행복한 종
강식이었다.

<생희장학생>
중급2: 박장미
<우수상>
유치1: 박유진, 한미소 / 
유치2: 김민솔, 김인하 
/ 기초: 차한나, 아이라 
Pevey
초급 1 A: 손유빈 / 초급 
1B: 남시우 / 초급2: 송예
나 / 중급1:최현수 / 중급
2: 크리스틴, 최하늘
고급: 정규은 / KSL 
Children: 윤지우 / KSL 1: Megan Sugrue/ KSL 2: Taneisha Brown
<출석상>
유치1반: 아미아, 백진솔, 연아, 김샘, 안기든, 정규한, 최하나
유치2반: 혜린 플레지, 이심온, 레인 틸만, 헨리 진영 워잭
기초반: 차한나, 정하윤, 아리아 Pevey, 최하현
초급 1A: 안이든, 안가든, 요한 Higgins, 이라임
초급1B: 박한민, 윤이룩, 백인수
초급2: 김유나, 사리나
중급1: 이하임, 백진영, 손예빈
중급2: 고요셉, 나강민, 김민재, 최하늘, 박찬희, 박장미, 크리스틴 예이츠
고급: 김혜나, 조하은, 정규은
KSL Children: Momo Ross, Andrew Lee
KSL 1: Megan Sugrue, Shatonda Jones
KSL 2: James Simms
<일기상>
초급 1A: 이라임, 초급 2: 하단비, 김유나 중급1: 최현수, 손예빈, 백진영, 이
하임, 유지수
중급2: 크리스틴 예이츠 (으뜸상), 최하늘, 정하준, 박찬희, 장성, 장진, 유지
혜, 박장미
고급반 글쓰기 으뜸상: 조하은
<상상그이상>
KSL 1: Shatonda J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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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제 19회 정기연
주회까지 마치며  합창

으로 모두가 어우러져 하나
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던  조영애 연합성가단장
이 2018년까지의 임기를 끝
으로  단장직을 내려 놓았다.  

  조영애 연합성가단장은 연
합성가단을 이끌며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하여 
정기연주회까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다며 함께 했
던 모든 단원들과 캔사스시
티 동포사회에 감사의 인사
를 전했다.

  2019년 캔사스시티 연합성가단에서는  박송이 새지휘자를 필두로 하
여 제20회 정기 연주회에서 더욱 멋진 합창으로 캔사스시티 한인동포
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캔사스시티 연합성가단원’을 모집한다고 한
다. 마음모아 소리모아 함께 찬양하고 음악으로 함께 하길 원하는 분
들이 연합성가단과 함께 하길 기대한다.

<연합성가대 박송이 지휘자 인사말>
안녕하세요.  2019 년 Kansas City  연합성가대 지휘를 맡게된 박송
이 입니다.  먼저 음악과 찬양을 사랑하고 아끼는 귀한 모임에 동역자
로 섬기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Kansas City 연합 성가대가 찬양을 통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되고 이웃의 마음을 치유하는 축복과 평화의 도구가 되
기를 기대 하며 언제나 함께 중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
다.

PROFILE
Current
Adjunct Faculty at Washburn University in Topeka, KS
Organist & Handbell Choir Director at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Topeka, KS
Education
University of Kansas
• Doctor of Musical Arts in Choral Conducting
• Doctor of Musical Arts in Organ Performance,

캔사스시티 연합성가단  
소식

• Master of Music in Choral Conducting 
Peabody Institute of Johns Hopkins University
• Graduate Performance Diploma in Organ Performance 
Boston University
• Master of Sacred Music in Organ Performance
Yonsei University
• Bachelor of Music (Church Music: Choral Conducting) 

<연합 성가단 단원 모집  및 첫 연습 안내>

단원 모집 문의 연락처 
Angela Che :  (714) 470-1085
문경환         :  (913) 251-7871

연합성가단 첫 연습
날짜 및 시간: 2019년 6월 3일 첫째 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캔사스 선교교회에서 첫 연습을 시작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사/ 글: 캔사스시티 한인회 보도위원  안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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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사스시티 한인회에서는 
지난 2019년 5월 16일 

Sheraton호텔에서 열린 Asian 
American Chamber of Com-
merce (AACC) Kansas City 
Annual Awards Gala에 안경호 
캔사스시티 한인회장과 위원들이 
참석하였다. 

  Asi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Kansas City는 
캔사스시티 아시안상공회 모임으
로 교육, 네트워킹 및 제반 활동을 
통해 아시아계 사업의 경제적 기
회를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참
여와 시정을 촉진하는 비영리 단
체로 1998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
체이다.

  AACC는 가입하는 기업이나 단
체들에게 40,000명이 넘는 아시
아계 미국인이 살고 있는 캔사스
시티 지역에서 다양한 그룹간의 
관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AACC에 가입되어 있
는 회원단체들은 중소기업, 신흥
기업, 대기업 등 다양하다. 회원
단체들은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인도, 필리핀, 일본,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 국가의 단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는 Kansas 
City 지역의 미국 주류사회와 결
속을 다지며 계속 성장하고 있다.

(기사/사진: 캔사스시티 한인회 
보도위원. 안향미)

캔사스시티 한인회 ASI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KANSAS CITY 
ANNUAL AWARDS GALA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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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캔사스시티 한인회(회장 안경호)에서는 Ethnic 
Enrichment Commission에서 주최한 Diplomatic Ball 행

사에 참석하였다. 몇 년 동안 캔사스시티 한인회 자체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2019년도 행사에는 안경호 회장과 한인회 위
원들이 자리를 같이 하였다. 

Ethnic Enrichment Commission에서는 캔사스시티 지역의 세계
민속축제(Ethnic Enrichment Festival)를 주관하고 있다. 이번 제
40회 세계민속축제는 다가오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동안 
Swope Park (Meyer Blve & Swope Parkway, Kansas City, Mis-
souir)에서 열릴 예정이다. 60여개국 이상의 전세계의 여러나라들이 
참여하여 각 나라들의 음식과 음악, 만들기(Crafts)와 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캔사스시티 한인회에서도 이번 Diplomatic Ball 행사 참
여로 Ethnic Enrichment Festival에서 한국을 홍보할 수 있도록 부
스를 획득하였다. 이번 한국 홍보용 부스에서는 음식은 선보일 수 없
으나, 한국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세계민속축제는 1976년 전세계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감사를 

지난 5월 25일(토) 캔사스시
티한인회 (회장 안경호)에

서는 Indian Creek Recreation 
Center에서 한인회 위원들과 가
족들을 초청하여 한인회 가족야유
회를 가졌다. 
  이번 캔사스시티한인회 가족야
유회는 그동안 수고한 한인회 위
원들과 가족, 그리고 지인들이 모
두 함께 모여 화합하고 행복한 시
간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일주일 내내 비가 오며 굳은 날
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캔사스시티
한인회 가족야유회날은 다행이 날

캔사스시티한인회 가족야유회

씨가 화창하였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로 인하여 많은 위원들이 한
인회 가족야유회에 참석하진 못했
지만 시종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
되었다.
  안경호회장은 한인회 가족야유
회를 통하여 캔사스시티 한인회
가 내부결속을 다지고 화합 단결
하여 캔사스시티 한인동포사회에 
봉사하는데 더욱 노력하자고 다짐
하였다.
  그동안 제각각 바쁜 일상으로 인
하여 함께 모이기 힘들었던 한인
회 위원들이 이번 한인회 가족야

유회로 자리를 함께하여 더욱 뜻 
깊은 하루였다. 캔사스시티 한인
동포들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마
음으로 모여 함께 하는 사람들! 아
름다운 동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
음을 서로 기억하면서 함께 한 소
중한 시간이었다.
  캔사스시티 한인회 위원들은 각
자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
며 화기애애한 한인회 가족야유회
를 가졌다. 
  이번 한인회 가족야유회로 힘을 
충전한 캔사스시티 한인회는 앞으
로도 계속 한인동포들을 위하여 

열심히 발로 뛰는 젊은 한인회가 
될 것이다. 

(기사/사진: 캔사스시티한인회 보
도위원. 안향미)

캔사스시티 한인회 웹싸이트 안내: www.
kckorean.net
캔사스시티 한인회 facebook 웹싸이트 안내: 
www.facebook.com/kasofgkc
(facebook 웹싸이트에서 Like를 눌러주세
요.)

캔사스시티 한인회 DIPLOMATIC 
BALL 행사 참석



JUNE 2019 / 06월 2019년       kckoreanjournal.com 커뮤니티 / COMMUNITY 11
회비는 가족당 $20.00 독신은 $10.00 

도네이션을 $100 이상 하신 분은 자동으로 한인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인회비 보내실 곳 10409 Marty Ave, Overland Park, KS 
66212 

한인회 회비 내신 분들 명단 
Chung Yun  김준  송진희  이향경  최성용

 J Kim  김준배  신혜승  이효순  최현철
John Dawson  김준수  안경호  임명찬  하오령

Scott Ahn  김진홍  안성호  임소연  한경완
Thomas Lee  김추윤  안승민  임은정  한관희

강미영  김한석  안승철  장린옥  허장
권수연  김현영  안진성  장영준  황민정
 권충호  김호원 김종자  안향미  전인성
 김경민  김호찬  앙혜연  정기호 김세윤
 김광묵  데니스조 이주현  양봉래  정영로 천옥희

김광웅 황인숙  독고영식 박인숙  양영승  정원화
김권  모인환  오명순  정재호

김금규  문경환  오승현  정지훈
김다위  문현자  왕희철  정진미
김대중  박귀우  유갑무  정태경
김도준  박병관  유명재  정판조
김병철  박선희  유혜란  조영애

김봉석 노현이  박성창 박수미  윤정재  조은경
 김상아  박순현 박상희  윤태석  조정남
김상용  박영자  은영영  조정숙
김석환  박은지  이경남  주은온
김성  박진숙  이명재  지형준

김성배  방은숙  이승우  차미화
김성일  배규태 배화자  이승현  천우선
김소라  서지원  이아롱  천창호
김수환  서현진  이영일  최병연
김시현  손경숙  이옥순  최성숙
김정원  송세준  이주찬 원영희  최성오

안경호 $12,000.00 총금액: $625.00

재외동포재단 $5,000.00

Asian-American

Chamber of Commerce
$1,500.00

Assi $1,100.00

초가 $1,000.00

왕희철 $960.00 도네이션 TOTAL: $30,720.00

안성호 $835.00

상록회 $500.00

Viva fashion $500.00

고박세연회장가족 $500.00

김성배 $500.00

장영준 $500.00

문현자 $450.00

배규태 $440.00

김봉석 $300.00

김호원 $300.00

서현진 $300.00

송세준 $300.00

베델장로교회 $200.00

제일장로교회 $200.00

박병관 $200.00

Scott An $200.00

Thomas Lee $200.00

양영승 $200.00

이옥순 $200.00

김금규 $200.00

김호찬 $200.00

임마누엘감리교회 $150.00

이주현 $150.00

정기호 $110.00

독고영식 $100.00

이경남 $100.00

김광묵 $100.00

김춘윤 $100.00

김준배 $100.00

정영로 $100.00

이주찬 $100.00

김진홍 $100.00

손경숙 $100.00

박병관 $100.00

LG Headset, 전화기, TV

중부시장 압력밥솥 2개

한인회도네이션명단 $100 이하도네이션명단

유갑무, 나눔의교회, 김정원

은영영, 최병연, 천우선&천창호, 윤정재, 모인환, 

권충호, 무명($53.00)

안경호 $12,000.00 총금액: $625.00

재외동포재단 $5,000.00

Asian-American

Chamber of Commerce
$1,500.00

Assi $1,100.00

초가 $1,000.00

왕희철 $960.00 도네이션 TOTAL: $30,720.00

안성호 $835.00

상록회 $500.00

Viva fashion $500.00

고박세연회장가족 $500.00

김성배 $500.00

장영준 $500.00

문현자 $450.00

배규태 $440.00

김봉석 $300.00

김호원 $300.00

서현진 $300.00

송세준 $300.00

베델장로교회 $200.00

제일장로교회 $200.00

박병관 $200.00

Scott An $200.00

Thomas Lee $200.00

양영승 $200.00

이옥순 $200.00

김금규 $200.00

김호찬 $200.00

임마누엘감리교회 $150.00

이주현 $150.00

정기호 $110.00

독고영식 $100.00

이경남 $100.00

김광묵 $100.00

김춘윤 $100.00

김준배 $100.00

정영로 $100.00

이주찬 $100.00

김진홍 $100.00

손경숙 $100.00

박병관 $100.00

LG Headset, 전화기, TV

중부시장 압력밥솥 2개

한인회도네이션명단 $100 이하도네이션명단

유갑무, 나눔의교회, 김정원

은영영, 최병연, 천우선&천창호, 윤정재, 모인환, 

권충호, 무명($53.00)

증진시키고 민족유화 유산을 보존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장려하기 위
하여 개최되어지고 있다. Ethnic Enrichment Commission에서는 
세계민속축제(Ethnic Enrichment Festival), Diplomatic Ball 등
의 행사를 주관하며, 지속적으로 회원국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전세계 회원국 학생들 중 선발하여 John Thomas Duncan 장학금도 
수여하고 있다. 

(기사/사진: 캔사스시티 한인회 보도위원. 안향미)

추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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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san, South Korea, May 17 

Molly Holt, chairper-
son of Holt Children’s 

Services of Korea, died early 
this morning, May 17, near 
her home in Korea. She was 
83 years old. 
In South Korea, Molly was 
known by many names, 
from the Mother Teresa of 
Korea to the Mother of all 
Korea’s Orphans. Although 
she devoted her life to 
caring and advocating for 
children and adults with 
medical, developmental and 
physical needs in Korea, she 
leaves a legacy that is felt 
around the world. 
Born on November 24, 1935 
in Firesteel, South Dakota, 
Molly was the second el-
dest daughter of Harry and 
Bertha Holt, who pioneered 
international adoption in 
the mid-1950s and later 
founded Holt International, 
the leading international 
adoption and child welfare 
organization, based in Eu-
gene, Oregon. Molly attend-
ed high school in Creswell, 
Oregon, and later graduated 
from both the University of 
Oregon and Sacred Heart 
Hospital, where she earned 
a nursing degree in 1956. 
The summer of that same 
year, Molly traveled for the 
first time to South Korea — 

fresh out of nursing school, 
and ready to help her fa-
ther care for children left 
orphaned and abandoned 
in the wake of the Korean 
War. A devout Christian like 
her parents, Molly had a 
vision for her future while 
in Korea. “I felt that this was 
where the Lord would have 
me be for the rest of my 
life,” she later said. 
Molly spent about 10 years 
of her early life in Korea 
with TEAM mission and 
Compassion mission work-
ing as a public health nurse 
in the southern provinces. 
Molly would then go on to 
spend most of her adult life 
at the Ilsan Center in Korea, 
a nurturing, long-term care 
home that her parents built 
in the early 1960s for chil-
dren and adults with special 
medical, developmental 
and physical needs. As a 
nurse and foster mother to 
the residents of Ilsan, Mol-
ly worked to ensure they 
received the specialized 
care they needed to reach 
their potential and live as 
independently as possible. 
Through her tireless advoca-
cy, Molly also made it pos-
sible for many children in 
care at Ilsan to join loving, 
permanent families through 
adoption. Today, hundreds 

of families adopt children 
with special needs every 
year from countries around 
the world. But long before 
it was common, Molly ac-
tively sought families for the 
children who others consid-
ered “unadoptable.” Like her 
parents before her, Molly 
helped change the culture 
of adoption by showing that 
every child is equally worthy 
of love and acceptance, and 
that every child deserves to 
be part of a family. 
Only a few times in her life 
did Molly leave the Ilsan 
Center for extended periods, 
and only to pursue addi-
tional training so that she 
could better meet the needs 
of the children and adult 
residents of Ilsan. She stud-
ied at Wheaton College in 
Wheaton, Illinois, attended 
Korean language school and 
Multnomah School of the Bi-
ble, did post-graduate work 
in special education at the 
University of Oregon, and in 
December 1991 she earned 
a master’s degree in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from Northern Colorado 
University. Throughout her 
life, she received many hon-
ors, including a presidential 
award, the National Order 
of Civil Merit from Korea 
in 1981, World Vision’s Bob 

