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역력향상, 체질강화, 
2대째 보약을 만들어온
신태전 한의사가 보장합니다 

명 품 보 약

913-649-2044

명 품 보 약교 통 사 고

contactkacclinic@gmail.com

913-649-2044

신태전  한의사 신태전                      에게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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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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 뉴스 –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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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일을 넘겨오는 기사나 광고는 부득이하게 다음호로 넣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저희 신문의 수정 사항을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요. 여러분의 지적을 귀하게 받아 더욱 

발전하는신문이 되고자 합니다.  

보내실곳은 kim@kckoreanjournal.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If you find any information in error, please direct them to kim@kckorean 

journal.com  Thank you.  

• ALL NEWS ARE CURRENT AT PRESS.  MAY CHANGE AFTERWARDS.

u 목차 / READER’S GUIDE

 Email:  kim@kckoreanjournal.com      Phone:  913-802-2005 
ONE.FIVE Media LLC : Kansas City Korean Journal

(여러분의  광고를 소중히 여깁니다. 캔사스의 유일한 한인신문 
KCKJ로 연락주세요. 한인특별가로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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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SAS FULL GOSPEL 
CHURCH 
www.ksfgc.net 
Online service through 
YouTube: 캔사스순복음교회.

KANSAS WOORI CHURCH
Sunday worship service 
online begins at 12:55pm. 
Website: www.kwoori.org
캔사스 우리교회
(주일 예배) 예배당 예배 12:55 
/ 라이브 스트리밍 예배 12:45 
시작. 유투브 ‘Kansas Woori 
Church’ 검색

CENTRAL KOREAN UNIT-
ED METHODIST CHURCH 
Live streaming services on 
Sundays 11:00a.m, Fridays 
8:00p.m.(except 4th Friday). 
Live Streaming: live.ckumc.
org
Website: www.ckumc.org
Email: centralkorean-
church@gmail.com
Lead Pastor at Central Ko-
rean UMC

캔사스뉴비젼교회
KANSAS NEW VISION 
CHURCH OF THE NAZA-
RENE 
Facebook home-page & 
Church home-page
https://www.facebook.com/

KansasNewVisionChurchofth-
eNazarene/  
http://ksnvc.com/ 

캔사스선교교회 
KANSAS MISSION CHURCH
홈페이지
KM: www.kansasmission.org 
https://www.youtube.com/
channel/UCHMCwPQj8RVuz-
j9uUyAv5dA.
EM: www.kansasmission-
church.com  
EM Livestream:  www.kan-
sasmissionchurch.com/lives-
tream
캔사스선교교회 주일예배 온라인 
방송
유튜브 채널: Kansas Mission 
Church 
KM 예배: 주일 오전 11:15
EM 예배: 주일 오전 9:45 
 
캔사스새생명교회
KANSAS NEW LIFE CHURCH
담임목사: 최안성 (Ansung Choe)
2611 S. 31th St, KCK 66106
816-800-1985(c)/504-875-0737
choeansung@hotmail.com
kansasnewlifechurch.org.
The file for every  our Sunday 
worship service is loaded on 
the website
 

CHURCH ONLIN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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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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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danewhav-
en

캔사스선교교회
Kansas Mission Church
담임목사: Rev. Yohan Lee 이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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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사스 시티 종교단체 주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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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51st St.
Kansas City, KS 66106
913-236-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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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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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
을 한국어 학교에 보내면

서 한번은 들었을 듯한 질문일 것
입니다. 한국어 공부는 부모가 아
닌 아이가 주도하는 스스로 성취
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중요합니
다. 누구에게나 더 가치있는 어떤 
것에 기여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
만 그것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
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
기부여가 안되는 듯 합니다. 이 동
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부모들의 몫일 것 입니다. 단
순히 부모님의 고향, 한국을 방
문할 때의 잇점이나 한국 친척들
과의 의사 소통의 편리함이 동기
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가까이는 대
학 진학시 한국어 (대학입학자격
시험: Scholastic Aptitude Test 
(SAT) 2)를 선택하는 장점을 강조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미국
내 1,200 여개 한국학교를 대표하
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NAKS)
는 매년 3 월 미국 전역에서 SAT 
대비 한국어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어 공
부하라고 다그치기 전에 부모의 
나라 한국의 문화와 민족을 위해
서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
는가 등에 대해 아이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포부를 넓혀서 아시아계 미국인으
로서 국제화 시대에 미국의 앞날
을 이끌어 나갈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
면, 동기 부여가 되고 앞으로 경험
할 수도 있는역경에 맞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캔사스시 지역 한국학교는 동포 
자녀들의 한글 교육을 위해 문을 
열었고 40년 동안 한글 교육뿐 아

니라 참된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
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포 자녀들
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면
서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올바
른 정체성 확립을 통해 차세대미
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내실있는 교육에 힘써 왔습
니다. 한국학교 40주년을 축하하
고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의 노고
를 치하하며 숭고한 이념을 새기
며 지역사랑에 무한봉사를 해주심
에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매 주마다 한국어를 열
심히 배우고 익히며 자신들의 훌
륭한 꿈을 찾고 성장해 가는 학생
들, 바쁜 생활 가운데 주말을 한국
학교에 헌신해 주시는 교사, 보조
교사 및 자원봉사자 분들, 또 자
녀들의 교육을 위해 대내외 행사
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
해 주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보
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학교를 위
해 많은 후원을 해 주신 지역사회
분들이 40년 전통의 캔사스시 지
역 한국학교를 있게 만든 자랑이
자 힘이었습니다.

한국학교 40 주년을 맞아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여, 보다 나은 한국
학교를 위한 다음 사항을 제안하
고자 합니다.

1. 40년 역사에도 여전히 교회건
물을 빌려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동포들은 한국학교 자체 건물을 
가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캔사스시 지역 한국학교
는 규모와 내용면에 있어서 지속
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
로도 자체 건물과 함께 더욱 더 정

진하여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2. 배움은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
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자녀들이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 대신 한국학교에서 서로 대
화하고 토론하는 것을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어 교육은 사무
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
계와 이해가 중요하며 같은 생활
권 내에서 자연스럽게 숙달한 사
람들을 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사 분들 활발한 정보수집과 교
환 및 교사 연수를 통한 자기개발
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아이
들의 눈높이에 맞춘 한글교육과 
함께 학생들의 인성과 정서발달에 
힘써야 겠습니다.