Pierce award in 1984 and 
in 2009, for her lifetime of 
dedication to orphan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she 
received the Royal Order of 
Merit from the king of Nor-
way. 
Diagnosed with multiple 
myeloma in 2013, Molly nev-
ertheless remained steadfast 
in her commitment to the 
children and adult residents 
of the Ilsan Center. Despite 
her declining health, she 
said that she would devote 
her remaining life “to the 
things that she loves with 
her whole heart.” Molly 
never married or had chil-
dren, but to the residents of 
Ilsan — many of whom are 
now in their 50s and 60s — 
Molly was their only family. 
They called her “Unee,” or 
big sister, a name that Molly 
cherished. 
“Molly Holt moved so many 
with her tireless and admi-
rable efforts, especially for 
those children with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says Stephen Noerper, se-
nior director of the Korea 
Society and senior advisor 
to the United Nations. “As a 
brother of adopted, special 
needs siblings, I salute and 
admire her legacy of ser-
vice. She offered six decades 
of tireless devotion, stoo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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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edit to her brave par-
ents, and touched, formed 
and grew many through 
her compassion. The Ko-
rea Society and the entire 
community of those bent on 
international friendship and 
support extend deepest con-
dolences to her family and 
friends and the entire Holt 
organization. To Molly Holt’s 
nobility, spirit and service, 
all tribute and our love and 
heartfelt prayers.” 
Of Molly’s passing, Lee 
HongKoo, former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wrote, “The con-
tribution of Molly Holt to 
humanity and humanism ... 
is a historic achievement. 
The modern history of Ko-
rea will record her achieve-
ment with gratitude and 
admiration. Many of us in 
Korea join the Holt adoptee 
community in recording our 
love and farewell.” 
“I am saddened to hear of 
the passing of Molly Holt,” 
says Oregon senator Ron 
Wyden. “Although she lived 
most of her life in Korea, 
all of us in Oregon consider 
her an exceptional Orego-
nian. Molly leaves a legacy 
of caring and compassion 
that will endure for genera-
tions to come. Her devotion 
to orphaned children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touched the lives of thou-
sands of children and fami-
lies and changed the hearts 
and minds of many more for 
the better.” 
Services for Molly will be 
held in Korea on Tuesday, 
May 21, at the Ilsan Center 

of Korea. 
She is survived by her sib-
lings Barbara Holt Cham-
bers, Linda Holt Pack, Su-
zanne Holt Peterson, Robert 
Holt, Helen Holt Stampe, 
Christine Holt Russell and 
Betty Holt Blankenship. 
She was preceded in death 
by her parents, Harry and 
Bertha Holt, and siblings 
Stewart Holt, Wanda Holt, 
Nat Holt, Joe Holt, Paul Holt 
and Mary Holt Last.

한국 일산 5월 17일 - 이날 홀
트아동복지회 말리 홀트 이사
장이 83세의 나이로 소천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
www.welfarenews.net)

한국에서 몰리는 한국의 테
레사 수녀부터 한국의 모

든 고아의 어머니에 이르기까
지 많은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
다. 1935년 11월 24일 사우스
다코타 주 파이어스틸에서 태
어난 몰리는 1950년대 중반 국
제 입양을 개척한 해리와 베르
타 홀트의 두 번째 장녀였으며 
이후 오리건 주 유진을 기반으
로 국제 입양 및 아동 복지 기
구인 홀트 인터내셔널을 설립
하였다.
몰리는 오리건 주 크레즈웰에
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이후 오
레곤 대학교와 세크레드 심장
병원을 졸업하고 1956년에 간
호학위를 받았다.
일리노이주 휘튼의 휘튼대학
에서 공부했으며, 한국어학원
과 멀티노마바이블학교를 다녔
으며, 오리건 대학교에서 특수
교육으로 대학원 과정을 수료
했으며, 1991년 12월 콜로라도 
북부에서 특수교육 및 재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평생 동안 대통령상, 
1981년 대한민국으로부터 국

가공공훈장, 1984년, 2009년 
월드비전의 밥 피어스상을 비
롯해 노르웨이 왕으로부터 평
생 고아와 장애인에 대한 헌신
으로 왕립훈장을 받았다.
1956년 몰리는 한국전쟁으로 
고아가 된 버려진 아이들을 돌
보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처음
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몰리는 
한국에 있는 동안 그녀의 미래
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몰리는 한국에서 10년 정도의 
젊은 시절을 미션팀과 컴패션 
미션으로 남부 지방에서 공중
보건 간호사로 일했다. 몰리는 
그 후 모든 삶의 대부분을 한국
의 일산 센터에서 보내게 되는
데, 1960년대 초 그녀의 부모
가 설립한 중증 쟁애인 장기적 
보호 시설이다.
일산의 주민들에게 간호사와 
양어머니로서, 몰리는 그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가
능한 한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
록 일했다. 몰리는 지칠 줄 모

르는 그녀의 지지로 일산에서 
돌보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입양을 통해 사랑스럽고 좋은 
가정의 입양을 가능하게 했다. 
몰리는 모든 아이들이 편견없
이 사랑과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고, 모든 아이들이 가족의 일
부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
여줌으로써 입양 문화를 바꾸
는 것을 도왔다.
2013년에 다발성 골수종 진단
을 받은 몰리는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일산 센터의 아이들과 
성인 거주자들에 대한 헌신에
는 변함이 없었다. 건강악화에
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심으
로 사랑하는 것에” 남은 인생
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몰리는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은 적
이 없지만, 현재 50대, 60대인 
일산 주민들에게는 몰리가 유
일한 가족이었다. 그들은 그녀
를 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름
인 “Unee”, 즉 큰누나라고 불
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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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십견은 별다른 이상 없이 견
관절의 통증과 운동 제한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 50
대 이후에 많이 발병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 불리운다.  견관절을 
둘러싼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관
절낭염) 달라붙어(유착) 잘 움직
여지지 않고 아파지는데, 의학적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낭염(adhe-
sive capsulitis)이고, 다른이름
으로는 어깨가 얼어붙은 것처럼 
굳는 다고 해서 동결견(frozen 
shoulder)이라 부른다. 그러니 
오십견과 동결견 그리고 유착성
관절낭염은 모두 같은 말인 셈이
다. 우리와 친근한 병명인 오십견
은 근래에 들어서 운동 부족과 자
세의 불안정등의 원인에 의해서 
20~30대의 젊은 연령대에서도 자
주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같은 어
깨동작을 반복 사용 하며 일하는 
사람, 같은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에게 
많이 발생 한다. 

오십견 또는 동결견은 크게 두 가
지로 나눌 수 있는데, 특별한 원인
이 없는 특발성 동결견과 다른 원
인에 의해 생기는 이차성 동결견
으로 나눌 수 있다. 특발성 동결견
은 특별한 원인이 없으면서 견관
절 내의 연부 조직의 점진적인 구
축으로 통증과 더불어 능동 및 수
동 관절 운동이 제한되는 질환이
고, 이차성 동결견은 관절막에 외
상이 생겼다거나 관절의 과다 사
용, 수술 후 장기간 고정, 당뇨와 
회전근개라고 하는 어깨의 힘줄이 
손상되어 발생되는 질환이라 할 
수 있다.  ‘오십견은 시간이 지나
면 저절로 낫는다’고 생각해 적극
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2년이 넘도록 팔을 90도 이상 올
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팔을 

움직여 운동을 꾸준히 해야 호전
될 수 있지만 극심한 통증에 팔을 
움직이지 못해 점점 더 심해지는 
환자들이 대다수다.  한국의 경우 
오십견 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어 
2015년 73만1천여 명에서 2018
년에는 76만9천여 명으로 증가했
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어
깨에 안 좋은 자세를 장시간 취하
고,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어깨 부
상이 늘어나 어깨의 노화가 빨라
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컴퓨터 
사용등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근
육에 무리를 주어 어깨 관절에 좋
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원
인으로 보고 있다.

잘못된 자세나 무리한 움직임으로 
오십견이 발생하수 있지만 의학적
인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목 디스크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발생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주로 40~60대 나이
에 발생하며 30대에서도 종종 나
타난다.  오십견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인 ‘통증기’는 발
병으로부터 3~6개월까지로, 통증
이 나타나기 시작해 점점 심해지
는 시기로 어깨 관절의 경직도 서
서히 나타난다. 어깨 관절이 완전
히 굳기 전이어서 아프지만 팔을 
올리거나 뒤로 올리는 동작이 크
게 어렵지는 않다. 또 통증도 간헐
적으로 나타나고 어느 정도 휴식
을 취하면 나아지기 때문에 오십
견이라 생각하지 못하기도 한다. 
2단계인 ‘동결기’는 6~12개월 사
이로, 어깨가 이미 굳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기 어려워진다. 특
히 팔을 뒤로 돌리거나 들어 올리
는 동작에서 통증이 심하다. 가만
히 있으면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
면서 견딜 만해지지만 관절 경직

은 점점 심해진다. 마지막 3단계
는 ‘해동기’로 길게는 2년 이상 소
요되며, 통증이 감소되고 어깨 경
직이 풀리게 된다. 이전보다는 좋
아지기는 하나 어깨의 운동 범위
를 늘리면 통증이 계속되기 때문
에 환자 본인의 노력과 지속적 재
활치료가 있어야 회복될 수 있다.

오십견의 대표적인 증상은 어깨
의 움직임 즉 운동범위 제한과 통
증이다. 특히 외회전을 할 때 통증
이 발생되어 팔을 들어 올리거나 
뒤로 젖히는 것이 힘들고 세수할
때, 머리 감을때 뒷목을 만지지 못
하거나,  머리 빗기가 어렵고, 여
자들은 블라우스 뒷 단추를 끼우
기 남자들은 뒤쪽 허리춤의 바지
를 올리는 등의 동작이 힘들다. 아
래의 증상들로 자가 진단을 할수 
있다. 
 - 어깨관절에 뻣뻣함이 느껴지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다.
- 목 뒤나 어깨 뒤를 씻기 힘들다.
- 자다가 통증으로 인해 깬적이 있
다.
- 옷 뒤의 지퍼를 올리거나 옷을 
입고 벗는 것이 힘들다.
- 통증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기
를 반복하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
진다.
- 어깨에서 시작된 통증이 팔과 손
까지 진행됐다.                

결국 오십견의 예방을 위해서는 
틈틈이 스트레칭을 통해 어깨근육
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평소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오십견 예방운동을 알
아보고자 한다. 

<어깨 당겨 늘이기> 
한쪽 손을 이용해 반대쪽 팔을 몸
통 안쪽으로 당겨준다.  어깨의 늘
어남을 느끼며 실시한다. 
동작을 10초간 유지하고 시작자
세로 돌아와  반대쪽 팔로 다시 실
시한다. 

<앞으로 숙여 어깨 찢기> 
팔을 책상 위로 뻗은 상태에서 상
체를 앞으로 지긋이 숙여준다. 참
을 수 있을 만큼 아픈 정도에서 멈
춘다. 

<수건 잡고 팔 들어올리기> 
수건 끝을 양손으로 잡고 팔을 올
린다.  
수건을 머리 뒤로 한 채 천천히 팔
꿈치를 굽혀 내린다. 

 Dr. Hong 의 

뼈와 근육 이야기 : 오십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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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소금
을 먹어야 할
까? 
이 지구상의 70억명의 인구가 

매일같이 배설하는 배설물, 
모든 동물들의 배설물 및 산업폐
기물, 생활오폐수 등 온갖 더러운 
물질들이 강과 하천을 통해 결국
은 바다에 모이게 된다. 그것 뿐
이겠는가, 몇해 전에 있었던 일본
의 후쿠시마 원전 사건, 그 수십년 
저에도 강대국들이 태평양 바다에 
행했던 여러 핵실험 등. 인간의 무
분별한 파괴행위적 실험에도 바다
는 꾸준히 정화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소금의 정화능력이 아니라
면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여전히 
생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바닷물의 소금은 순수한 소금의 
상태가 아닌 온갖 불순물들인 간
수, 황산가스, 스트론튬, 다이옥
신, 구리, 납, 아연, 페놀 등의 중
금속과 돌가루인 무기 미네랄 칼
슘, 칼륨 마그네슘, 인 등의 수많
은 불순물들을 흡착한 것이다. 온
갖 오염물에 강한 흡착반응을 일
으키는 소금은 지구상의 물과 접
촉하면서 물속의 모든 불순물까지
도 흡착하여 물을 정화시키는 작
용을 한다.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나오는 소
금에는 엄청난 간수가 나온다. 오
염물질을 흡착하는 소금의 성질
로 인해 간수가 생성되는 것이다. 
수많은 언론과 의료진들이 소금
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
로 여기에 있다. 순수한 소금이 아
닌 간수를 비롯해 불순물이 포함
된 소금을 일반적인 소금으로 인
식해 버린 결과이다. 간수란 무엇
인가, 간수는 단백질을 응고시키
는 작용을 한다. 그 성질을 이용하
여 두부가 제조되는 것이다. 간수
가 들어간 소금을 지속적으로 먹
게되면 응고시키는 간수의 작용
으로 피 속의 단백질을 굳게 만든
다. 피가 굳어지니 모든 세포와 장

기까지 굳어지게 된다. 당뇨병 환
자는 피에 당이 많고 단백질이 많
은 상태인데 간수가 들어가면 피
가 굳어지니 먹으면 안된다는 말
이 당연한 것이다. 고혈압 환자도 
간수가 들어간 소금을 먹으면 소
금속에 불순물인 가스가 뇌로 올
라간다. 간수성분으로 인해 뇌혈
관과 뇌세포가 굳어져가는 상황
에서 불순물 가스가 들어가면 뇌
졸증 및 풍증 등이 발생되는 것이
다. 간수는 소금이 아니라 소금이 
끌어당긴 불순물이다. 간수 외에
도 소금에는 80여 종이 넘는 미네
랄이 있다. 미네랄이 좋은 영양가
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실상
은 대부분 몸에 해로운 중금속이
다. 미네랄이 그렇게 좋다면, 왜 
기업들이 앞다투어 간수를 빼려하
고 구운소금, 죽염소금 등을 홍보
하겠는가? 간수를 비롯해 소금에 
있는 대부분의 미네랄은 발암물질
이라 보면된다. 이걸 모르고 먹으
니 결석은 물론 온갖장애가 일어
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하
는가? 순수한 소금을 찾아 먹으면
된다. 간수를 비롯한 여러 불순물
들이 제거된 투명한 소금을 먹으
면 된다. 소금포대 밑에 돌을 얹어 
놓고 2-3년이 지나면 간수는 빠진
다. 간수 빠진 소금을 350도에서 
1000도로 구우면 공기 중으로 독
가스를 비롯한 불순물들이 빠져나
간다. 특별한 보호장비 없이 소금
을 1분만이라도 구우면 소금에서 
나오는 강한가스로 인해 질식할 
정도니, 소금이 얼마나 독소들을 
정화시켜 머금고 있는지 알 수 있
다. 그렇게 간수와 유해가스 등의 
불순물을 빼고나면 우리 몸에 좋
은 순수한 소금이 되는 것이다. 이 
소금은 여러환경과 음식 등으로 
몸에 유입된 중금속과 불순물들을 
흡착하여 소변 또는 대변기능으로 
통해 배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
통 소금과 달리 순수한 소금
은 많이 먹을 수록 몸에 좋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모른채 
잘못된 정보로 소금을 멀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일본이나 한국 등 각 세계의 

장수마을의 특징이 있다면 싱겁게 
먹지 않고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
는 것이 공통점이였다. 또 세계에
서 제일 장수하고 건강하다는 독
일인들의 하루 소금 섭취량도 25g
이다.  WTO 에서 제시한 일일 소
금섭취량 5g 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인이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
야 한다고 한다. 빛의 중요성은 말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정도로 필
수적인 것에 반해 소금은 언제부
터인가 천대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소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
했기 때문이다. 양의 정수인 태양
의 빛과 음의 정수인 바닷물이 만
나 소금이 생성되었다. 좋은 소금
은 그 어떠한 음식보다도 가치가 
있다. 