3. COVID-19의 창궐이 초래한 
변화들이 어떻게 미국 교육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아
시아계 미국인으로서 어떻게 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해야 보다 나
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캔
사스시 지역 한국학교로서도 생
각해야 될 것입니다. COVID-19
로 인해 대면 교육을 대체하는 상
황에서 캔사스시 지역 한국학교
도 잘 대처해 왔습니다만 갑작스
러운 온라인 수업이나 ZOOM으
로 인한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 
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동시 접
속하여 서버가 다운된 사례, 녹
화 영상 재생으로 인한 쌍방향 소
통 단절, 영상의 잦은 buffering
등 기술적 취약점이 노출되었습
니다. 강의의 시공간 제약이 없어
지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반

복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
지만 아무래도 서로 소통이 어려
워 답답한 점도 있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기술을 도입한 EdTech (a 
portmanteau of "education" 
and "technology")가 앞으로 맞
이하게 될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
이 큰 숙제로 부여되었습니다. 한
국학교로서도 온라인 수업에 차질
을 빚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인프
라를 구축하고 지원에 나서야 겠
습니다. COVID-19로 인한 사회
의 변화들은 교육정책 수립에도 
많은 영향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교육계에서 대학입학 사정에
서 SAT나 ACT 점수를 더이상 요
구하지 않는 추세가 확산되는 가
운데 UC 버클리가 SAT나 ACT 성
적을 필수 항목에서 제외하는 혁
신적인 입학사정 개선 방안을 지
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변화
들이 자녀들의 대입 준비에, 한
국어 SAT 2 등에 어떤 영향을 미
칠 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며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 경계
의 시대에 기존 시스템을 돌아 보
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 세상
을 보다 예측 가능한 세상으로 만
들겠다는 캔사스시 지역 한국학교
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기입
니다. 아울러 변화를 꾀할 수 있
는 정보수집과 자기개발에 대한 
모멘텀을 끊임없이 준비해야 하겠
습니다.

contact us: 
한국학교 40주년 기념책자에 함
께 실을 여러분의 소중한 글과 사
진은 아래로 보내주세요.
이사장: 이명재 816-672-9195, 
myongjai.lee@gmail.com
편집위원: 조영애 913-749-8384, 
2youngaessi@gmail.com
                윤부성 816-398-5547, 
hannahkwon620@gmail.com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설립 40주년 특별 
연재: 나의 사랑 한국학교
우리는 왜 한국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야 하는가?  
Author:  이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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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이치현님은 2007-2011년 한국학
교 이사장으로 봉사하셨고 현재 
UMKC 교수로 재직 중 입니다.

이 글은 2020년 한국학교 40주년 
기념책자에도 게재될 예정이며 우
리들의 이야기로 함께 엮을 여러
분들의 소중한 글과 사진을 기다
립니다.

추억의 앨범: 2010년 캔사스 한국학교 학생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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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
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

아 오던 날을~~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며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 이제야 갚
으리 그 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
의 무릴 쫓고도 쫓아~~원수의 하
나까지 쳐서 무찔러~~이제야 빛
내리 이 나라 이 겨레~~

무슨 노래인지 아시나요? 6.25 노
래입니다. 필자가 어린시절, 초등
학교를 다닐 때는 매 년 6월 25일
이 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두 
함께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
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성
인이 되어서는 이 노래를 부를 일
도, 들어 본 적도 없었는데, 미국
에 와서는 6.25 기념 행사에서 이 
노래를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6월 25일에는 캔사스시티한
인회 주최로 6.25 전쟁 미군참전
용사들을 모시고 70주년 6.25 기
념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참전용사들을 모시고 레스토
랑에서 식사도 대접하며 행사를 
했었으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Overland Park에 위치한 
Tomahawk Ridge Communi-
ty Center Parking Lot에서 드
라이브 인 방식으로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참석하신 참전용사들은 
본인들의 자동차에 앉아 행사를 
눈으로 보며 차의 라디오 주파수
를 맞추어 행사 진행 내용을 라디
오 생중계로 바로 들으며 행사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주현 사무총장과 데니스 조가 
공동으로 사회를 보았고, Clyde 
Miller 씨가 개회 시작 트럼펫을 

불어 주었습니다. 캔사스시티 한
국학교 오캐스트라반 학생들의 연
주에 맞추어 연합성가단원들과 참
석자들이 모두 함께 애국가 및 미
국국가를 불렀고, 김경민 목사가 
시작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안경호 캔사스시티한인회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어
려운 때라 안전을 생각하여 같은 
Parking Lot장소 함께 모여 본
인의 차에 앉아 라디오 생중계를 
듣는 방식으로 6.25 참전용사들
을 모시고 6.25전쟁 70주년 기념
행사를 하게 되었다며 준비해 주
신 분들과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
께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우
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비극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하여 이제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경제대국으로 성장 하였는데, 참
전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
다’며 캔사스시티한인들을 대표하
여 다시 한번 더 참전용사들께 감
사의 인사를 전하였고 큰 목소리
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참전용
사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참전용사이신 Albert Lemieux
씨와 Tom Stevens씨는 한국전
쟁을 잊을 수 없다며 답사를 해 주
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미군참
전용사들께 함께 하는 마음으로 ‘
자동차 경적 울리기’를 요청하였
고, 참전 용사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빵~빵~~ 경적을 울리
며 6.25 기념행사에 함께 하였습
니다.   