  소금을 활용한 민간요법은 뭐가 
있을까? 좋은 소금으로 가글을 하
면 입안의 세균억제로 충치와 감
기 및 구강관련 질병을 예방해준
다. 소금은 천연 피부각질제도 되
고 소금으로 목욕하면 역삼투압 
작용으로 간단한 수종이 개선되고 
피로도 풀린다. 그 외에도 소금의 
기능은 무궁무진하다. 

  인간은 자가치유력이 있어 이 세
상을 살면서 어느정도 충분히 생
활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소금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거나 기피하
지 말고 좋은 소금에 대해서 서로
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소
금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소금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싶으
신 분은 켄사스 한인신문 4월호를 
보실 것을 권장드리며, 개인상담
을 원하시면 로한클리닉으로 연락 
주시면 된다. 소금을 활용한 한약 
또는 치료요법을 설명해드립니다. 

<수건 잡고 팔 들어올리기 2 > 
수건 끝을 위 아래로 붙잡고 올렸
다 내렸다를 반복한다.

오십견은 언젠가는 겪게 되는 어
깨 통증으로 여겨 방치하는 경우
가 많이 있다. 그러나 평소 꾸준
히 바른자세를 위해 노력하고 어
깨 관절 운동으로 근육을 부드럽
게 유지시켜 준다면 발병을 줄이
고 병의 진행 속도도 줄일 수 있
다. 만일 오십견으로 의심되는 증
상을 겪고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전문의와 정확한 진단하에 자신에
게 맞는 치료를 상담을 통해 결정
하고 실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Lohan Chiropractic and 
Acupuncture Clinic
척추 신경 전문의  홍성민
816-444-1218



세탁소                                                           
Country Meadows Laundrymat 
816-524-5677
908 NE. Chipman, Lee’s Summit, MO 64085
Country Cleaner, 816-373-3324
17201 E. 40 Hwy #109, Independence, MO
Central Coin Laundry  913-621-2224
1036 Central Ave., KC ,KS 66102
Dry Cleaner 816-891-8448
10018 N, W. Executive Hill Blvd, KC, MO
Diamond Cleaner 913-642-8353
6701 W. 75TH ST, OP, KS 66204
Easy Cash & Wash 816-924-3235
7000 Eastwood Trfy, KC, MO 64129
Holiday Cleaners (913) 631-6181
7945 E Frontage Rd, OP, KS 66204
Ida’s Daisy Fresh Cleaners 816-436-6648 7521 
N. Oak TRFWY, Gladston, MO 64118
Independence Coin Laundry 816-252-7776, 
10816 E. 23rd St South, Independence, MO 
Prestige Cleaners 816-763-2522
12200 Blue Ridge EXT #B, Grandview, MO
Koin Kleener 816-453-6303
601 N. W. Englewood, KC, MO 64118
Koko Laundry 913-682-2526 
604 Pottawatomie St, Leavenworth, KS
Leawood Village Cleaners 816-942-3838 13009 
State Line Rd,  KC, MO 64145
Laundry Basket 816-923-0979
4418 E. 39th St, KC, MO 64128
Maple Hill Laundry 913-362-4525
2424 S. 34th St, KC, KS 66101
Oak Park Cleaner 913-599-3040
12230 W. 95th ST., Lenexa, KS 66215
Old Town Dry Cleaner 816-252-1677
3908 Lynn Court., Independence ,MO
Old Town Laundromat 816-254-4501
3910 Lynn Court., Independence, MO
Plattewoods Laundry 816-587-6695
6740 Tower Dr., Plattewood, MO 64151
Quinn’s Laundry 816-322-1886 
124 North Ave., Belton, MO 64012
Q. Cleaners  913-390-6181
2107 E. 151st St., Olathe ,KS 66062
Royal Master Cleaner  816-842-3375
1505 Grand Ave., KC, MO 64108
Rainbow Cleaners Drive In 913-236-9295
4511 Rainbow Blvd, KC, KS 66103
ST Coin Laundry 816-833-3021
2230 S Norton Ave D,  Independence, MO
Supreme Cleaners & Shirt Laundry 
816-761-3707
11114 Blue Ridge Blvd,  KC, MO
Sta-Clean Cleaners, 816-421-6223
1120 McGee St., KC, MO 64106
Shamrock Dry Cleaners 816-942-2324
604 E. 99th St., KC, MO 64131
Shirley’s Dry Cleaners, 816-444-4779
7936 Troost Ave., KC, MO 64131
Sparkling Coin Laundry, 816-741-3767 4605 
NW. Gateway, Riverside, MO 64150
Sunshine Fabricare, 913-649-8364
8730 Santa Fe Dr., OP ,KS 66212
Speedy Laundry, 913-631-6773 
10403 W. 75th St, Shawnee, KS 66214
Tomahawk Laundromat 913-268-3535 10902 W 
74th Terrace, Shawnee, KS 66203
The Dry Cleaners(MCI) 816-891-8448 10018 NW. 
Executives Hill Dr, KC, MO
Tae’s Laundry, 913-782-9345
223 S. Kansas Ave, Olathe, KS 66061
VIP Cleaner, 913-894-6606
10400 W. 103rd St, OP, KS 66215
Won’s Cleaners,  913-722-1681
5921 Johnson Dr., Mission, KS 66202
Westwood Village Laundromat 
913-432-8479

가전제품 수리
A-2 Vacuum and Sewing Machine 
816-456-9691
1523 Main St., Grandview, MO 64030
건축/집수리                                                   
Cho’s Upholstery, 816-444-8656 
7702 Wornall Rd KC, MO 64114 
Ko Brother’s Contractor Builder
913-219-2401
15455 Overbrook Ln., Stanley, KS 66224
Moon Tile 913-522-2311,
12817 W 77th St., Lenexa, KS 66216 
Jin D Kim Construction INC, 816-810-6568  
8110 N LONDON DR, KC, MO 64151
Young Kim Co, 913-634-2680
7575 W.106th St #13-14, OP, KS 66212 
Yi’s Home Repair, 913-634-4725
8809 Cottonwood St, Lenexa, KS 66215 
구두수선                                                        
America Shoe Repair, 816-524-7555
618 SW 3rd St G, Lee’s Summit, MO 64063
ACME Shoe Rebuilders, 913-682-5591
211 S. 5th St, Leavenworth, KS 66048
Rosana Shoe Hospital & Tailor 
913-469-8070
7556 W 119th, OP, KS 66213
Westfield Shoe Repair, 913-334-2506
8131 State Ave, KC, KS 66112
금융                                                              
Family Financial Group:
융자 (장정호) 816-878-8778
106 South Main St, Spring Hill, KS 66083
Merrill Lynch (최원준) 913-906-5299
3401 College Blvd,  Leawood, KS 66211
꽃집                                                              
Judy’s Flowers & Gift, 913-492-1600
12267 W 87th St Pkwy, Lenexa, KS 66215
델리                                                                 
Break Time Plus, 816-221-4146
2405 Grand Blvd #108, KC, MO 64108
B&L Sub 913-451-8585
7015 College Blvd, #120, OP, KS
Cafe 84, 913-327-8899
10801 Mastin Blvd #190, OP, KS 66210
Corporate Cafe, 913-451-9078
9401 Indian Creek Park Ste #175, OP ,KS
Gino’s Deli, 913-342-8225
825 N. 7th Street KC, KS 66101
Hill Top Deli, 913-451-3744
10955 Lowell, #120, OP, KS 66210
In And Out, 816-421-5041
1007 Main St, KC, MO 64106
Hyundai Korean Restaurant, 913-682-5352
749 Shawnee, Leavenworth, KS 66048
Neo Delicatessen, 816-421-1788
1000 Walnut St, Ste 205, KC, MO 64106
4 Star Deli & Catering, 913-338-3065
7400 W. 110th St, OP, KS 66210
미용재료                                                        
A.Q.Beauty Supply, 816-761-8815
8708 Blue Ridge Blvd,  KC, MO 64138
A.Q.Beauty Supply 
3812 E. Truman Rd,  KC, MO, 816-241-3123
3136 Stadium Dr,  KC, MO, 816-861-7068
AQ Beauty Supply, 913-421-1145
1981 N. 63rd Drive KC, KS 66102
A.Q.Beauty Supplies, 913-758-1171
508 Delaware, Leavenworth, KS 66048
Bannister Beauty Supply & Bazaar  
816-761-4300, 
8236 Bannister Rd,  KC, MO 64134
Beauty Essence, 816-753-8199
1319 Brush Creek Blvd, KC, MO 64110
Beauty N More, 816-753-2199
3814 Main St, KC, MO 64111

캔사스 한인업소록 ( Kansas Korean Business Directory)
( 업소변경, 삭제, 새로운 업소 정보는 kim@ kckoreanjournal.com으로 연락 주십시요.)

Super Bunny’s Wigs & Boutiques 
913-342-2176
3748 State Ave., KC ,KS 66102
CJ’s Gold Department Store, 816-444-1500 
1240 E. Meyer Blvd, KC, MO 64131
Tres Bliss Beauty/Glamourama, 816-361-5099
1240 E Meyer Blvd, KC, Missouri 64131
GenX, 816-333-7888
1104 E Meyer Blvd, KC, MO 64131
Ebony Wigs & Beauty Supplies, 816-421-0450
1216 Mcgee, KC ,MO 64106
Evelyn’s Beauty Supply, 816-842-1400 
1911 Baltimore, KC, MO 64108
King’s Beauty Supply, 816-444-4333
7720 Troost Ave, KC, MO 64131
K.C. Discount Warehouse, 816-371-7766
932 Minnesota Ave, KC, KS 66101
Mid-K Beauty Supply, 
1111 Brooklyn Ave,  KC, MO, 816-421-1145
3523 Prospect Ave,  KC, MO, 816-921-2255
Metro Beauty Supply, 816-444-9562
1636 E. 63rd St, KC, MO 64110
Metro North Wig Salon, 816-436-7840
400 NW Barry Rd, KC, MO 64155
Metro North Wig Salon, 816-436-7840
220 NE Barry Rd, KC, MO 64155
Unique Beauty Supply, 816-761-5255
7019 E 95th Street, KC, MO 64134
JT Beauty Supply, 816-763-1666
6851 Longview Rd, KC, MO 64134
Sonya Beauty Supply & Variety  
816-767-9575 
12030 Blue Ridge Blvd, Grandview, MO
Two Brother’s Beauty Supply 
843 Minnesota Ave, KC, KS, 913-621-1212
6429 State Ave., KC, KS, 913-788-1212
Wig City, 913-633-2550
10701 Shawnee Mission Pkwy
Shawnee, KS 66203
미장원
Great Cuts,  913-341-5265
10312 Metcalf, OP, KS 66212
Hair Care Family, 816-257-5321
17004 E. 24 HWY, Independence, MO 64056
Hyundai Beauty Salon, 913-682-6688
712 S. 5th St, Leavenworth, KS 66048
Sue’s Beauty Salon, 913-682-2337
215 S. 5th Street, Leavenworth, KS 66048
Koreana Salon, 913-701-9417
12020 Blue Valley Pkwy, Ste 212, OP, KS
Salon DD, 913-777-0052
7800 Shawnee Mission Pkwy, OP, KS 66202
D & S Salon, 913-428-7827
6471 Quivira Rd, Shawnee, Kansas 66216
베이커리/ 도넛                                                           
Daylight Donuts, 913-884-8400
828 E. Main Gardner, KS 66030
Dave’s Bakery & Deli, 816-461-0756
214 W. Maple, Independence, MO 64050
Daylight Donuts, 913-459-8219
8736 Lackman Lenexa, KS 66219
Tours Les Jours, 913-383-2828
10348 Metcalf Ave, OP, KS 66212
변호사                                                           
Kutak Rock, L.L.P. (김준범) 816-502-4612, 10412 
Metcalf Ave,  OP, KS 66212
Ray E. Sousley  (Ray Sousley) 816-931-5000 800 
Westport Rd,  KC, MO 64111
Ji Hyun (Jennifer) Kim, Corporate Finance Law-
yer Stinson Leonard Street
 816-691-3464 
1201 Walnut Street, Ste 2900, KC, MO 64106
Susan Son, McCrummen Immigration Law 
2005 Swift Ave., North KC, MO 64116
병원

건강한의원 (Kan Acupuncture Clinic)원장 윤대일 
314-317-9900, 12935  Olive Blvd. 
St. Louis, MO 53141 (주주식당옆) 
로한 척추신경 & 침술 클리닉/ 로한 스킨 클리닉 
816-444-1218,  
404 Bannister Rd. Suite B, KC. MO 64131  
www. lohanchiro.com, www.lohanskin.com
신태전 척추신경 통증 한방재활 병원: 
913-649-2044, 
7050 W 105th St. O.P. KS 66212
Kacclinic.com
장영준 치과 (State Ave Dental Office)  
913-299-8554, 8476
6708 State Ave, KC. KS, 66102 
Bethesda 척추/ 침술 클리닉: 913-341-1930
8014 State Line Rd. Suite 101 Leawood KS   
Grandview Chiropractic and Acupuncture 
Clinic (Dr. Kyunghwan An) 
816-217-0020, 12421 Suite O Blue Ridge Blvd., 
Grandview, 64030
Oriental Acupuncture & Herb (김진수) 
816-942-7879
12655 State Line Rd,  KC, MO 64145
Excelsior Springs Nursing (황정호) 
816-630-3145
1003 Meadowlark Ln,  Excelsior Springs, MO
The University of Kansas Health System
Yoon Hang Kim MD 김 윤항 의학박사
대체의학, 침술, Phone 913-588-6208
4000 Cambridge St., Mailstop 1017, 2nd Floor 
Sudler, Suite 2053, Kansas City, KS 66160
보석
A&G Jewelry 913-281-4794
4301 State Ave,  KC, KS 66102
Han’s Jewelers 
913-299-3655, 7700 State Ave, KC, KS
913-648-5100, 10446 Metcalf Ave, OP, KS
보안시스템
Z & H Electronics 913-250-0677
605 Brookwood, Lansing, KS 66043
보험과 부동산/ 세무회계
BizPro 비즈 프로 세무, 회계/ 플래티넘 부동산 : Jun-
su Kim, Mia Bahn, 913-383-8558 
10322 Metcalf Ave. O.P. KS 66212, 
의료보험 에이전트 : 이리사  913-217-5169, 7180 W 
107th St, #10, OP, KS  
LeeLisa2014@yahoo.com
Bae Brothers Co  (816) 333-1285
1240 E Meyer Blvd, Ste A, KC, MO 64131
Marks, Nelson Vohland & Campbell, Radetic 
LLC (박정훈) 913-498-9000
7701 College Blvd Suite 150, OP, KS
Insurance Agent, Lisa Lee Moran,  913-217-
5169, lisa@autohomekc.com, 7180 W 107th St 
#10, OP, KS 66217
부동산 중개 
블락 부동산 BLOCKS Real Estate 
Jennifer Jang, 장지언, 816-729-6232
jjang@blockllc.com
Paul Shin, 816-560-0988
pshin@moveiwth platinum.com                                            
Explore Real Estate (박영림) 913-522-2475 
11267 Strang Line Rd,  Lenexa, KS 66215
Keller William Realty Partners Inc. (양혜연) 913-
266-5897,  913-484-6126 8005 W 110th St Suite 
100,  OP, KS 66210
K & K Inc.(이미애) 816-716-9001
1714-1726 W. 39th St, KC, MO 64111
6413 N. Park Ave, Gladston, MO 64118
사진관/프레임
Art & Frame 웨어하우스 
98854 N Boardwalk,  KC, MO, 816-584-8009
9216 Metcalf Ave, OP, KS, 913-385-9199
1032 W 136th St, KC, MO, 816-941-2307
상담/용역                                                      
Premier Medical Personnel (Nancy) 
913-345-8484, 11038 Oakmont, OP, KS



2801 W. 47th St., Westwood ,KS 66205
Young’s Dry Cleaning and Laundromat 
1274 Merriam Ln, KC, KS 66103
스프링클러                                                     
Heritage Irrigation Co., 913-205-5922
11511 S Strang Line Rd Suite A,  Olathe, KS
식당
조선 갈비 (Chosun), 913-378-3534 
12611 Metcalf Ave,  OP, KS 66213
초가 (Choga), 913-385-2151
6920 W. 105th St, OP ,KS 66212
소반 (Sobahn) 913-384-1688
7800 W 63rd St #3, OP, KS 66202
Bob Wasabi, 816-753-5797
1726 W 39th St, KC, MO 64111
Gangnam Restaurant (913) 383-8888
10326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Cafe Vie (베트남 쌀국수) 913-558-0600
10330 Metcalf Ave, OP, KS 66212 
Haru Sushi, 816-942-1333
13133 Stateline Rd,  KC, MO 64145
KoKoDAK 913-730-8054
14856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kodakchicken.com
Kokoro Maki Japaness Restaurant 
340 W 75th St, KC, MO
(816) 363-0678  kokoromaki.com
Maru Sushi and Grill, 913-258-5879
5621 W 135th St #2620, OP, KS 66224 
New Peking, 816-531-6969
540 Westport Rd, Kansas City, MO 64111
O Cafe (Korean), 785-312-9211
1530 W 6th St, Lawrence, KS 66044
Red Snapper, 816-333-8899
8430 Ward Pkwy, KC, MO 64114
Sushi Uni, 913-322-8667
12841 W 87th St Pkwy, Lenexa, KS 66215
Wa Japaness Restaurant, 785-843-1990
740 Masachusette, Lawrence, KS 66044
식품점
동양식품 Oriental Supermarket
913-341-3345
10336 Metcalf Ave, OP, KS 66212
중앙식품 Joong Ang Grocery
913-384-4989
7800 W 63rd St #1, OP, KS 66202
현대 식품점, 913-651-2622
749 Shawnee St,  Leavenworth, KS 66048
Arirang Market, 913-680-1381
626 B Cherokee St, Leavenworth, KS 66048
Chunco Foods, 816-283-0716
1400 E. 2nd St., KC, MO 64106
JOY 식품, 913-321-3177
930 Minnesota Ave,  KC, KS 66010
여행사
Wing Gate Travel , 913-451-9200
8645 College Blvd #100,  OP, KS 66210
오디오                                                            
Sound of Stereo,913-281-4601
920 Minnesota Ave KC, KS, 66101
의류                                                              
Bargain City Bazaar, 913-342-7002
916 Minnesota Ave, KC, KS 66101
Fashion In Motion, 816-361-2552
1256 E. Meyer Blvd, KC, MO 64131
Jung Tailoring Shop, 816-228-9191
103 SW State Route 7,  Blue Springs, MO
Rome’s Boutique, 913-772-6885
414 Delaware St., Leavenworth, KS 66048
So Young Fashion, 816-421-1171
400 Grand Ave #66, KC, MO 64106
Young Fashion, 816-861-0006
3116 Prospect Ave, KC, MO 64128
Midway Shopping Center, 913-281-7035 4305 
State Ave, KC, KS 66102
선물/화장품 
동양 백화점/비디오 Oriental Gifts & Video 
913-961-2533
10346 Metcalf Ave,  OP, KS 66212

Mary Kay, 913-397-6706 
11730 W. 135St #11, OP, KS 66221
Olathe BP, 913-402-9331
1605 E Santa Fe, Olathe, KS 66061
의류수선
Speedy Alteration, 913-248-1151 
7727 Quivira Rd, Shawnee Mission, KS 66216
Corinth Alteration, 913-383-9560 
4185 Somerset Dr, Praire Village, KS 66208
Camelot Court Alteration, 913-327-5525
11831 Roe Ave, Leawood, KS 66209
Kim’s Tailor Shop, 913-451-2727
4872 W. 119th St, Leawood, KS 66209
Kim’s Alteration, 816-228-1355
919 W. 40 HWY, Blue Springs, MO 64105
K.C.Alteration,  816-474-8333
814 Grand Ave., KC, MO 64106
Lee’s Alteration, 816-765-2255
7011 E. Bannister Rd., KC, MO 64134
Leawood Alteration, 816-942-8057
12925 State Line., KC, MO 64145
Lenexa Fashion & Alteration, 913-888-0960
14924 W. 87th St, Lenexa ,KS 66215
M & J Tailor Shop, 913-782-8107
18280 157 ST, Olathe, KS 66062
Maxines, 913-341-2534
9528 Hadley, OP, KS 66212
Park’s Alteration, 816-221-3129
304 E. 21st Ave., KC, MO 64116
Tom Tailor Shop, 913-888-8737
10392 Mastin, OP, KS 66212
Quivira Taylor, 913-851-4991
11670 W. 135th St, OP, KS 66221
자동차 수리/판매/부속                                      
Elim Motor (김종수) – 판매, 913-371-4841
29 S. 18th St, KC, KS 66102
Jo’s Auto & Body Center Inc. 
(정판조) – 수리,816-923-0330
3333 Stadium Dr,  KC, MO 64128
Shawnee Auto Motive Center
(권정수) – 수리 913-631-3497
11015 W. 58th St,  Shawnee ,KS 66023
전자회사
Maxon America, Inc., 913-859-9515
11535 W 83rd Ter, Lenexa, KS 66214
www.maxonamerica.com
DataLocker, 913-310-9088
7007 College Blvd #240, OP, KS 66211
잡화
Dollar Mart, 816-861-2223
3105 Prospect Ave, KC, MO 64128
Hyesuk Haglin, 816-822-0375
6025 State Line Rd., KC, MO 64113
조경/잔디                                                       
Lee’s Lawn & Tree Service, 816-524-7582 11714 
Milton Thompson Rd
Lee’s Summit, MO 64068
Young Brothers Lawn & Tree Service 
816-616-3292, 816-318-1667
2101 E 183rd St,  Belton, MO 64012
주류 판매                                                                
Bi – Lite, 816-761-7337
12818 S. 71 HWY, Grandview, MO 64030
C & J Enterprise Inc, 816-253-9112 
#2 Robin Dr, Agency, MO 64401
Deluxe Liquor, 816-231-8119
4205 E. 24th St, KC, MO 64127
ISO Growell Corp, 913-383-5344
10412 Metcalf Ave., OP ,KS 66212
J&L Discount Wines & Spirits, 913-648-1770 
10304 Metcalf Ave., OP ,KS 66212
KC Liquor, 913-441-8423 
10320 Kansas Ave,  Bonner Springs, KS
LG Infocomm USA, INC, 913-498-5912
6201 College Blvd Suite 350, OP, KS 66211
Ray’s Discount Liquor, 913-268-9862
7422 Nieman Rd., Shawnee, KS 66203
Shamrock Liquor
10326 Blue Ridge Blvd, KC, MO 64134

816-966-9917
11810 Blue Ridge Blvd,  KC, MO 64134   816-
763-3380
Sommer’s Liquor, 913-371-2020
146 S. 18th St, KC, KS 66102
Tec Net Int’l Inc, 816-584-8638
1420 NW Vivion Rd #109,  KC, MO 64118
Tekk Incorporated, 816-746-1098
226 NW. Parkway, Riverside, MO 64150
Westport Wine & Liquor, 816-561-3500
1106 Westport Rd, KC ,MO 64111
주유소
INNER CITY OIL, 913-371-4521
540 S. 10 th Street, KC ,KS 66102
Swansea Inc./Phillip 66
913-488-163/785-842-6816 
1801 W 2nd St., Lawrence, KS 66044
청소용품
T.B.S Co. Inc., 913-722-1106  
3054 S.24th Street,  KC, KS 66103
www.jaytbs.com
청소                                                                 
Am-Ko Building Maintenance, INC.
(John Lee) 913-980-8888
P.O. Box 2277, Shawnee Mission, KS 66201
GBM, 913-209-3639
12057 Hayes Ln #144., OP, KS 66213
G.Y. Janitorial Service, 913-239-9848
13908 Bradshaw., OP ,KS 66221
HBM INC., 913-321-3303
400 State Ave, KC, KS 66106
Jong’s Building Service, 816-651-6007
11717 W. 99th St, OP ,KS 66214
Lee’s Janitorial Service, 913-962-0742
7110 Long Ave., Shawnee, KS 66216
Park’s Maintenance, 816-243-5669
7512 N. Rhode Ave KC ,MO 64153
World Wide Cleaning Company
913-290-9638
13403 Ballentine Rd, OP, KS 66213
Young’s Service Corp., 913-683-0308
2021 Cambridge., Leavenworth ,KS 66048
카운셀링 
캔사스 시티 카운셀링 센터
(KC Counseling Center) 916-929-5557
10100  Metcalf Ave, O.P. KS 66212 
컨비니언스 스토어                                            
ConerSide Market, 816-254-2221
108 N. Sterling Ave, Sugar Creek, MO 64054
Pop’s Quik Shop, 816-483-5095
3402 E. 9th St., KC ,MO 64124
컨설팅                                                                  
Sook Park, 785-296-3760
1000 S. W. Jackson Ave # 100., Topeka ,KS
태권도                                                                
Choon Lee’s Academy Of Taekwondo 
121 NE. 72nd St., Gladston, MO 
816-439-5909
1975 N. 63rd St., KC ,KS
913-299-5425, 
11453 W.  64th St, Shawnee, KS 66203
913-631-1414
Ko’s Black Belt  Academy
3413 NW. Mill Dr., Blue Springs, MO 64015
816-224-0000
3923 S . Noland, Independence, MO 64055
816-254-0000
818 SW Blue Pkwy, Lee’s Summit, MO 64063
816-525-4300,
2045 W. Kansas, Liberty, MO 64068
816-781-3800
11632 W. 135th St, OP, KS 66221
913-897-1300, 
10528 Metcalf, OP, KS 66212
913-341-2000
Kim’s Taekwondo Pavilion, 913-897-0456
10002 W. 129th St, OP, KS 66213
USA Taekwondo Academy, 913-685-4858, 
KMC Taekwondo Academy, 913-205-0232 8841 

Glenwood St., OP, KS 66212
Korea America Taekwondo Education Inc. 
2127 E 151st Olathe, KS 66062 
913-390-0888
12817 W. 87th Street Parkway Lenexa, KS 
913-310-9600
22338 W. 66th Street, Shawnee, KS 66226 
913-441-6520, 
19321 E. US-40 Highway Suite P 
Independence, MO 64055
816-795-1090
3715 W. 133rd Street, Leawood, KS 66209
913-498-0910
14877 Metcalf Ave., OP, KS 66223
913-851-1960 
Kim Dokhan USA, 816-356-8282
6129 Blueridge Blvd Raytown, MO 64133
Master’s Martial Arts Academy
913-681-1022
14868 Metcalf Ave, OP, KS 66223
Pak’s Academy Of Taekwondo 
411 Pine St, Raymore, MO 64083
816-322-5000
SunYi Traditional Taekwondo Academy
785-266-8662 
410 SW 33rd St, Topeka, KS
투자/상담
KJ Consulting  
P.O. Box 1775, Lawrence, KS 66044
특수기술                                                             
Spartan Laser Inc., 816-353-7700
6501 Hadley, KC, MO 64133
학교/학원/보육
놀이방: ABC Day Care, 913-651-6907
1510  10th Ave., Leavenworth, KS 66048
학습지: KUMON 구몬 영어,수학 
8502 W 133rd St,  OP, KS, 913-897-1111
151st St. & Nall Ave., 913-681-0400
kumon.com/stanley
골프: 개인교습, 김준배 PGA 프로골퍼, 
913-897-3809, 913-558-7997/
www.golfop.com, jbkgolf@gmail.com
미술: 이안 아트스쿨, 816-646-1376
newspring78@naver.com
www.artstudioian.com
8841 Glenwood st. O.P. KS 66212
음악:  KC 음악학원 ( 피아노 : 913-272-1177, 바이올
린 913-687-6784)
한글교육 : 캔사스 시티 한국학교 816-469-8110. 
8841 Glenwood St. O.P. KS 66212 
호텔/모텔/여관                                               
Crown Lodge, 816-353-3000
8500 E State Rte 350, KC, MO 64133
Comfort Inn, 816-632-3909 
1803 Comfort Lane, Cameron, MO 64429
Ramada Inn, 620-343-2200
2700 W. 18th Ave., Emporia, KS 66801
Village Inn, 785-242-4433
2520 S. Main St., Ottawa ,KS 66067
화방/사진                                                 
Cha Fine Art Studio,  913-962-2118
6656 Charles Dr., Shawnee, MO 66216
Diane Flynn-Yi Portrait, 816-532-8026
14605 Killarney Lane, Smithville, MO 64089
히팅/쿨링
Bee Tech Service, 913-980-2464
1106 S Palmer Ln,  Olathe, KS 66061
Dokko’s Specialty Service, 913-685-0451
12824 Mastin St, OP, KS 66213
기타                                                             
Yedang Village LLC, 913-972-6645
13881 138th St. #104, Olathe ,KS 6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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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년 전 금요일 대륙횡단철도
의 마지막 망치질과 함께 유타 

사막의 한 외딴 곳에서 음악, 종
소리, 대포소리가 울려퍼지며 광
활한 사막, 산, 숲과 남북전쟁으
로 분리되어 있는 한 나라가 하나
가 되었다.

솔트레이크시티 북서쪽에 위치한 
골든 스파이크 국립역사공원에서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철도 기념
일을 기념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먼 중국에서까지 방문객이 왔으며 
많은 사람들이 전통 드레스, 톱 모
자, 보닛, 스카프를 차려입었다.

1869년에 완공된 1,800 마일 
(2,900km) 철도 노선의 완공은 
장장 6개월의 마차나 스테이지코
치 에서 10일 정도의 크로스 카운
트 여행으로 줄였고, 국가의 통일
의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사람들
의 여행과 사업 방식을 극적으로 
바꾼 미국 역사에서 중추적인 순
간이 되었다. 데이비드 베른하르
트 내무장관은 어떻게 공학, 용기,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이
모든것을 가능하게 했는지에 대해 
경탄했다.

이 축제에서는 힘든 환경에서 오
랜 시간을 보내고 역사를 통해 적
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 중국 노동
자들의 중요한 공헌을 강조하는 
많은 순간들과 발언들이 있었다. 
기념식은 중국의 ‘사자춤’으로 시
작됐으며, 첫 연설은 중국의 역사
학자 코니 영유였다. 그녀는 중국 
노동자들의 후손들이 1969년 100
주년 기념행사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영유는 “오늘은 150주년 이 기

회를 빌어 역사의 자리를 되찾는
다”. “중국 철도 노동자들의 용기
와 강인함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서입니다.” 고 말했다.

일레인 차오 미국 교통장관은 미
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프라 프
로젝트 중 하나라고 불리는 것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
한” 1만 2천 명으로 추산되는 중
국 노동자들을 칭찬했다. 1869년 
마지막 철도를 깔아놓음으로써 전
국 각지에 축하를 하는 유명한 전
보가 시작되었다. “마지막 철도를 
깔았다. 마지막 급상승은 추진된
다. 태평양 철도가 완성되었다. 분
기점은 미주리 강 서쪽 1,086마
일, 새크라멘토 시 동쪽 690마일
이다.”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의 축하의 
종소리가 울려퍼졌고, 뉴욕에서
는 백발의 총성이 발사되었으며, 
전국 도시에는 미국 국기가 내걸
렸다. 황금빛 첨탑에는 ‘이 철도가 
세계의 두 대양을 하나로 합친것
처럼 우리 나라의 단결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역사가인 웨스트우드는 이 철도는 
동쪽에서 온 유니온 태평양 지역
과 서쪽에서 온 중앙 태평양 지역
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아이리쉬, 
중국 이민자들이 말, 소, 손수레, 
마차, 그리고 “브론”을 사용하여 
건설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밤
낮으로 일을 했고 그들의 목숨을 
걸고 바위를 뚫고 얼어붙은 산봉
우리에서 눈을 퍼올렸다. 웨스트
우드는 이 철도가 미국에서 가장 
차별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말했다.