특별히 올해 70주년 6.25 기념 행

드라이드 인 방식으로 6.25 
전쟁 70주년 기념행사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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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는 2곳의 미국 TV 방송국에
서도 취재를 나와 행사 관련 비디
오도 찍고 몇 분의 참전용사들 및 
그분들의 가족들과 인터뷰도 진행
하였습니다. 이날 찍어간 내용은 
6월 25일 저녁시간FOX4 TV 뉴
스에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필자를 포함하여 6.25전쟁을 경험
하지 못한 세대들은 오늘날 6.25
를 단순히 달력에 있는 우리나
라의 국경일로만 생각하는데... 
6.25 미군 참전용사들을 이곳에
서 만나 뵈면서 필자에게도 6.25
기념행사는 특별한 행사가 되었습
니다. 이분들도 누군가에는 소중
한 자식이었을텐데... 푸르른 청춘
의 나이에 부모형제와 떨어져...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의 나라 전
쟁에 참가하여, 대한민국의 평화
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 주신 분
들입니다. 이제는 90세를 훌쩍 넘
겨 머리도 하얗고 얼굴에는 주름
이 가득하신, 할아버지가 되신 이
분들을 바라 보며...뭐라 말로 표
현할 수 없는 감사를 느꼈습니다. 
워낙 연세가 많으신지라 한번씩 
뵙고 헤어질 때면... 다음에도 꼭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이분들과 함께 6.25 기념행사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행사를 마치고 한인회 임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캔사스시티 한인
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미군참전
용사들께 전해 드렸습니다. 철모
를 쓰고 총을 들어 수색하는 군인
모형의 동으로 만들어진 트로피에 
참석용사 본인들의 이름을 새겨드
려 오래도록 바라보며 기념할 수 

있도록 전해 드렸습니다. Onde-
mand회사에서 제공한 한국산 사
랑의 마스크 5장과 동양마트에서 
지원한 한국산 쎄니타이저도 선물
로 함께 챙겨 드렸고, 점심으로 샌
드위치 셋트와 물을 준비해서 차
에 앉아 계신 참전용사들께 직접 
가져다 드렸습니다. 최진호 목사
는 식사를 위하여 감사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곳 캔사스에도 한국전 참전용
사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 곳에
는 항상 미국 국기와 한국 국기가 
세워져 있고 한쪽 벽면으로는 한
국전에 참전하셨다 돌아가신 미
군 병사들의 성함이 가득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
전에 참가하여 젊은 나이에 목숨
을 잃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소
중한 하나뿐인 목숨을… 지구 반
대편, 타국만리 떨어진 대한민국
의 평화를 위하여 전쟁에 참가하
셨다가 청춘의 꿈도 펼쳐보지 못
하고 돌아가진 참전용사들께 다시 
한번 마음깊이 감사의 묵념을 드
려봅니다.

6.25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 
가시는 참전용사들을 보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전쟁
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6.25 전
쟁과 같은 참혹한 전쟁이 대한민
국과 더 나아가서는... 지구상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오늘도 
빌어보는 하루였습니다.

(기사/사진: 안향미)
캔사스시티한인회 보도위원
캔사스시티한국학교 교사 및 미디
어팀장
외교부소속 재외동포재단 통신원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 보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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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사람들
의 복장도 한결 가벼워졌다. 

복장만큼이나 가벼워진 것이 있다
면 바로 신발일 것이다. 여름철이
면 남녀노소 샌들, 슬리퍼, 플랫슈
즈 등 발이 노출되고 굽이 낮은 신
발을 즐겨 신는다. 일반적으로 굽
이 높은 하이힐이나 키높이 구두
가 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굽이 지나치게 낮거나 발바닥 밑
에 쿠션이 거의 없는 가벼운 신발
도 체중 부하로 인한 충격을 분산
시킬 수 없어 족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름철 겪을 수 있는 족
부질환과 일상생활 속에서 발 건
강을 지킬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
서 살펴보도록 하자.

▲굽이 너무 낮거나 없다면 족저
근막염 유발
20대 후반의 김씨는 여름철 휴가
를 다녀와서 자신도 모르게 발 뒤
꿈치쪽에 가해지는 통증으로 내원
한 일이 있다. 이야기를 해본 결
과 지난 몇 주간 한국에 다녀왔는
데 더워서 얇은 플리플랍(flip-
flops)을 신고 다녔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
겠거니'라는 생각으로 넘겼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보통 걸
을 때 발뒤꿈치가 먼저 땅에 닫게 
되는데 굽이 너무 낮거나 없는 슬
리퍼나 샌들을 신으면 체중 부하
로 인한 충격을 분산시킬 쿠션이 
없어 장시간 자주 신으면 발바닥

에 무리를 주어 족저근막염을 유
발할 수 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
닥을 세로로 가로지르는 족저근을 
둘러싼 두꺼운 근막이 당겨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족저근막염의 주된 증
상은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
딜 때 심한 통증이나 찌르는 통증
이 있고, 발뒤꿈치에 체중이 실릴 
때 통증이 극심해지는 것이 특징
이다. 심한 경우는 발뒤꿈치로 체
중을 지지할 수 없어 까치발로 걷
는 경우도 있다.

족저근막염의 치료에 앞서 정확
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본
적으로 X-RAY와 같은 단순방사
선검사를 통해 발뒤꿈치뼈 부근에 
통증을 유발하는 뼈 돌기가 있는
지 확인하는데, 보다 정확한 진단
을 위해서는 관절초음파나 MRI
와 같은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치
료는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호
전을 볼 수 있다. 카이로프랙틱 교
정과 초음파 치료(Ultrasound)
와 침 치료(Acupuncture)를 통
해서 염증이 생긴 족저근막 부위
의 염증을 제거하며 관련된 근육
에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세포를 
자극해 통증을 완화시킨다. 이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오랜기간 
실시했음에도 증상에 뚜렷한 호전
이 없을 경우는 최후의 수단으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족저근막염은 한번 발생하면 재발
의 빈도가 높으므로 무엇보다 예
방이 중요하다. 발은 우리 몸을 지
탱해주는 부위이기 때문에 가급적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
으며 자신의 수준을 넘어서는 무
리한 운동은 삼가야 한다. 가급적
이면 여름철 신발을 신을 때는 굽
이 너무 낮거나 없는 평평한 신발
은 피하고 쿠션감이 있는 신발이 
신는 것이 좋다.