이 거대한 건설 계획은 어두운 면
을 가지고 있다. 들소가 거의 전멸
되고,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의 
땅이 없어지고, 수백 명의 철도 노
동자들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PROMONTORY, Utah

Music, bells and cannon 
fire rang out Friday at a 

remote spot in the Utah des-
ert where the final spikes of 
the Transcontinental Railroad 
were hammered 150 years ago, 
uniting a nation long separat-
ed by vast expanses of desert, 
mountains and forests and 
fresh off the Civil War.
An estimated 20,000 people 
swarmed to the celebration at 
Golden Spike National Historic 
Park northwest of Salt Lake 
City — the signature event 
of several days of festivities 
marking the railroad’s anni-
versary. Visitors came from as 
far as China, many decked out 
in old-fashioned dresses, top 
hats, bonnets and scarves.
The 1869 completion of the 
1,800-mile (2,900 kilometer) 
rail line shortened cross-coun-
ty travel from as long as six 
months in wagons and stage-
coaches to about 10 days on 
the rails and served as a unify-
ing moment for the nation. It 
became a pivotal moment in 
United States history that dra-
matically changed how people 
traveled and did business.
“It psychologically and symbol-

ically bound the country,” said 
Brad Westwood, Utah’s senior 
public historian.
Interior Secretary David Ber-
nhardt marveled at how engi-
neering, courage and risk-tak-
ing came together to make it 
possible.
“The story of this site says 
so much about our country,” 
Bernhardt said at the event, 
which included a reenactment 
of an iconic “champagne toast” 
photo of railroad workers 
perched atop facing stream 
locomotives giving cheers to 
the epic feat. “The joining of 
the two rail lines created a new 
sense of connectedness that 
helped form a common nation-
al identity.”
The festivities featured many 
moments and remarks that 
highlighted the vital contribu-
tion of the Chinese workers 
who put in long hours in brutal 
conditions and haven’t always 
received their proper due 
throughout history.
The ceremony started with a 
Chinese “lion dance,” and the 
first speaker was Chinese his-
torian Connie Young Yu. She 
lamented that descendants of 
Chinese workers were hardly 
a part of the 100th anniversary 
celebration in 1969.
“Today we take this opportu-
nity at the 150th to reclaim 
our place in history,” Young Yu 
said. “To honor the courage, 
fortitude and sacrifice of the 
Chinese railroad workers and 

유타 대륙횡단철도 개통 기념일  UTAH EVENT CELE-
BRATES TRANSCONTINENTAL RAILROAD ANNIVERSARY 
By BRADY McCO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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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legacy in America.”
U.S. Transportation Secre-
tary Elaine Chao commended 
the estimated 12,000 Chinese 
workers who “risked every-
thing” to build what she called 
“one of the greatest infrastruc-
ture projects” in U.S. history 
that unleashed explosive eco-
nomic growth.
Freeman Lee came from his 
home in Sacramento, Califor-
nia, to “feel the presence” of 
his great-grandfather, who was 
among the Chinese workers 
who helped build the railroad. 
He proudly pointed out a page 
dedicated to his great-grandfa-
ther in a souvenir magazine for 
the event.
“It’s long overdue,” Lee said 
about the recognition.
Bill Hanmer drove with his 
wife from their Middletown, 
Virginia, home to check off a 

bucket list item. The 73-year-
old pilot and train enthusiast 
said he desperately wanted to 
attend the 100th anniversary 
event but couldn’t afford it.
The couple woke up before 
dawn to be at the site by 6 a.m. 
to avoid getting stuck in long 
lines of cars that stretched for 
miles on a two-lane country 
highway that was the only way 
in and out.
“I’ve been waiting for 50 years 
to come back,” Hanmer said. 
“It’s a special event. It was a 
history-changing event.”
The laying of the final rails in 
1869 triggered a famous tele-
graph that set off celebrations 
around the nation: “The last 
rail is laid. The last spike is 
driven. The Pacific railroad is 
completed. The point of junc-
tion is 1,086 miles west of the 
Missouri River and 690 miles 

east of Sacramento City.”
The bells at Philadelphia’s 
Independence Hall rang in cel-
ebration, a hundred guns were 
fired in New York, and Amer-
ican flags were hung in cities 
across the nation.
The golden spike included an 
inscription: “May God continue 
the unity of our country as this 
railroad unites the two great 
oceans of the world.”
The railroad was built using 
horses, oxen, hand carts, wag-
ons and the “brawn” of mostly 
Irish immigrants working on 
the Union Pacific portion that 
came from the East and mostly 
Chinese workers on the Cen-
tral Pacific part that came from 
the West, said Westwood, the 
public historian. They worked 
day and night and risked their 
lives blasting through rocks 
and shoveling snow on frigid 
mountain peaks.
Westwood said the railroad 
was built by the “most discrim-
inated and least appreciated 
people in America.”
The epic construction project 
had a dark side, leading to the 
near annihilation of the bison, 
eventual loss of land for Native 
American tribes and the deaths 
of several hundred railroad 
workers, he added.
“It was a grand engineering 
feat,” Westwood said. “It was 
a grand gesture to bind the 
nation after the Civil War, but 
it was also a story of human 
capital and what it took.”

Utah event celebrates Trans-
continental Railroad anniver-
sary

TORNADOES STRAFE KANSAS 
CITY AREA CAUSING SOME 
INJURIES  By JOHN HANNA
TOPEKA, Kan.
Tornadoes strafed the Kansas City met-
ropolitan area on Tuesday, leaving at least 
11 people injured, damaging homes and 
scattering debris at the airport.
The entire Kansas City area was under 
a tornado warning at some point Tues-
day evening, with a tornado reported in 
Lawrence, Kansas, and the storms moving 
east over the heart of the metropolitan 
area of 2.1 million people that straddles 
the Kansas and Missouri border.
At least 11 injuries have been reported in 
Douglas County, Kansas, after the county 
west of Kansas City was hit with a large 
destructive tornado.
The Lawrence Journal-World reports that 
Douglas County Sheriff 's Department 
spokeswoman Jenn Hethcoat said six 
people had been taken to the Lawrence 
hospital with injuries suffered during the 
storm, including one with serious injuries, 
and five more people were headed to the 
hospital.
Police said most of the damage in the 
county appeared to be outside the Law-
rence city limits, but there were damaged 
trees, power lines and other debris on the 
southeastern edge of the city, and some 
roads were impassable. Lawrence is the 
home to the University of Kansas.
The sheriff 's office said that "several hous-
es throughout the county" had sustained 
damage.
The Kansas City International Airport 
temporarily suspended flights and moved 
people from the terminals to parking 
garage tunnels for shelter because of 
storms passing through the area including 
tornadoes.
Passengers were in parking garages for 
about an hour before being allowed to 
return to the terminals.
But the storm left so much debris on 
the airfield that flights were delayed, the 
airport's Twitter account said. It wasn't 
immediately clear when flights would 
resume. Phone and email messages left 
with airport spokesman Joe McBride were 
not immediately returned.
The storms were part of a massive severe 
weather system in the central United 
States that produced at least eight torna-
does a day for 11 straight days, which ties 
a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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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방 규제 당국은 티모
바일이 경쟁사인 무선 통신

사 스프린트를 265억달러에 인수
하려는 계획을 승인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아지트 파이 위원장은 두 회사가 
전원 지역의 모바일 인터넷 접근
을 확대하고, 차세대 이동통신망
인 5G 서비스 개시를 약속했기 때
문에 이번 인수 거래를 지지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파이의 후원은 중요하지만, 더 
많은 단계들이 남아 있다. 공화당 
의원 3명과 민주당 의원 2명의  전
체 위원회는 여전히 투표를 하며, 
법무부 역시 이 협정을 통과시켜
야 한다. 주 법무장관 또한 그 조
합에 반대할 수 있다.
  파이 위원장은 두 회사의 합병
이 도시 이외 지역의 미국인들에
게 더 빠른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
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티모바
일과 스프린트가 6년 이내에 미국 
인구의 99%를 감당할 수 있는 5G
망을 구축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
으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는 또 독점 우려 해소 차
원에서 스프린트의 선불제 휴대전
화 사업인 ‘부스트 모바일’을 처분
하기로 했다.
  공익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은 두 
회사의 형병이 무선통신요금 인상
과 일자리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
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두 기업의 약속에 대해
서도 회의적이었다.
  FCC가 이 거래를 승인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두 기관
이 다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승인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무부는 이
들이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 가격 
인상에 대한 거래를 평가하는 한
편, FCC는 합병이 “공익”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예
를 들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
넷 접속을 확장하는 것은 그러한 
목표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노턴 로즈 풀브라이트 전 연방무
역위원회(FTC)의 파트너인 아만
다 웨이트는 “스프린트와 T모바
일이 결합을 제안하기 전부터 5G 
계획에 대해 논의해 왔기 때문에 
5G 증축이 이에 달려 있다는 사실
을 법무부에 납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법무부는 이러한 혜택이 소
비자에게 미치는 어떤 피해보다 
더 큰지 판단해야 한다.
  캔자스주 오버랜드파크에 본사
를 둔 스프린트와 워싱턴주 벨레
뷰에 본사를 둔 티모바일이 결합
하면 5G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미국 일자리 창출과 
홈인터넷 사업 등을 통해 버라이
즌, AT&T는 물론 케이블 업체들
과 경쟁하겠다는 약속을 해왔다. 
그들은 또한 3년 동안 가격을 인
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합병을 
추진했으니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 
되었다.
  T모바일 주가는 2.93달러 오
른 78.29달러를 기록했고 스프
린트의 주가는 19% 오른 7.34달
러를 기록했다. 또한 Verizon 과 
AT&T 주가도 상승했다. 

NEW YORK 

A key federal regulator says he 
backs T-Mobile’s $26.5 billion 

takeover of rival wireless carrier 
Sprint, a crucial step for the deal’s 
approval.
Federal Communications Com-
mission Chairman Ajit Pai said 
Monday he supported the deal 
because the two companies prom-
ised to expand mobile internet 
access in rural areas and roll out 
5G , the next generation of mobile 
networks.
While Pai’s backing is important, 
further steps remain. The full 
commission of three Republicans 
and two Democrats must still vote, 
and the Justice Department must 
also clear the deal. State attorneys 
general may also move against the 
combination.
Pai said Monday that the com-
bination will help bring faster 
mobile broadband to rural Amer-
icans.
The companies have made prom-
ises on building out 5G and ex-
panding rural broadband before, 
but now they are attaching time-

위원장 티모바일 -스프린트 합병 승인할 계획       
FCC CHAIRMAN BACKS T-MOBILE-SPRINT DEAL IN 
KEY ENDORSEMENT FCC   By TALI ARBEL and MICHELLE CHAPMAN

lines and agreeing to penalties if 
they fail to meet their commit-
ments. For instance, the compa-
nies promise to make fast internet 
available to 99% of Americans 
within six years after the deal’s 
close.
T-Mobile US Inc. and Sprint Corp. 
also said Monday that they would 
sell Sprint’s prepaid cellphone 
brand Boost Mobile to address 
antitrust concerns.
Several public-interest advocates 
dismissed the companies’ prom-
ises Monday as not solving the 
issues posed by industry consoli-
dation. Along with labor groups, 
the advocates have argued that the 
deal will lead to price increases 
and job cuts. Democratic lawmak-
ers have also been skeptical of the 
companies’ promises.
Just because the FCC seems ready 
to approve the deal doesn’t mean 
the Justice Department will, as 
the two agencies have different 
criteria. The Justice Department 
evaluates deals on whether they 
harm competition and raise prices 
for consumers, while the F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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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examines whether 
a merger fulfills “public interest” 
goals. Expanding internet access 
to more people could count as one 
such goal, for example.
David Cicilline, a Rhode Island 
Democrat who heads the House 
antitrust subcommittee, called on 
the Justice Department to require 
that Sprint and T-Mobile show 
that the deal won’t harm consum-
ers.
“Empty promises will not make 
this transaction a good deal for 
American workers and consum-

ers,” he said.
Sprint and T-Mobile have been 
talking about their 5G plans even 
before proposing their combina-
tion, so it’ll be tough to convince 
the Justice Department that the 
5G buildout depends on it, said 
Amanda Wait, a partner at Norton 
Rose Fulbright and former Feder-
al Trade Commission lawyer.
And even then, the Justice Depart-
ment has to decide if those bene-
fits are greater than any harms to 
consumer.
Justice Department spokesman 

PACKING HIS BAGS: 
TRUMP PLANS 
JET-SETTING 
SUMMER OF TRAVEL
By ZEKE MILLER and JILL COL-
VIN 

WASHINGTON 

Four days in Tokyo. Then it's off 
to see Queen Elizabeth before 

a jaunt to Normandy, France, and 
perhaps time in Ireland. A return 
trip to Japan? Why not. And throw 
in Seoul. Then it's back to France 
for President Donald Trump for a 
summit with world leaders.
The homebody president is pre-
paring for a jet-setting summer of 
travel as he heads into 2020, with 
an itinerary that will see Air Force 
One fly more than 36,000 miles 
— almost 1.5 times the earth's 
circumference — not counting 
helicopter trips and motorcades.
The packed calendar is the prod-
uct of both a concerted attempt 
by Trump to wrap himself in 
the trappings of the presidency 
heading into re-election season 
and a fluke of the global summit 
calendar.
It will play out as an array of 
foreign challenges, from Vene-
zuela to North Korea and Iran, 
confronts a president who ran 
on an isolationist "America First" 
platform.

A stream of television footage 
of Trump with foreign leaders 
"makes him look like he is the one 
directing the country, a contrast 
with the Democrats," Zelizer said.
Trump is set to depart Friday for 
a four-day state visit to Japan, 
where he will be the first world 
leader to meet with the country's 
new emperor. He plans to hold a 
joint news conference with Prime 
Minster Shinzo Abe and present a 
trophy at a sumo wrestling tour-
nament.
Five days after he gets home, 
Trump is off for a state visit in the 
United Kingdom, where he'll min-
gle with the royal family and mark 
the 75th anniversary of D-Day 
with ceremonies in Portsmouth, 
England and Normandy.
He had been expected to return 
to Ireland, where he owns a golf 
course, but that stop was in ques-
tion because of Prime Minister 
Leo Varadkar's concerns about 
meeting with the president at a 
Trump property rather than more 
neutral territory, according to 
Irish media.
The end of June will see Trump 
in Japan a second time. Meetings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d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re planned on the side-
lines of the Group of 20 summit 
in Osaka, followed by consulta-
tions in Seoul with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on the state 
of North Korean nuclear negotia-

tions.
Trump returns to France in late 
August for a Group of Seven sum-
mit in the seaside town of Biarritz 
on the Basque Country coast.
Trump is likely to be gone during 
at least one day of the inaugural 
Democratic presidential debates, 
scheduled to be held on back-to-
back nights in late June owing 
to the sizable field of would-be 
Trump challengers. While his 
rivals are clamoring for the 
spotlight on stage, Trump will be 
abroad, welcomed by red carpets, 
honored with state dinners and 
engaging in policy discussions 
with presidents and prime minis-
ters.
It's a split screen his campaign is 
eagerly awaiting. The trips also 
come as foreign policy is increas-
ingly dominating Trump's agenda. 
His administration is promoting a 
change of government in Venezu-
ela, Trump's friend Kim Jong Un is 
firing off missiles in North Korea, 
and tensions are growing be-
tween the U.S. and Iran. The U.S. 
is in an escalating trade war with 
China, with negotiations to find 
a solution at their lowest point in 
months.
While Trump's team believes the 
pageantry of global affairs offers 
an advantage to the incumbent, it 
also brings pitfalls. Trump has at 
times flouted diplomatic protocol 
and called into question the U.S. 
commitment to its alliances like 

no recent leader. 
Already, surveys show global 
affairs threaten to be a significant 
political liability for Trump head-
ing into his 2020 re-election bid.
Overall, 63 percent of Ameri-
cans disapproved of Trump's 
job handling foreign policy in a 
January poll conducted by The 
Associated Press-NORC Center 
for Public Affairs Research. Like 
other issues, the partisan divide 
was overwhelming: 76 percent of 
Republicans approved, while just 
8 percent of Democrats said the 
same.
Trump, like other presidents, has 
often tried to deploy the majesty 
of presidential travel for political 
gain, using Air Force One as a 
backdrop for campaign rallies and 
playing footage of his meetings 
with world leaders in tweeted 
videos.
But Ari Fleischer, White House 
press secretary under President 
George W. Bush, said he didn't 
think the visuals mattered much 
for Trump.
While past presidents may have 
been keen to show off their 
foreign policy know-how, forge 
alliances and convey strength, 
Fleischer said "this cycle is not 
like that" because Trump's appeal 
is driven so much by his person-
ality.
__
Follow Miller and Colvin on Twitter at https://twitter.

com/ZekeJMiller and https://twitter.com/colvinj

Jeremy Edwards declined to com-
ment Monday.
Sprint, which is based in Overland 
Park, Kansas, and T-Mobile, based 
in Bellevue, Washington, argue 
that the combination will lead to 
better 5G service. They have made 
promises before to create U.S. 
jobs and build a home-internet 
business to compete with cable 
companies as well as Verizon and 
AT&T. They’ve also promised not 
to raise prices for three years.
The Obama administration re-
buffed the companies’ earlier 

effort to merge, as well as an 
attempted deal between AT&T and 
T-Mobile, on concerns that such 
deals would hurt competition in 
the wireless industry.
Shares of T-Mobile rose $2.93, 
or almost 4%, to $78.29, while 
Sprint’s stock soared 19% to $7.34. 
Shares of Verizon and AT&T also 
rose.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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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outh Korea
May 23, 2019

Today Fast Company named 
Bom Kim, CEO of Coupang, 

as #23 on its 10th annual list 
of the Most Creative People 
in Business. Coupang is one 
of the world’s largest and 
fastest-growing e-commerce 
companies, with operations in 
Korea, the US and China. Fast 
Company recognized Kim for 
the way Coupang has trans-
formed e-commerce in Korea, 
building a last-mile delivery 
service that provides custom-
ers nationwide with the ability 
to receive millions of products 
within hours.
The company’s “dawn” delivery 
service, in particular, is a new 
solution to address the every-
day issues of life in Korea. The 
country is densely populated 
and, with urban commuting, 
shopping can be difficult for 
families that spend long hours 
at work or school. Coupang 
created a shopping and fulfill-
ment system that enables con-
sumers to shop on their mobile 
devices after they get home 
in the evening. Orders placed 
before midnight appear at the 
customer’s front door by 7 a.m. 
the following morning, allow-
ing busy parents to submit an 
order before going to bed and 
receive food in time for break-
fast or school supplies before 
children leave for their day.
In addition to rapid delivery 
and an industry-leading selec-

tion of tens of millions of prod-
ucts, Coupang has deployed 
artificial intelligence to help 
customers easily find items on 
Coupang’s app. When custom-
ers are ready to complete a 
purchase, Coupang provides 
the only one-touch mobile 
payment service in Korea that 
doesn’t require password entry 
or a fingerprint. This conve-
nient payment option has also 
been recognized for its leading 
fraud detection system.
Coupang also set a new stan-
dard for product packaging. 
Because Coupang operates an 
end-to-end fulfillment sys-
tem for millions of parcels, 
the company has been able to 
design processes that protect 
the environment and reduce 
waste. More than half of the 
company’s deliveries arrive 
at customers’ doors without 
using cardboard boxes. Re-
ducing packaging enhances 
truck-loading efficiency, cuts 
carbon emissions and landfill 
volume, and eliminates the 
hassle customers experience in 
disposing of excess packaging.
“Our goal is to make our cus-
tomers’ lives so much better 
that they can’t imagine living 
without Coupang,” said Kim. 
“We’re not trying to deliver an 
incremental improvement. 
We want to revolutionize our 
customers’ lives. We can never 
forget that goal. It guides all 
of our work. Every day we’re 
looking for new solutions, 

new services, and new ways of 
making life simpler and more 
convenient. That drive to help 
customers is the inspiration for 
every innovation we achieve.”
Fast Company editors and 
writers spend a year research-
ing candidates for the list, 
scouting every sector of busi-
ness: technology, fashion, 
cybersecurity, biotech, enter-
tainment, beauty, social good, 
food, data, consumer goods, 
and more. The people selected 
have accomplished something 
truly innovative within the 
past 12 months that is having a 
meaningful effect within their 
industries.
To see the complete list go to: 
fastcompany.com/most-cre-
ative-people/2019
Introduced in 2009, the Most 
Creative People list was quick-
ly established as one of Fast 
Company ‘s  most esteemed 
franchises. Each year, the 
magazine’s editors present an 
all-new list of 100 people cho-
sen according to a proprietary 
methodology.
Fast Company ‘s Most Creative 
People in Business issue (Sum-
mer 2019) is available online 
now at fastcompany.com/
most-creative-people/2019 and 
on newsstands beginning June 
4. Join the Most Creative Peo-
ple conversation using #FC-
MostCreative.
ABOUT FAST COMPANY
Fast Company is the only 
media brand fully dedicated to 
the vital intersection of busi-
ness, innovation, and design, 
engaging the most influential 
leaders, companies and think-
ers on the future of business. 

Since 2011, Fast Company has 
received some of the most 
prestigious editorial and de-
sign accolades, including the 
American Society of Magazine 
Editors (ASME) National Mag-
azine Award for “Magazine of 
the Year,” Adweek ’s Hot List 
for “Hottest Business Publica-
tion,” and six gold medals and 
10 silver medals from the So-
ciety of Publication Designers. 
The editor-in-chief is Stepha-
nie Mehta and the publisher is 
Amanda Smith. Headquartered 
in New York City, Fast Compa-
ny is published by Mansueto 
Ventures LLC, along with our 
sister publication, Inc., and 
can be found online at fast-
company.com.
About Coupang
Coupang is one of the largest and 
fastest-growing e-commerce com-
panies in the world. Its innovative 
technologies and novel approach 
to mobile commerce and custom-
er service have set a new standard 
for e-commerce in Korea and 
beyond. Powered by its propri-
etary technology infrastructure, 
Coupang offers the largest end-to-
end fulfillment operation in Korea 
and one of the most revolutionary 
last-mile delivery services in the 
world. Founded in 2010, Coupang 
is a global company with offices 
in Beijing, Los Angeles, Seattle, 
Seoul, Shanghai, and Silicon 
Valley.

View source version on businesswire.
com:https://www.businesswire.com/news/
home/20190523005629/en/
 CONTACT: Marisa Lam
             marisa@onpoyntpr.com
SOURCE: Coupang
Copyright Business Wire 2019.
PUB: 05/23/2019 12:38 PM/DISC: 05/23/2019 
12:38 PM
http://www.businesswire.com/news/
home/20190523005629/en

COUPANG’S BOM KIM NAMED TO 
FAST COMPANY’S “100 MOST 
CREATIVE PEOPLE IN BUSINESS”



JUNE 2019 / 06월 2019년        kckoreanjournal.com 경제 / ECONOMY 23

Trump administration sanc-
tions against Huawei have 
begun to bite even though their 
dimensions remain unclear. 
The U.S. move escalates trade-
war tensions with Beijing, but 
also risks making China more 
self-sufficient over time.
Here’s a look at what’s behind 
the dispute and what it means.

트럼프 정부의 화웨이 제재 수위가 
여전히 불투명한데도 이를 악물기 시
작했다. 미국의 조치는 중국과의 무
역전쟁 긴장을 고조시키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을 더 자급자족하게 
만들 위험도 있다.
여기 분쟁의 배후에 무엇이 있고 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자.
___
WHAT’S THIS ABOUT?
Last week, the U.S. Commerce 
Department placed Huawei its 
so-called Entity List , effectively 
barring U.S. firms from selling 
it technology without govern-
ment approval. Separately, Hua-
wei is the world’s leading pro-
vider of networking equipment, 
but it relies on U.S. components 
including computer chips.

지난 주 미 상무부는 화웨이를 소위 
엔티티 리스트로 지정해 미국 기업들
이 정부의 승인 없이 이 기술을 판매
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와는 
별도로 화웨이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
크 장비 공급업체지만 컴퓨터 칩을 
비롯한 미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
___
WHY PUNISH HUAWEI?
왜 화웨이를 처벌하나?
The U.S. government’s sanc-
tions are widely seen as a 
means of pressuring reluctant 
allies in Europe to exclude 
Huawei equipment from their 
next-generation wireless net-
works. The politics of President 
Donald Trump’s escalating tit-

for-tat trade war have co-opted 
a longstanding policy goal of 
stemming state-backed Chinese 
cyber theft of trade and mili-
tary secrets.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 조치는 유럽
의 내키지 않는 동맹국들에게 차세대 
무선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
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널리 보여
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날로 고
조되는 무역전쟁의 정치는 무역과 군
사기밀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절도를 
막기 위한 오랜 정책목표를 공동으로 
채택했다.
___
THE SANCTIONS’ BITE
Analysts predict consumers 
will abandon Huawei for other 
smartphone makers if Huawei 
can only use a stripped-down 
version of Android. Huawei, 
now the No. 2 smartphone sup-
plier, could fall behind Apple to 
third place. 

분석가들은 화웨이가 기존 안드로이
드의 버전만 사용할 수 있다면 소비
자들이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위
해 화웨이를 포기할 것이라고 예측하
고 있다. 현재 2위 스마트폰 공급업체
인 화웨이는 애플에 뒤쳐져 3위로 밀
려날 수 있다.
___
WHO USES HUAWEI ANYWAY?
Huawei stealthily became an in-
dustry star by plowing into new 
markets, developing a lineup 
of phones that offer affordable 
options for low-income house-
holds and luxury models that 
are siphoning upper-crust sales 
from Apple and Samsung in 
China and Europe. That for-
mula helped Huawei establish 
itself as the world’s second-larg-
est seller of smartphones 
during the first three months 
of this year, according to the 
research firm IDC.

화웨이는 중국과 유럽에서 애플과 삼
성의 매출 확대를 염두에 두고 저소
득층을 위한 저렴한 옵션의 휴대폰과 
고급 모델 개발로 새로운 시장에 뛰
어들면서 은근히 업계 스타로 떠올랐
다. 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이 방
식이 화웨이가 올해 1분기 동안 세계 
2위의 스마트폰 판매국으로 자리매
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___
RIPPLE EFFECTS
The U.S. sanctions could have 
unwelcome ripple effects in the 
U.S., given how much technolo-
gy Huawei buys from U.S. com-
panies, especially from makers 
of the microprocessors that go 
into smartphones, computers, 
internet networking gear and 
other gadgetry. Being cut off 
from Huawei will also com-
pound the pain the chip sector 
is already experiencing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s ris-
ing China tariffs.
The Commerce Department on 
Monday announced an expect-
ed grace period of 90 days or 
more, easing the immediate hit 
on U.S. suppliers.

화웨이가 미국 기업,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네트워킹 장비 및 기
타 장비에 들어가는 마이크로프로세
서 제조업체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기
술을 사들였는지 감안할 때 미국의 
이번 제재는 반갑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화웨이와 단절되는 
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관세 인
상으로 반도체 업계가 이미 겪고 있
는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다.
상무부는 9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발

화웨이에 대한 미정부 탄압, 하지만 누
가 다칠까?  AP EXPLAINS: US SANC-
TIONS ON HUAWEI BITE, BUT WHO 
GETS HURT? By FRANK BAJAK and MICHAEL LIEDTKE

표함으로써 미국 공급업체에 대한 즉
각적인 타격을 완화시켰다.
___
COULD THIS BACKFIRE?
Huawei is already the biggest 
global supplier of networking 
equipment, and is now likely to 
move toward making all com-
ponents domestically. U.S. tech 
companies, facing a drop in 
sales, could respond with lay-
offs. More than 52,000 technol-
ogy jobs in the U.S. are directly 
tied to China exports.

화웨이는 이미 세계 최대 네트워크 
장비 공급업체로, 이제 모든 부품을 
국내 생산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
다. 매출 감소에 직면한 미국 기술업
체들은 해고를 통해 대응할 수도 있
다. 미국 내 5만2000개 이상의 기술 
일자리가 중국 수출과 직결된다.
___
WHAT ABOUT HARM TO GOO-
GLE?
Google may lose some licensing 
fees and opportunities to show 
ads on Huawei phones, but it 
still will probably be a financial 
hiccup for Google and its cor-
porate parent, Alphabet Inc., 
which is expected to generate 
$160 billion in revenue this 
year.

구글은 화웨이폰에 대한 일부 라이센
스 수수료와 광고 기회를 잃을 수도 
있지만, 구글과 그 회사의 모기업인 
알파베트사는 올해 1,6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나 이것이 
여전히 재정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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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sas forward Silvio De 
Sousa finally got some 

good news from the NCAA 
on Friday.
His education and career 
had been in limbo after the 
organization ruled in Feb-
ruary that De Sousa was 
ineligible this past season 
and next season. But after 
the school appealed what 
it considered overly harsh 
sanctions , De Sousa was 
granted a reprieve from the 
NCAA’s reinstatement com-
mittee. He is clear to play 
next season.
“I’m so excited to be able to 
come back to Kansas,” De 
Sousa said in a statement. 
“All those days and nights 
wondering what would 
happen — this makes it all 
worth it.”
De Sousa’s long road toward 
playing for the Jayhawks 
again came after his name 
surfaced last summer in an 
FBI probe into corruption 
in college basketball. The 
NCAA found that his guard-
ian, Fenny Falmagne, had 
received a $2,500 payment 
from a “university booster 
and agent” and agreed to an 
additional $20,000 payment 
from the same individual 
and an Adidas employee for 
securing his commitment to 

Kansas.
Kansas decided to withhold 
De Sousa from competition 
just before the start of last 
season after it learned of 
new details in the corrup-
tion investigation. But when 
the NCAA’s decision to sus-
pend him for two full sea-
sons was handed down, it 
was decried by those across 
the college basketball land-
scape.
In an emotional news con-
ference, Kansas athletic di-
rector Jeff Long said he was 
“incensed” by the NCAA’s de-
cision. Jayhawks coach Bill 
Self likewise vowed that he 
would “fight for Silvio.”
Kansas argued in its appeal 
that De Sousa never knew 
of any alleged payments, 
that the school had been 
proactive in keeping him 
from competing and that 
the punishment the 6-foot-
9 sophomore received was 
inconsistent with those 
handed down by the NCAA 
in similar cases.
In the meantime, De Sousa 
declared for the NBA draft 
under the assumption he 
would not be allowed to play 
next season. But he also said 
that he preferred to play 
another season for the Jay-
hawks.

“I am thankful that Silvio 
has the opportunity to con-
tinue his academic work and 
play basketball for Kansas,” 
Long said. “He is an excep-
tional young man, and I am 
so happy that he gets to do 
what he truly wants to do, 
which is study and play bas-
ketball at KU.”
So far, he has barely played 
half a season for them.
De Sousa committed in 
August 2017 and enrolled for 
the second semester, just in 
time to help Kansas during 
its Final Four run. De Sousa 
played major minutes in the 
absence of injured big man 
Udoka Azubuike throughout 
the Big 12 and NCAA tour-
naments, including his best 
game against powerhouse 
Duke.
But the native of Angola is 
still a relatively raw pros-
pect, even though he was 
able to practice with the 
Jayhawks last season, and 
another year of college 
should help his draft stock 
significantly.
“I tried to turn the year off 
into a blessing,” De Sousa 
said. “I got to work on my 
game and my academics, 
and now I’m going to make 
the most of this opportuni-
ty.”
Now, De Sousa should be 
able to team with Azubui-
ke to form one of the more 
intimidating frontcourts 

KANSAS FORWARD DE SOU-
SA GETS YEAR OF ELIGIBILITY 
BACK   By DAVE SKRETTA AP Basketball Writer

in the country. The 7-foot 
Azubuike briefly consid-
ered declaring for the draft, 
but he missed much of last 
year after wrist surgery and 
would have been unable to 
compete in pre-draft camps.
The school is still waiting to 
hear whether guards Devon 
Dotson and Quentin Grimes 
remain in the draft or return 
to Kansas next season. Both 
have until Wednesday to 
make a decision.
Kansas also is trying to close 
out its recruiting class by 
landing a pair of five-star 
prospects this summer. 
Small forward Jalen Wilson 
is considering the Jayhawks 
after a coaching change 
led him to his release from 
Michigan, and point guard 
R.J. Hampton recently re-
classified to this year’s class. 
Both of them are also ex-
pected to make decisions in 
the coming weeks.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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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y 1, 2019, the 
United States Taekwon-

do Grandmasters Soci-
ety awarded the Lifetime 
Achievement Award for the 
first time to a woman, Great 
Grandmaster Dr. Tae Yun 
Kim, for “outstanding lead-
ership achievement, merito-
rious service” at the 14thAn-
nual Hall of Fame Awards 
gala attended by guests from 
around the United States.
Great Grandmaster Tae Yun 
Kim is the first woman ever 
to receive this award. Its 
significance is highlighted 
by the fact that she is one of 
the first female martial art-
ists in the entire history of 
the martial arts to reach the 
rank of Grandmaster.
Born in 1946 and called a 
“curse” in her village be-
cause she was a girl; today, 
Dr. Tae Yun Kim is called the 
“Hope of Korea.”