▲발볼이 너무 좁으면 무지외반증
에 노출
무지외반증이란 엄지발가락이 새
끼발가락 방향으로 휘어 엄지발가
락 부위가 툭 튀어나오는 질환이
다. 주로 하이힐 같은 좁은 신발을 
자주 신는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데, 최근 들어서 키높이 깔창이나, 
굽이 높고 발볼이 좁은 구두를 신
는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남성 무
지외반증 환자 또한 증가하는 추
세이다.

무지외반증은 굽이 높은 신발이나 
발볼이 좁은 신발을 장시간 신고 
활동을 하면 발의 압력이 앞쪽으
로 쏠리게 되면서 발이 서서히 변
형을 일으킨다. 엄지발가락이 휘
면서 안쪽의 발볼이 튀어나와 통
증을 유발하는 한편, 휘지 않은 발
가락 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면서 
정상적인 보행을 하기 힘들어진
다. 무지외반증은 외형상의 변화
를 겪는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좋으며, 방치하면 변형으로 인해 
심한 경우 신발을 착용하기 힘들
거나 새끼발가락의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다.
만약 장기간 무지외반증을 방치하
면, 걸을 때 발가락과 발바닥에 가
해지는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걸
음걸이가 바뀌고, 심한 경우에는 
무릎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무지외반증을 
예방하려면, 5cm 이하인 낮은 굽
의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부득이
하게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 날에
는 2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발 
건강에 도움 된다.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플립플랍을 신었다
면 1시간 간격으로 발가락을 움츠
렸다 펴는 운동을 하는 게 효과적
이다. 최근 시중에는 발가락 사이
에 끼는 무지외반증 교정기도 나
와 있는데 무지외반증이 의심된다
고 해서 무조건 교정기를 착용하
는 것보다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
료를 병행하는 게 증상 완화에 도
움이 된다.

DR. HONG 의 

뼈와 근육 이야기: 
여름철 족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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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형의 정도가 심해 휘어
진 엄지발가락이 둘째, 셋째, 넷째 
발가락을 밀어 변형이 왔을 경우, 
약물로써 엄지발가락의 돌출부위 
통증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증상
이 호전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지
장을 주게 될 경우에는 하반신 마
취 후 중간 발 뼈의 절골술을 포
함하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야 한다.

▲습관적으로 자주 발목 삔다면 
발목불안정증 의심
발목은 안쪽보다 바깥쪽 복숭아뼈
가 더 길어 발목을 접질리면 안쪽
으로 접혀져 바깥쪽의 인대가 손
상을 받는다. 하지만 통증은 바깥
쪽뿐 아니라 안쪽 부위에서도 발
생하며, 통증 및 부종 등의 증세가 
있을 경우 정도에 상관없이 적절
한 치료가 필요하다.
특히 자주 발목을 삐는 사람들이 
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 신는 샌
들과 같은 신발은 발과 신발과의 
밀착력이 약해 발목을 접질리는 
확률이 높다. 때때로 한 달에 두
세 번은 발목 삠을 겪거나 양반다
리를 할 때 발목에 통증을 느낀다
면 발목불안정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 발목을 삐었을 때 초기 치
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발
목 주변의 인대가 늘어나 발목의 
불안정성이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발목불안정성으로 진행

되는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적절
한 치료 없이 장시간 방치했을 경
우 만성적인 통증 및 불안정, 심
한 경우 외상성 관절염으로 진행
될 수 있다.
치료는 X-RAY, MRI와 같은 검사 
장비를 통해 인대의 손상 및 불안
정성의 정도를 판단 후에 대부분
은 카이로프랙틱 교정과 초음파 
치료나 침치료로 염증 제거를 한
다. 그리고 관련 부위의 운동치료
로 근육을 강화하고 보호한다. 이
런 치료 후에 90%이상은 회복을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수술을 고
려하기도 한다. 

습관적인 발목 삠을 예방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스트레칭이 중요
하다. 야외 활동 하기 전에는 적절
한 스트레칭 후 활동하는 것이 좋
으며 일상생활에서는 발목 돌리
기, 아스팔트 위를 걷기보다는 쿠
션감 있는 바닥을 걷는 것이 좋겠
다. 또한 올바른 걷기습관과 자신
의 사이즈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것
도 발목불안정증을 예방할 수 있
다.
이렇게 우리가 여름철 겪을 수 있
는 발에 관한 증상들에 대해 집어
보고 예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
았다.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발의 통증은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생긴다. 어떻게 보면 
허리나 목과 같은 생활습관병이
라 할 수 있다. 치료를 통해 좋아
져도 생활습관을 개선하지 않으
면 다시 재발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일상 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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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sas Governor Laura 
Kelly is recommending 

that communities wait a little 
bit longer before moving to 
the next phase of reopening as 
coronavirus cases increase.
The "Phase Out" stage of Kelly's 
Ad Astra reopening plan was 
set to begin Monday, but Kelly 
and the Kansas Department of 
Health and Environment are 
now advising communities to 
stay in Phase 3 for at least two 
more weeks. 
The main difference is that 
Phase 3 limits mass gatherings 
to no more than 45 people. The 
"Phase Out" stage merely urges 
social distancing but doesn't 
limit the size of crowds. The ul-
timate decision, though, rests 
with local officials. 
"Though many Kansans and 
communities have been social 
distancing, wearing masks, 
and working hard over the 
past few weeks to mitigate the 
spread of the virus, we have 
unfortunately seen an increase 
in disease spread," Kelly said in 
a news release. 
New data released Monday 
shows Kansas has at least 
12,465 cases, up 406 from 
Friday. The state health depart-
ment also said the number of 
COVID-19 deaths rose by five 
to 259. The number of cases 
reported by the Kansas health 
department rose 17% or by 
more than 1,800 over the previ-
ous two weeks.
The state saw its daily average 