Surviving the Korean War, 
she was one of the first fe-
males to start training in the 
martial arts in Korea. Even-
tually she became one of the 
highest-ranked female mar-
tial artists in the world.
She was an International 
referee and coached the 
first Unites States women’s 
Taekwondo team at the 1978 
Pre-World Games in Seoul, 

Korea (and won gold, silver, 
and bronze medals).
Though from birth she faced 
severe challenges and prej-
udice as a woman, she went 
on to be named “Woman of 
the Year” in California and 
to win a Susan B. Anthony 
Award, both a Gold and Sil-
ver Stevie Award for Women 
in Business, an American 
Business Award Gold for 
Lifetime Achievement and 
many more.

Dr. Kim rose from not 
speaking English arriving 
in America, to becoming an 
international speaker and 
author.

She climbed from perform-
ing janitorial work as a first 
job to becoming chairman 
and CEO of a global technol-
ogy company, Lighthouse 
Worldwide Solutions.
“It is an honor to receive 
th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from the U.S. Tae-
kwondo Grandmasters 
Society,” said Great Grand-
master Dr. Kim. “My culture 
has never given any respect 
or recognition to women. 
The first generation of mar-
tial artists to come from my 
country are now in their 70s 
and 80s, many have already 
passed on. Those who re-
main are realizing there is 

more to life than the phys-
ical aspects of Taekwondo. 
What I have been teaching 
my entire life focuses on 
harmony of body, mind, and 
spirit in Taekwondo as a way 
of life.”

For more information on 
her Jung SoWon Martial Art 
Academy: https://jsw.com/
who-is-tae-yun-kim/
The mission of the United 
States Taekwondo Grand-
masters Society is to pre-
serve and promote the tra-
dition of action philosophy 
in Taekwondo education 
and to manage the national 
governing organization of 
Taekwondo in the United 
States.
Lighthouse Worldwide 
Solution Headquartered 
in Silicon Valley, Califor-
nia, Lighthouse Worldwide 
Solutions is a global leader 
in the contamination con-
trol monitoring industry. 
It develops systems moni-

DR. TAE YUN KIM HONORED– 
LIFETIME ACHIEVEMENT AWARD 
– UNITED STATES TAEKWONDO 
GRANDMASTERS SOCIETY

toring the ultra-clean envi-
ronments needed to man-
ufacture semiconductors, 
pharmaceuticals, medical 
equipment, and other ex-
tremely sensitive products 
worldwide. Lighthouse 
conducts business in more 
than 70 countries. Chairman 
and CEO, Dr. Tae Yun Kim, 
founded the company in 
1982.
This press release features 
multimedia. View the full 
release here: https://www.
businesswire.com/news/
home/20190501005364/en/

https://www.349amw.afrc.af.mil/News/Photos/igpho-
to/200037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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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 코믹스가 새로운 에이전
츠 오브 아틀라스로도 알려

진 강력한 아시아 및 아시아계 미
국인
히어로들의 팀을 결성하고 있다. 
이 전례 없는 시도는 현재 출간 중
에 있으며, 출판사
대기업이기도 한 마블 측에서는 
목요일 연합 통신을 통해 무술고
수 상치와 같은 기존
아이콘들과 더불어 최신 필리핀계 
슈퍼히어로 웨이브를 비롯한 신진 
히어로들이 이번 여름
시작되는 5부작 스탠드얼론 코믹
북 시리즈에서 합을 맞출 것이라
고 알려왔다.

이미 10명의 범아시아 슈퍼히어
로 챔피언들이 이번 달 초 &lt;왕
국들의 전쟁: 새로운 에이전츠
오브 아틀라스&gt;에서 팀으로 
데뷔한 바 있다. 이 코믹북은 마블 
유니버스를 가로지르는
어벤져스 포함 다양한 그룹들의 
현재 진행형 이야기의 일부로, 불
의 여신과의 전투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8월 발간 예정의 새 
시리즈는 오로지 아시아인들만이 
등장한다.
이러한 영웅적 투쟁의 선두에 선 
인물은 노련한 만화작가 그렉 박
이다. 박은 천재 한국계
미국인 10대 캐릭터 아마데우스 
조를 공동으로 탄생시키면서 아시
아계 캐릭터들의 새 시대를
맞이하는데에 일조한 바 있다. 이 
캐릭터는 2005년에 처음으로 등
장했다. 10년 후, 아마데우스
조는 헐크의 파워를 흡수했고 브
라운으로 통하기 시작했다.
영화 &lt;크레이지 리치 아시

안&gt;의 성공과 더불어 아시아
계 캐릭터들의 대중문화 등장을 
바라는
욕구가 더욱 커졌다고 분석한 박
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시
아 및 아시아계 미국인
슈퍼히어로들이 팀으로 등장하는 
작업을 하는 건 항상 제 꿈이었습
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아시아 및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특히 포함하는 작업을 하기에 지
금보다 좋은 때는 말 그대로
없었어요.” 지미 우 요원이 새롭게 
부활한 수호자들의 비밀 협회 아
틀라스의 리더로서 팀을
이끈다. 지난해 개봉된 영화 &lt;
앤트맨과 와스프&gt;에서 랜달 
박이 연기한 바 있는 지미 우는 사
실
수십년 된 캐릭터다. 브라운과 거
미줄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한국
계 미국인 실크/신디 문도
함께 등장한다.

다른 팀원들은 현재까지 마블 비
디오 게임이나 아시아 국가들에서
만 출간되는 웹 코믹에서만
등장했었다. 냉동된 물건들을 마
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히어로이
자 K팝 스타인 한국 태생의
루나 스노우/설희가 그 예이다. 중
국의 창작 역량을 반영하는 에어
로와 소드 마스터도 있다.
범죄와 싸우는 본업과 더불어 이 
팀은 딤섬 먹기와 가라오케 열창
과 같은 이색적인 활동들도
보여줄 예정이다.
한국인과 백인의 혼혈인 박은 다
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다양성 
안의 다양성은 놀랍죠. 어느
한 캐릭터도 혼자서 모든 아시아

인다움이나 아시아계 미국인다움
을 대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캐릭터에게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아틀라스’ 창작 팀에는 작가 제프 
파커와 미술가 니코 레온, 카를로 
파굴라얀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시리즈에서 일군의 혁명가들이 
판이라고 불리우는 범아시안 포탈 
도시가 스위치를 뒤집은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
을 발견한다. 판에서는 지리적으
로 밀집된 다양한 아시아의
풍경들이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다. 그 결과물로서 도쿄 거리 바
로 옆에 호노룰루, 마닐라,
그리고 마블의 몇몇 가상 아시안 
국가들의 거리 풍경들이 등장한
다.

필리핀계 미국인 로렌 자비에르 
(50세)는 자신의 블로그 및 팟캐
스트에서 ‘성들, 망토들,
그리고 복제인간들’이라는 테마로 
마블 코믹스를 논한다. 그가 어렸
을 때에 대중문화계에는
우러러 볼 만한 아시아계 캐릭터
들의 거의 없었고, 존재하는 극소
수조차 대부분이 신비주의자
혹은 남자 조수라는 스테레오타입
들에 국한되어 있었다.
일본인과 백인 혼혈인 찰리 기리
하라는 ‘새로운 에이전츠 오브 아
틀라스’에 매료되었고, 박과
마블 측에 더 많은 콘텐츠를 요청
하는 트윗을 보냇다. 26세인 기
라하라는 &lt;왕국들의 전쟁&gt;
에서
아시아와 미국의 문화들을 대변하
는 캐릭터들을 보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고

아시아 및 아시아계 미국인 슈퍼히어로들, 마블 코믹스
에 힘을 보태다 ASIAN, ASIAN AMERICAN HEROES TO 
POWER MARVEL COMICS SERIES   By TERRY TANG

이야기했다. “책을 보다가 깨달았
어요. 이만큼 아시아계 캐릭터들
이 등장하는 코믹북은 일본
만화를 제외하면 처음이라는 걸
요.” 기라하라는 코믹 및 그래픽 
노블 장르의 여타 장르를
언급하며 이와 같이 설명했다. “
저는 이 시리즈가 기존 스토리라
인을 넘어서 더욱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는 박의 소원이기도 하다. 하지
만 이제 공은 실질적으로 마블 팬
들에게로 넘어갔다.

Asian superheroes — as-
semble.

Marvel Comics is giving ink 
to an unprecedented team-
up of its mightiest Asian and 
Asian American heroes, also 
known as the new Agents of 
Atlas. Established icons like 
martial arts master Shang-
Chi and newbies like Wave, 
the newest Filipino superhe-
ro, will team up in a stand-
alone, five-part comic book 
series starting this summer, 
the publishing giant told 
The Associated Press Thurs-
day.
The roster of 10 super-pow-
ered pan-Asian champions 
made their debut as a team 
earlier this month in “The 
War of the Realms: New 
Agents of Atlas.” That comic 
book is one piece of an on-
going saga involving several 
different groups acros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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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vel universe, including 
the Avengers, doing battle 
with a fire goddess. But the 
exclusively Asian limited 
series is set to roll out in 
August.
The man leading the hero-
ic charge is veteran comic 
book writer Greg Pak. Pak 
is credited with ushering in 
a new era of Asian charac-
ters in co-creating Amadeus 
Cho, a Korean-American 
genius teen. The character 
first appeared in 2005. A de-
cade later, he absorbed the 
Hulk’s powers and started 
going by Brawn.
“It’s always been my dream 
to do a team book using a 
bunch of Asian and Asian 
American heroes,” said Pak, 
who thinks there’s more 
appetite for representa-
tion with the success of the 
movie “Crazy Rich Asians.” 
‘’There’s literally never been 
a better time in my memory 
with more opportunities for 

doing work that specifically 
includes Asian and Asian 
American characters.”
The decades-old character 
of Agent Jimmy Woo (por-
trayed by Randall Park in 
last year’s “Ant-Man and the 
Wasp” movie) leads the pack 
as head of the revived secret 
protection society Atlas. 
Others getting in on the ac-
tion include Brawn and Cin-
dy Moon, who is the Korean 
American web-shooter Silk.
Other recruits have only pre-
viously been seen in Marvel 
video games or web com-
ics only available in Asian 
countries. Among them 
is Korea-born Luna Snow 
a.k.a. Seol Hee, a K-pop star 
who can manipulate frozen 
elements. There’s also Aero 
and Sword Master, the prod-
ucts of creatives in China. 
Besides crime-fighting, the 
group will spend time doing 
things like eating dim sum 
or singing karaoke.

“That kind of diversity with-
in diversity is amazing,” said 
Pak, who is half-Korean and 
half-white. “No one charac-
ter here has to represent all 
Asian-ness or Asian Ameri-
can-ness. That’s a ridiculous 
demand for any character.”
The rest of the “Atlas” cre-
ative team includes writer 
Jeff Parker and artists Nico 
Leon and Carlo Pagulayan. 
In the series, the do-good-
ers find that someone has 
flipped a switch and cre-
ated a “cross-Asian portal 
city” called Pan. In Pan, 
Asian neighborhoods get 
geographically scrambled 
and then stitched together 
into one city. So, the streets 
of Tokyo could be next to 
neighborhoods from Ho-
nolulu, Manila and some 
of Marvel’s fictitious Asian 
countries.
Filipino American Loren 
Javier, 50, discusses Mar-
vel comics on his “Castles, 
Capes & Clones” blog and 
podcast. There were few 
Asian characters in the 
lexicon he could look up to 
as a child, and many were 
often stereotypical mystics 
or man-servants.
“I love Marvel but I didn’t 
necessarily see myself in 
the comics,” said Javier, who 
recalls being teased by a 
classmate who called him 
“the enemy.”
“Now, finally, I think about 
kids who are reading this 

new generation of comics 
and heroes and getting to 
see themselves a little bit 
more,” Javier said. “It’s very 
powerful.”
Charlie Kirihara, who is half 
Japanese and half white, 
was thrilled by “New Agents 
of Atlas” and tweeted at Pak 
and Marvel pleading for 
more content.
Kirihara, 26, said it was 
a welcome change to see 
characters that represented 
Asian and American cul-
tures in “The War of the 
Realms.”
“I read through the book 
and realized that was the 
first time I’ve read a com-
ic book that was all these 
Asian characters and that 
wasn’t manga written in 
Japan,” Kirihara said, refer-
ring to a genre of comics or 
graphic novels. “I want to 
see it have legs beyond this 
storyline.”
That’s Pak’s wish as well. But 
it depends on how Marvel 
finds the fan response.
“If people buy the heck out 
of it, I’m happy to keep writ-
ing them,” Pak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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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ITIZEN OF 
AMERICA OR A 
CITIZEN OF 
HEAVEN?
By Rev. Evan Kim 

Perhaps you’ve heard the 
Christian motto,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It 
captures the tension Chris-
tians face living in a tempo-
rary world while waiting for 
an eternal one. One place 
this tension is seen is in the 
realm of politics. Christians 
are called to submit to the 
authority of both God and 
government. But what hap-
pens when the government 
begins to infringe upon 
loyalty to God? 
Every Christian in Amer-
ica should consider this 
question thoughtfully and 
prayerfully. Our government 
continues to aggressively 
legislate upon key moral 
issues that oppose our faith. 
Compounding this is the 
narrative of “intolerance” 
that mainstream media 
uses to mischaracterize 
Christians. This has already 
forced Christians in North 
America to compromise 
their convictions at risk of 
facing litigation for stand-
ing firm. In such instances 
Christians should carefully 
discern the situation and 
seek wisdom towards a 
faithful and God-honoring 
response. 

PASTOR COLUMN
While there are no step-by-
step instructions in engag-
ing such matters, a reposito-
ry of wisdom is available in 
the example of Jesus Christ. 
The cultural pressures of his 
life were strikingly similar 
to those of American Chris-
tians today. The Jews en-
joyed a relative measure of 
religious freedom under the 
Roman government, but still 
faced oppression from the 
authorities. In the midst of 
this tension four sects arose 
that held to different philos-
ophies of engagement with 
the state. It is telling to see 
how Jesus countered each 
of these in his teaching and 
lifestyle. 
The first sect was the Phar-
isees, who were strict ad-
herents to religious law and 
did everything they could 
to distance themselves 
from Roman authority and 
influence. Their submis-
sion to the state was only 
by virtue of compulsion. 
Jesus clashed with the Phar-
isees on multiple points, 
including adherence to laws 
that required giving honor 
to the state. On this Jesus 
said, “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in other words, hon-
or both. 
The second sect was the 
Sadducees, the Jewish aris-
tocrats who embraced Ro-
man culture. The Sadducees 
enjoyed a lucrative partner-
ship with the Roman author-
ities in controlling Herod’s 
Temple, the center of Jew-
ish religious activity. Their 

relationship with the state 
was an unhealthy syncre-
tism of the secular and the 
sacred. This yoking opposed 
the teachings of Jesus, who 
taught that not only would 
the world hate him and his 
followers, but that his fol-
lowers would have to deny 
themselves of worldly ways 
as well. 
The third sect was the Zeal-
ots, the violent nationalists 
whose attitude towards the 
state mirrored that of the 
Pharisees. Their response 
involved war and revolt, 
eventually leading to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in 
AD 70. Though Jesus didn’t 
encounter any Zealots in 
the Gospel accounts, he 
rebutted their methods by 
failing to live up to their ex-
pectations of a conquering 
political figure. He quieted 
any attempt at rebellion 
when he stopped Peter, 
who tried to defend him by 
sword as Jesus was arrested 
and subsequently crucified 
under the state’s capital 
punishment system. 
The fourth sect was the Es-
senes, who completely sepa-
rated themselves from so-
ciety (an excavation of one 
Essene community called 
the Qumranites famous-
ly produced the Dead Sea 
Scrolls). The Essenes did not 
bother to meddle in present 
matters of state, because of 
their fixation on the return 
of the Messiah. This fos-
tered an unhealthy discon-
nect with the world, which 
contradicted Jesus’ teaching 

to be a “city on a hill” rather 
than a lamp hidden under 
the bed. Jesus was salt and 
light to all, even reaching 
out to Roman citizens and 
statesmen. 
Jesus entered the world 
during a tense time for his 
people. And he came pro-
claiming the Kingdom of 
God. It is a Kingdom dis-
tinguished by love, meek-
ness, humility and peace. It 
doesn’t demand an extreme 
upheaval of the earthly 
state; the two are to exist 
until the return of Jesus! 
Until then, the Bible pro-
vides sufficient instruction 
on how Christians are to live 
as citizens of the Kingdom. 
And the Spirit will give you 
wisdom to live faithfully as a 
citizen of the state. May you 
follow the way of Christ and 
live in the world for the sake 
of his Name. 