for new coronavirus cases 
increase by about 50% over 
the previous two weeks, from 
a daily average of 96 new 
cases to about 145, according 
to Johns Hopkins University. 
The state's rate of positive test 
results also climbed from 3.6% 
to 5.5%. 
Nursing home have been par-
ticularly hard hit, with 58 cases 
and 11 deaths reported at Gar-
den Terrace at Overland Park, 
The Kansas City Star reports.
Meanwhile, fewer than three 
weeks after the return of 
Kansas high school athletics, 
at least one positive COVID-19 
case has been found, The 
Wichita Eagle reports. A stu-
dent-athlete has contracted the 
virus at Lost Springs' Centre 
High School despite taking 
necessary health and safety 
measures, USD 397 Superinten-
dent Susan Beeson confirmed 
to the Eagle on Monday. Those 
at school were taking tempera-
ture tests, using social distanc-
ing, disinfecting equipment, 
frequently washing their hands 
and using sanitizer, she said.
The virus also continues to cre-
ate economic havoc. Around 
250 employees at Textron Avia-
tion facilities across the coun-
try and 70 workers in Wichita 
will be laid off as the aircraft 
manufacturer continues to 
adapt to the economic fallout 
related to the coronavirus, The 
Wichita Eagle reports.
Other employees will experi-
ence additional periodic fur-
loughs throughout the year, 
according to a spokesperson 
for Textron Aviation. 

캔자스의 로라 켈리 (Laura 
Kelly) 주지사는 코로나 바

이러스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
역 사회가 재개방 계획 다음 단계
로 넘어가기 까지 조금 더 기다릴 
것을 권고했다. 
Ad Astra 초기 계획대로라면 월
요일부터 재개방 가장 마지막 단
계인 “Phase Out”에 들어가야 
하지만, 켈리와 캔자스 보건 환경
부는 적어도 2주 간 Phase 3를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Phase 3
와 Phase Out의 가장 큰 차이점
은 대규모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 수에 있다. Phase 3의 경우 
45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을 금지
하고 있는 반면, Phase Out은 인
원수에 제한 없이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중요한 이 시점에서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결정은 
각 지역 지도자에 달렸다. 
“대부분의 캔자스 주민들과 지
역 공동체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
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
였으나, 안타깝게도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켈리는 발표했
다. 지난 월요일 발표된 새 자료
에 의하면, 캔자스의 확진 환자는 
12,465명이며, 금요일 대비 406
명 증가한 수치이다. 주 보건부는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가 5명에서 
259명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보고된 확진 환자의 수는 17% 증
가했으며 지난 2주 동안 약 1,800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캔자스는 지난 2주 간 평균 신
규 확진자 수가 50% 증가해, 매
일 증가하는 확진자 수가 96건에
서 145건으로 증가했다고 Johns 

Hopkins University측은 보
고했다. 양성판정 확진 결과도 
3.6%에서 5.5%로 증가했다. 
The Kansas City Star에 의하
면 요양병원 들은 특히나 심한 타
격을 입었는데, Overland Park
의 Garden Terrace 시설에서
만 58건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11명이 사망했다고 전해진
다. 한편, The Wichita Eagle은 
Kansas 고등학교 운동부 선수들
이 학교로 복귀 한 지 3주도 채 되
지 않아 적어도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USD 397
의 Susan Beeson 교육감은 해
당 학생이 안전과 보건 관련 조
치를 충분히 취했음에도 불구하
고 Lost Springs’ Centre High 
School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인
다며 발표하였다. 교육감에 의하
면 학교에 등교한 학생들은 체온 
측정, 사회적 거리두기, 살균, 손 
세척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던 것
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
는 타격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Wichita Eagle에 의하면 Tex-
tron Aviation이 코로나 바이러
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으며 
전국 다양한 시설에 근무하는 직
원 250명을 비롯해 Wichita 지점
에 근무하는 70명의 직원들을 해
고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해고 
조치가 되지 않은 직원들도 추가
적인 임시 해고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된다. 

켈리 주지사, 캔자스 지역 사회 재개방 계획을 지
연시키다  GOVERNOR KELLY URGES KANSAS COM-
MUNITIES TO SLOW REOPENING PLANS   Jun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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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Supreme Court 
has upheld legal protec-

tions for young immigrants, 
but President Donald Trump 
could still take away the ability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미국 대법원이 미성년 이민
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절

차를 유지하기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은 여전히 수천명의 이민자
들이 미국에서 살고 일할 권리
를 위협하고 있다. 법적 대안이 
모호한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은 
지난 8년여간 집이라 칭할 곳
이 없었던 수많은 이민자들에
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인권 운동가들은 미국에 미성
년자로 입국한 65만 명 이민자
들을 위한 장기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을 맹세했다. 
이민자들은 그들을 제한하려는 
백악관과 입법안을 통과할 가
능성이 거의 없는 분열된 의회
를 직면하고 있다. 
한편, 고등 법원은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이 2017년 개설
된 미성년 입국자 추방유예제
도 (DACA) 프로그램을 부적
절하게 종료했다고 판결했다. 
John Roberts 대법관은 5대 4 
판결에서 4명이 속한 자유 정
의에 합류했으나, 보수파 정의
는 DACA를 불법이라 칭했다. 
미성년 입국자를 추방으로부
터 보호할 수 있을지 혹은 해
당 프로그램이 폐지될지는 이
제 트럼프 행정부에 달려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1월 대선 
전까지 8년 된 DACA 프로그
램을 폐지하기에는 시간이 부
족하며, 투표자들에게 인기있
는 DACA 프로그램을 현 정부
가 폐지하려고 할 지 의문이라
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은 이민
자와 그 지지자들로부터 놀라

움과, 기쁨, 그리고 임시 해결
책일 뿐이라는 염려를 불러 일
으켰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 의회와 
오바마 행정부 사이의 포괄적
인 이민 법안에 대한 교착 상태
에서 만들어졌다. 젊은 운동가
들의 강렬한 압력을 받았던 오
바마 대통령은 이민자들을 강
제 추방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보호하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
과시켰다. 현재, DACA에 이미 
속한 이민자들은 이러한 보호
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3년 전 
트럼프가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면 수만 명의 이민자들
이 추가 보호 신청을 할 수 있
었을 것이다.
비 정당 싱크탱크인 Migra-
tion Policy Institute는 약 
66,000 명의 젊은 이민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한 
연령 요건(15세)을 충족했지
만, 트럼프 정부가 이미 등록된 
이들을 상대로 2년 짜리 허가
만 재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
규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라 전
했다. 
Luis Perez 법률 서비스 이사
는 인도적 이민권 연합 (The 
Coalition for Humane Im-
migration Rights)이 DACA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은 이
민자를 상대로 신청서를 제출
했으나,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 
(USCIS)이 신청서를 받아들일
지에 대한 예측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법원이 

강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이
상 트럼프 정권이 DACA 프로
그램의 신규 신청자를 받을 가
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Perez는 “소송 법원이 이미 
USCIS를 상대로 허가 갱신을 
무조건 수락해야 한다고 말했
다”며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내
려졌으므로 프로그램을 다시 
적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질 것
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USCIS의 부국장 Jo-
seph Edlow는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법률적 근거
가 없으며 불법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제도를 종식시킬 대
통령의 합법적인 능력을 지연
시킬뿐"이라고 반박했다. 대변
인은 기관이 해당 결정을 검토
중이라고만 덧붙였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기복은 
계속되며, 대부분 트럼프 대통
령 본인이 앞선 언급을 번복하
며 발생하고 있다. 2016년 대
선 캠페인 당시 그는 DACA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
나 당선 이후 그의 입장은 완화
되었고, DACA 수령인들은 염
려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기
도 했다. 그러나, 강경파들의 
압력이 있은 후, 2017년 그는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며 또 
한번 번복했다. 

them to live and work legally 
in the United States. With no 
legislative answer in sight, that 
means the uncertainty of the 
last eight years isn’t over for 
many who know of nowhere 
else as home.
Activists are vowing to keep 
fighting for a long-term solu-
tion for 650,000 immigrants 
who were brought to the coun-
try as children. They face a 
White House that’s prioritized 
immigration restrictions and a 
divided Congress that’s un-
likely to pass legislation giving 
them a path to citizenship 
anytime soon. 
The high court on Thursday 
ruled that President Donald 
Trump improperly ended the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program in 2017. Chief 
Justice John Roberts joined 
the four liberal justices in the 
5-4 majority, while the conser-
vatives justices called DACA 
illegal.
It’s now up to the Trump ad-
ministration whether to try 
again to dismantle the program 
that offers protection from 
deportation. Trump slammed 
the ruling, tweeting: “These 
horrible & politically charged 
decisions coming out of the Su-
preme Court are shotgun blasts 
into the face of people that 
are proud to call themselves 
Republicans or Conservatives,” 
apparently also referring to a 
ruling this week that said it’s 
illegal to fire people because 
they’re gay or transgender.
But experts say there isn’t 
enough time to knock down 
the 8-year-old program before 
the November election and 

어린 이민자들이 법원에서 승리했지만 여
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다
YOUNG IMMIGRANTS LAND COURT WIN BUT 
STILL FACE UNCERTAINTY   By ASTRID GALVAN   Jun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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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t the government would 
try because DACA is popular 
with voters.
The court decision elicited 
surprise, joy and then appre-
hension from immigrants and 
advocates who know it’s only a 
temporary solution. 
“This is a huge victory for us,” 
Diana Rodriguez, a 22-year-old 
DACA recipient, said through 
tears.
Rodriguez, who works with the 
New York Immigration Coa-
lition, said she hasn’t been to 
Mexico since she was brought 
to the U.S. at age 2. The ruling 
means young immigrants  can 
keep working, providing for 
their families and making “a 
difference in this country,” she 
said. 
But the work isn’t over, Ro-
driguez said: “We can’t stop 
right now, we have to continue 
fighting.”
Congressional Democrats, 
meanwhile, appeared satisfied 
to let the court’s decision stand 
as the law of the land for now.
While Republicans protested 
that now, if ever, was the time 
for Congress to clarify the 
immigration system, House 
Speaker Nancy Pelosi made 
it clear that Democrats were 
done with their legislation 
before the summer break and 
had little interest in meeting 
GOP demands to fund Trump’s 
long-promised border wall as 
part of any comprehensive 
immigration overhaul.
“There isn’t anybody in the 
immigration community that 
wants us to trade a wall for 
immigration,” she said. 
Pelosi was reminded that 

Trump has said he wants im-
migration reform. “We’ll see,” 
she said, noting how few days 
remain on the legislative cal-
endar. “I don’t know what the 
president meant — maybe he 
doesn’t either.”
Democratic presidential con-
tender Joe Biden said that if 
elected, he would send law-
makers proposed legislation on 
his first day in office to make 
DACA protections permanent.
The program grew out of an 
impasse over a comprehensive 
immigration bill between Con-
gress and the Obama adminis-
tration in 2012. Under intense 
pressure from young activists, 
President Barack Obama decid-
ed to formally protect people 
from deportation and allow 
them to work legally in the U.S.
Immigrants who are part of 
DACA will keep those protec-
tions, but there are tens of 
thousands of others who could 
have enrolled if Trump didn’t 
halt the program three years 
ago. 
The Migration Policy Institute, 
a nonpartisan think tank, esti-
mates that about 66,000 young 

immigrants meet the age re-
quirement to join the program 
— 15 — but haven’t been able to 
do so because the government 
has only been renewing two-
year permits for those already 
enrolled. 
The Coalition for Humane 
Immigrant Rights has filed a 
DACA application for a person 
who’s not part of the program 
already, legal services director 
Luis Perez said, though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hasn’t signaled wheth-
er it will accept any. 
“The circuit courts have al-
ready told USCIS you must 
accept renewals. Now that 
there’s been a Supreme Court 
decision, really the instruc-
tions are gonna be you need to 
bring back the program in full 
effect,” Perez said. 
It’s unlikely the Trump admin-
istration will take new applica-
tions without being forced by 
the courts.
USCIS deputy director for 
policy Joseph Edlow said in a 
statement that the court’s opin-
ion “has no basis in law and 
merely delays the president’s 

lawful ability to end the illegal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amnesty program.”
A spokesperson said the agen-
cy was reviewing the decision 
and had no further comment. 
And so the ups and downs 
continue, many coming from 
Trump himself. During the 
2016 campaign, he vowed to 
repeal DACA. After his elec-
tion, he softened his stance, 
saying at one point that DACA 
recipients had nothing to 
worry about. But under pres-
sure from hard-liners, he 
announced in 2017 that he was 
ending the program. 
Reyna Montoya, a DACA recipi-
ent from the Phoenix area who 
leads an immigrant rights ad-
vocacy organization, said she 
and others will keep pushing 
Congress to take up legislation 
addressing young immigrants.
“At this moment, the Senate 
needs to act, needs to come up 
with a proposal that will give 
us a path to citizenship,” Mon-
toya said. 