캔사스선교교회
Kansas Mission Church
담임목사: Rev. Yohan Lee 이요한
김에반 (Evan Kim, 영어부)
8841 Glenwood St., OP 66212
913-648-9191/ 339-440-2696(c) 
www.kansasmission.org
facebook.com/KMC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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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사스 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9130 Pflumm Rd., Lenexa
korean1481@gmail.com
http://www.kckcatholi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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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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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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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리중앙침례교회 
Central Missouri Baptist 
Church 
담임목사: 김래원  
(Raymond Raewon Kim)

105 SE 421st Rd. 
Warrensburg 64093 
660-429-6511 / 660-864-3638 (c)
krwpreach@hanmail.net
www.cmkbc.org

베델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아브라함 
(Abraham Kim)
9595 W95th St, OP
913-617-3987/913-940-9188(c)
Shalom4abraham@yahoo.com

캔사스뉴비젼교회
Kansas New Vision Church of the 
Nazarene 
담임목사: 박근영  
(Rev. GeunYoung Park)
8200 W. 96th Street, OP 66212
816-315-4174     
knvc2008@gmail.com
www.ksnvc.com
facebook.com/KansasNewVi-
sionChurchoftheNaza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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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사스 시티 종교단체 주소록
캔사스선교교회
Kansas Mission Church
담임목사: Rev. Yohan Lee 이요한
김에반 (Evan Kim, 영어부)
8841 Glenwood St., OP 66212
913-648-9191/ 339-440-2696(c) 
www.kansasmission.org
facebook.com/KMCCHURCH

캔사스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1424 S. 55th St. KCK  
714-313-6259  
kansasfgc@gmail.com
www.kcmusa.org

캔사스안디옥나사렛교회
담임목사: 이은철 (Eun C. Lee)
2737 S. 42nd St., K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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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sas City Korean Baptist 

Church
담임목사: Insung Jeon (전 인 성)
3817 N. Wayne Ave, KCMO  64116
816-452-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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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사스우리교회
담임목사: 장현희 (Hyunhee Chang)
10100 Metcalf Ave. OP 66212
913-299-7246  
kwoorich@gmail.com
www.kwoo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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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사스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수철(Soo C. Shin)
4505 Gibbs Rd., K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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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K 66106
913-236-7636/ 13-653-7077(c)/ 
(213) 505-7434(Director)
kpck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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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사스 새생명 교회
담임목사: 최안성 (Ansung Choe)
2611 S. 31th St
Kansas City, KS 66106
816-800-1985(c)/504-875-0737 
choeansung@hotmail.com
kansasnewlifechurch.org

“Reflecting Motion” exhibited at 
Union Station. “Reflecting Motion” 

features more than
78,000 holographic streamers, 13,400 

linear ft. of rope, 300 hand tied 
knots, and will appear to float in 

extravagant motion above Haverty 
Family Yards.

https://www.unionstation.org/news/
union-station-announces-world-class-visu-
al-art-experience-featuring-%E2%80%9Cre-

flecting-motion%E2%80%9D-ki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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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광고란은  모든 독자들께서 편하
게 이용하실수 있는 장터입니다. 생
일, 돌잔치, 부고, 중고 물건 매매등 
모든 알림을 편하게 알려주시면 무료 
한줄광고로 귀하게 실어드립니다. 편
하게 애용해주시고 보내실 곳은  
 kim@kckoreanjournal.com 입
니다. 
FREE classified is a FREE 
marketplace for all KCKJ read-
ers. Please send your notices for 
birthdays, anniversaries, obit-
uaries, used items for sale, etc. 
Submit your announcements 
via email to 
kim@kckoreanjournal.com 

 
구인,구직 / JOBS / Help Wanted 

Part Time/Full Time position at 
Beauty Supply Store 
뷰티써플라이 스토어에서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일할 분을 찾습니다. 
Located in Independence or Lee 
Summit 
근무지: 미조리 인디펜던스 또는 리
써밋 
연락처: 913-488-8239
 
New Korean Asian Restaurant in 
Downtonwn/Crossroads hiring 
servers!  Mila 720.366.8925 
 
SUSHI KO LAWRENCE 에서 
서버 하실분 구합니다 
GOOD PAY, GOOD TIP 
785-991-0081 
 
가사도우미 구함 
오버랜드 파크 남쪽, 135번가와 메카
프 애브뉴 근처 
일주일에 두 번 4시-7시 사이에 간단
한 저녁 식사 준비 도와주실 가사 도
우미 구합니다.   
연락처 301-395-5868
 
Gangnam Korean Restaurant에
서 서버 하실분을 구합니다. 
Full time/Part time  
(무/경력자 환영) 
913-383-8888 ask for Chase.
 
Maru Sushi 에서  
서버 하실분을 구합니다. 
913-258-5879

 
의류수선 경력자 구합니다. 
North Kansas City  
(I-29, NW 64th St)에 위치한 
Alteration shop 에서 일하실 분 연
락바랍니다. 
816-584-0845
 
VIVA FASHION  밝고 긍정적인 성격
으로 성실하게 오랫동안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KANSAS CITY / OLATHE / INDE-
PENDENCE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 ALEX or JINNY 913 - 287 - 8008 )
 
에서 맡아서 일할 사람을 찾읍니다 
Hiring for immediate position.  
Call/전화하십시오 816 - 861 - 2223  
Dollar and TNS Beauty   
(2928 Prospect Ave. KC, MO)
 
캔사스 경로대학에서 댄스, 체조, 취
미활동, 건강 강의 등으로 재능을 기
부해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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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점입니다. 우리는 20 개 이상의 점포가 
있습니다. 현재 Assistant Operation 
Managers / 매장 관리자 / 영업 담당자
를 찾고 있습니다.영어를 할 수 있어야합
니다. 또한, Metro PCS 매장을 열거 나 
열 저장소를 구입하고자하는 사람을 찾
고.  Ben Kim, General Manager - To-
morrow Mobile  Cell - 512.906.6106 
1622 Central Ave., Kansas City, KS 
66102
 
Janitorial Services Company. 
사무직0명, 매니저0명. 영어 가능자.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일단 전화로 상
담해 보세요. 
Call (913)98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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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
glish so that our clients can com-
mun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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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i-
able transportation. Contact us  
by emailing eMaidsJOBSKC@gmail.
com or calling 913-871-5755. 
 
Help Wanted Star Beauty에서 정
직하고 성실하고 열정있으신분 찾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거나 관심 
있으시면 여기로 연락주세요. (Full 
Time/Part-Time position avail-
able)  816-931-4747 ask for John 
or Josh
 
Polished Nails and Wax: Look-
ing for full and part time tech-
nicians for nails, waxing, and 
facials: experience is a plus.  Call 
913.681.6245 and ask for Steph-
anie
                                                                   
J & L Liquor store 에서 일할분을 찾
습니다 언제든지 가게에 들리시든지 
전화 또는 text message 로 연락주
세요 10406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913)406-8956
 
업소 매매 / BUSINESS FOR SALE 

 
Selling Tailor Shop 
Leawood, Kansas  
Renown Tailor shop. Opened for 
20 + years.  
Contact: (913) 451-2727 
 
Sell Japanese Restaurant  
Location: Lawrence KS 
2500SqF Equipment + Inventory  
대학가, 건강상 이유로 급매 
Cell NO: 213-210-4560 
 
RETAIL STORE FOR RENT 
10413&10415 BLUE RIDGE BLVD 
KC, MO 64134 

MOVE IN READY! 
FOR MORE INFORMATION 
CALL JIN KIM 860-478-7035
 
Victoria’s Nails and Spa 
Shawnee, Kansas 
Regular and very friendly clients 
- 90% tip in cash 
* 5  Pedicures chairs 
* 6  Manicures tables 
* 1  Wax room  
Please contact call/text: Lily  
(816)809-6120 
 
Cafe for sale locate at Overland 
Park office building.  Good lo-
cation and business, well main-
tained.Owner need to retire and 
move please call 913 963 2889 
for more information.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현재 성업중
인 오버랜드 파크 오피스 건물에 위
치한 카페를 개인적인 사정 (은퇴) 으
로 매매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Tel: 
913-963-2889
 
Dry cleaners in metro Kansas 
City area. Excellent set of equip-
ment plus profitable route 
with lots of growth potential.  
$250,000 for everything.  Excel-
lent lease available.  Call Tom at 
FNBC 816 799 0911
 
세탁공장 매매  (dry cleaning plant 
for sale) 
Location (위치): Olathe KS 
Cal or Text: (913)549-0036 
가격 : $150,000.00 
 
휴대폰 가게 매매(Metro PCS): 켄자
스 시티 지역 휴대폰 가게를 매매합
니다. 여러지역에 가게 있음( St. Jo-
seph, Topeka, Raytown, Olathe, 
Merriam, Lawrence, Overland 
Park).  소액투자로 큰 돈을 벌수 있
는 기회입니다.  
연락 주세요연 황(Yeun Hwang):  
425-496-4040.

 
서비스 / SERVICES 

 
Jo’s Auto Body Shop 
We buy used and junk ca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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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KJ와 함께 광고해 주세요.

- 귀한 캔사스 한인 들의 업소를 특별가로 

    광고해 드립니다.  

-  문의 913-802-2005 , 

     kim@kckoreanjounal.com 

trucks! Mon-Sat 9am-7pm, 3333 
Stadium Dr. KC, MO 64128, 816-
923-0330 / 816-686-4046 
jeongpanjo@gmail.com  Pan 
Joe Jeong
 
Prepare & Enrich 예비부부 결혼
전 교육 (Premarital Education by 
English/Korean) 
주제: 예비부부의 마음 준비(Mind 
Preparation for A Happier Mari-
tal Life) 
대상: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결혼 생
활을 위해 서로의 마음을 함께 준비
하길 원하는 예비부부 (Any couple 
who want to be mentally well 
prepared for their marriage) 
시간: 매주 1회 1시간씩 (기간: 최
대 12주) Weekly for 12 weeks at 
most. 
인도: 미드웨스턴 상담학과 교수 (A 
seminary professor of counsel-
ing) 
장소: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 코엔&
마이어 센터 (Kohen & Myers Cen-
ter, Midwestern Seminary) 
문의: 816-414-3830 (낮시간 통화/
부재시 음성 메시지 녹음) 
------------------ 
부모 써포트 그룹(Support Group)* 
주제: 자녀 교육 및 양육 
대상: 부모로서 자녀 교육과 양육에 
관련한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
누고 싶으신 분들(자녀 연령별로 모
임) 
시간: 매주 1회 1시간씩 (기간: 12주) 
인도: 미드웨스턴 상담학과 교수 
장소: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 코엔&
마이어 센터 
문의: 816-414-3830 (낮시간 통화/
부재시 음성 메시지 녹음) 
*써포트 그룹이란 5명 정도의 소그룹
으로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함께 
편안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정서적인 힘이 되어주는 모임입니다. 
---------------------------- 
갱년기 써포트 그룹(Support 
Group)* 
주제: 갱년기 관련 감정 변화 
대상: 갱년기 관련 감정 변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성별 
따로 모임) 
시간: 매주 1회 1시간씩 (기간: 12주) 
인도: 미드웨스턴 상담학과 교수 
장소: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 코엔&
마이어 센터 
문의: 816-414-3830 (낮시간 통화/
부재시 음성 메시지 녹음) 

*써포트 그룹이란 5명 정도의 소그룹
으로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함께 
편안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정서적인 힘이 되어주는 모임입니다.

 
하숙 / BOARDING  

 
캔사스 민박 및 하숙–방5 개,화장실 
3개, 거실, 페미리룸, 다이닝룸이 있
으며 넓은 뒷마당이 있습니다.  
연락처: 이메일 10sweetpota-
to24@gmail.com

 
학원 / INSTRUCTORS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Kansas City 
Korean Language Institute 
8841 Glenwood St. Overland 
Park, KS 66212 캔사스 선교교회 선
교관내  교장: 이명희 
Principle: Myounghee Lee 
이메일: leesaltkr73@gmail.com
전화번호: 816-469-8110
 
쿠몬 학원  Kumon Academy 
대상: 3살 부터 18 세까지  Ages: 
3-18 
과목: 영어및 & 수학  
Subjects: English & Math 
* 학생 자신이 공부하는 방법을 터
득하며 자신감을 동시에 증진시켜
줌.  Students learn how to study 
and improve learning skills at 
the same time enhance self-con-
fidence. 
* 세계에서 가장 큰 과외학습학원 (
현재 4000개 학원에서 삼십만명의 
수강생이 등록. The biggest ex-
tra-curricular learning academy 
in the world (30 million students 
are currently registered at the 
4000 Academies). 
* 무료 diagnostic test 및 무료 오
리엔 테이션 Free Diagnostic tests 
and complementary orienta-
tion.  
 *전화 913 897-1111
 
New Art Class 미술 수업안내 
pre-k~ 12th, 성인반 모집 
 다년간 입시지도 및 대학강의 경력
의 박 
사출신 선생님과  전문 일러스트레이
터 작가 선생님의 체계적인 미술수업  
상담문의  
816-646-1376/816-294-4283 

원고 모집
원고를 모집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kckj는 한인 여러분의 소리를 적극적
으로 담고자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여러분의 글들을 500단어 내
외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요.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감사
합니다.  
(지면상 내용과 길이는 편집될수 있
습니다.)  
kim@kckoreanjournal.com 로 제
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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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studioianusa@gmail.com
 
Golf 개인교습 : 김준배 PGA 전문 골
프 코치(PGA certified instructor)-
오버랜드 파크와 샌앤드류 골프장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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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
tified Teacher www.golfop.com, 
jbkgolf@gmail.com,  
913-897-3809, 913-558-7997
 
NLI에서 “Study Help” 프로그램
은 운영합니다. 초등/중등/고등학
생들의 학교숙제를 돕고, 영어학습
(Reading, Speaking, Listening, 
Writing)을 도와드립니다. (문의: 
913-449-2233)
 
NLI에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합니다. 중국어, 인도어, 스페인어, 독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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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안경호 
캔사스 시티 한인회  
Korean-American Society of 
G.K.C.   913-486-5836 
7800 Shawnee Mission Pkwy  
Mission, KS 66202
 
캔사스 상록회 (회장 정영로)  
Korean Senior Citizen Society  
6800 Alden St, Shawnee KS 
816-351-9045 
 
캔사스 한인 상공 회의소 (회장 공석)  
916 Minnesota Ave. KC, KS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Kansas City 
Korean Language Institute 
8841 Glenwood St. Overland 
Park, KS 66212 캔사스 선교교회 선
교관내  교장: 이명희 
Principle: Myounghee Lee 

이메일: leesaltkr73@gmail.com 
전화번호: 816-469-8110
 
캔사스 시티 목회자 협의회 
(회장 이은철 목사) 
2002 S 51st St. KC, KS 66106 
913-653-7077  
Kpckan@gmail.com
 
캔사스 한인 체육회 (회장 김대중)  
Korean American Sports Council 
of Kansas 913-205-0232 
djkimtkd@gmail.com
 
캔사스시티연합성가단  
Korean Choir of the Greater 
Kansas City
 
캔사스 한국 문화회관 건립 협회  
8409 W. 129th Ter 
Overland Park, KS 66213
 
캔사스 장로 성가단  
(단장: 김영렬 장로)913-593-7776 
(총무: 배규태 장로) 816-333-128 



무마취
무통

무혈치료
가능

무보험자
상록회원
할인혜택

첨단시설 
완비

친절한
한국어
상담

Mon-Fri  8am–5pm
             Sat-Sun  Emergency On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