Ray E. Sousley  (Ray Sousley) 816-931-
5000 800 Westport Rd,  KC, MO 64111

Ji Hyun (Jennifer) Kim, Corporate Fi-
nance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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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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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e-hyon Park, MD, Internal Medicine
AdventHealth Medical Group Primary 
Care at De Soto, 8960 Commerce Drive, 
Suite 4E De Soto, KS 66018,  Phone: 913-
789-3961

보석
A&G Jewelry 913-281-4794
4301 State Ave,  KC, KS 66102

Han’s Jewelers 
913-299-3655, 7700 State Ave, KC, KS

가전제품 수리
A-2 Vacuum and Sewing Machine 
816-456-9691
1523 Main St., Grandview, MO 64030
→ Disconnected

건축/집수리                                                   
Cho’s Upholstery, 816-444-8656 
7702 Wornall Rd KC, MO 64114 
→ Available/ No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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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vailable/ No changes

Jin D Kim Construction INC, 816-810-
6568  
8110 N LONDON DR, KC, MO 64151
→ Available/ No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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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ailable

Rosana Shoe Hospital & Tailor 
913-469-8070
7556 W 119th, OP, KS 66213
→ Changed Hours
9:00 - 6:30pm (M-F)
9:00 - 5:00 pm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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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ged Hours
10:00 - 4:00 (M-F)
10:00 - 2:0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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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ged Hours
7:00 - 3:00 (M-F)

Corporate Cafe, 913-451-9078
9401 Indian Creek Park Ste #175, OP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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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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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vailable/ To-Go Order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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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vailable, No Changes

미용재료                                                        
A.Q.Beauty Supply, 816-761-8815
8708 Blue Ridge Blvd,  KC, MO 64138
→ Available, No Changes

A.Q.Beauty Supply 
3812 E. Truman Rd,  KC, MO, 816-241-
3123
3136 Stadium Dr,  KC, MO, 816-861-7068
→ Available, No Changes

A.Q.Beauty Supplies, 913-758-1171
508 Delaware, Leavenworth, KS 66048
→ Available, No Changes

Bannister Beauty Supply & Bazaar  
816-761-4300, 
8236 Bannister Rd,  KC, MO 64134
→ Changed Hours
9:00 - 6:00 (M-S)

Beauty Essence, 816-753-8199
1319 Brush Creek Blvd, KC, MO 64110

Beauty N More, 816-753-2199
3814 Main St, KC, MO 6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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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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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s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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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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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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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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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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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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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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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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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pen-
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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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ged Hours
7:00 - 4:00 (Mon Tues-Thurs Fri)
Tempo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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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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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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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4

식품점
동양식품 Oriental Supermarket
913-341-3345
10336 Metcalf Ave, OP, KS 66212
→ Available/ No changes

중앙식품 Joong Ang Grocery
913-384-4989
7800 W 63rd St #1, OP, KS 66202
→ Available/ No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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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vailable/ No changes

컨설팅                                                                  
Sook Park, 785-296-3760
1000 S. W. Jackson Ave # 100., Topeka 
,KS
→ Disconnected

태권도                                                                
Choon Lee’s Academy Of Taekwondo 
121 NE. 72nd St., Gladstone, MO 
816-439-5909
1975 N. 63rd St., KC ,KS
913-299-5425, 
11453 W.  64th St, Shawnee, KS 66203
913-631-1414
→ Dis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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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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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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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학원/보육
학습지: KUMON 구몬 영어,수학 
8502 W 133rd St,  OP, KS, 913-897-1111
151st St. & Nall Ave., 913-681-0400
kumon.com/stanley
→Open from week of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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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교육 : 캔사스 시티 한국학교 816-469-
8110. 8841 Glenwood St. O.P. KS 66212 
→ Open on 8/22 after the break 

호텔/모텔/여관                                               
Crown Lodge, 816-353-3000
8500 E State Rte 350, KC, MO 64133
→ Available/ No Changes

화방/사진                                                 
Cha Fine Art Studio,  913-962-2118
6656 Charles Dr., Shawnee, MO 66216

히팅/쿨링
Bee Tech Service, 913-980-2464
21822 W 177th St
Olathe, KS 66062

Dokko’s Specialty Service, 913-685-0451
12824 Mastin St, OP, KS 6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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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ust about any other year, 
Juneteenth, the holiday cele-

brating the day in 1865 that all 
enslaved black people learned 
they had been freed from 
bondage, would be marked 
by African American families 
across the nation with a cook-
out, a parade, a community 
festival, a soulful rendition 
of "Lift Ev'ry Voice and Sing." 
But in 2020, as the coronavirus 
ravishes black America dis-
proportionately, as economic 
uncertainty wrought by the 
pandemic strains black pocket-
books, and as police brutality 
continues to devastate black 
families, Juneteenth is a day of 
protest. For many white Amer-
icans, recent protests over 
police brutality have driven 
their awareness of Juneteenth's 
significance.
"This is one of the first times 
since the '60s, where the global 
demand, the intergenerational 
demand, the multiracial de-
mand is for systemic change," 
said Cornell University pro-
fessor Noliwe Rooks, a segre-
gation expert. "There is some 
understanding and acknowl-
edgment at this point that 
there's something in the DNA 
of the country that has to be 
undone."
Juneteenth marks the day 
on June 19, 1865, that Union 
soldiers told enslaved Afri-
can Americans in Galveston, 
Texas, that the Civil War had 
ended and they were free.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freed the slaves in the South 

Juneteenth는 1865년 미국 내 
모든 흑인들이 자유를 얻은 노

예 해방 기념일로써 여느때와 같
다면 퍼레이드와 기쁨의 노래들로 
가득 찰 축제의 날이다. 그러나 코
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흑인 사
회가 경제난을 겪고 미국 경찰의 
과잉진압이 그들을 비탄에 빠트린 
2020년, Juneteenth는 축제가 
아닌 시위의 날이 되었다. 최근 경
찰 과잉진압에 관련해 일어난 시
위를 통해 수많은 백인 미국인들
이 Juneteenth의 중요성을 깨닫
고 있다. 
코넬 대학의 사회적 차별 전문가
인 Noliwe Rooks 교수는 “이번 
시위가 1960년대 이후 최초로 세
계적, 다세대적, 전인종적으로 시
스템의 변화가 요구되는 사례”라
며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자
체에 바뀌어야 할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번 Juneteenth는 전국을 가
로질러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행
진과 시위를 비롯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기념하는 축제
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또, 경찰
의 과잉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희
생자들을 기리며 일어난 전국적 
시위가 전인종적이었던 것와 같
이 이번 Juneteenth도 다양한 인
종이 함께 인류의 자유를 기념하
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
다. The Movement for Black 
Live의 행사 주최자들은 해당 웹
사이트를 통해 전국 45개 주에서 
Juneteenth 주말을 기념하는 행
사가 275개 이상 등록되었다고 전
했다. 
한편, Juneteenth는 1865년 6
월 19일 연방 군인들이 텍사스 
Galveston의 흑인 노예들에게 
남북 전쟁의 종결과 노예 제도의 
폐지를 선포한 날이다. 1863년 발
표된 노예해방령이 미국 남부 노
예를 해방하기는 했으나, 남북 전
쟁이 종결된 1865년 이전까지는 

노예 해방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
은 지역도 많았다.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된 이
후에도 곧 Jim Crow 분리 정책이 
시행되며 수많은 흑인들을 가난한 
지정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고, 그 
자녀들은 충분한 지원이 없이 학
교를 다녀야만 했다. 1960년대 획
기적인 민권 보호 정책이 통과된 
이후에도 대규모 수감 정책과 고
용 차별로 인해 흑인 사회는 끊임 
없이 기회와 경제적 안정을 박탈
당했다. 경찰의 과잉진압과 흑인 
인구를 향해 보인 잔혹함은 미국 
내 흑인 인구가 벗어날 수 없는 굴
레와 같았다. 
흑인 미국인들이 경험한 수많은 
체계적 인종차별과 잔학 행위는 
아직도 정당한 답을 얻지 못했다. 
2015년, 백인 폭도들에 의해 행
해진 수 천 건의 인종 차별 관련 
잔혹 행위들을 분류했던 Equal 
Justice Initiative는 1865년 노
예 해방일로부터 1876년 사이 발
생한 잔혹 행위 2,000여건을 추가
로 고발해 기록된 사건의 전체 개
수만 해도 6,500건에 다달았다. 
“인종 차별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
인 침묵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경
찰 폭력, 대규모 수감, 인종차별
을 비롯해 불균형적인 코로나 바
이러스의 타격을 만들어 냈다”며 
Equal Justice Initiative의 디
렉터, Bryan Stevenson은 주장
했다. 그는 “우리는 진실과 정의
의 새 시대를 원한다”고 덧붙이기
도 했다. 
Juneteenth는 11월 다가올 대선
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
망된다. Black Voters Matter의 
공동 창업자인 LaTosha Brown
은 Juneteenth가 대선에서 정치
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
다. 

in 1863 but it was not enforced 
in many places until after the 
end of the Civil War in 1865. 
It took roughly 18 years after 
the assassination of the Rev. 
Martin Luther King, Jr. before 
his birthday was observed as a 
federal holiday.
The abolition of slavery in the 
U.S. was followed by the birth 
of Jim Crow segregation, rele-
gating many black Americans 
to poor, redlined neighbor-
hoods with under-resourced 
schools. After the passage of 
landmark civil rights protec-
tions in the 1960s, decades 
of mass incarceration policy 
and employment discrimina-
tion eroded opportunities and 
economic stability for black 
people and families. All along, 
police brutality has been a 
fixture of the black American 
experience.
Much of the systemic racism 
and atrocities visited on black 
Americans have gone unan-
swered. This week, the Equal 
Justice Initiative, which in 2015 
cataloged thousands of racial 
terror lynchings of black peo-
ple by white mobs, added near-
ly 2,000 Reconstruction-era 
lynchings confirmed between 
1865 and 1876, bringing the 
total number of documented 
lynchings to nearly 6,500.
"Our continued silence about 
the history of racial injustice 
has fueled many of the current 
problems surrounding police 
violence, mass incarceration, 
racial inequality and the dispa-
rate impact of COVID-19," said 
Bryan Stevenson, director of 
the Equal Justice Initiative. 
"We need a new era of truth 
and justice in America," he said 
in a statement.

JUNETEENTH : 기쁨과 고난의 하루
JUNETEENTH: A DAY OF JOY AND PAIN - 
AND NOW NATIONAL ACTION
By AARON MORRISON and KAT STAFFORD   June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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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 만 명의 시위대가 경찰
의 과잉진압으로 희생당한 

조지 플로이드 (George Floyd)
를 기리기 위해 미국의 모든 대도
시와 작은 마을을 비롯해 세계 각
지의 도로에 모였다. 플로이드는 
한 경찰관이 무릎으로 목을 눌러 
진압하는 과정 중 호흡 곤란을 호
소했으나 이에 즉각 응답하지 않
은 경찰에 의해 끝내 숨지고 말았
다. 시위자들은 경찰의 과잉 진압
과 인종 차별적 만행에 저항한다
고 주장하며, 이번 시위가 비단 흑
인 사회 뿐 아니라 미국이 개국된 
이후 줄곧 유색 인종 미국인들이 
경험한 체계적인 인종 차별을 없
애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수많은 시위자들은 이 계기를 통
해 훗날 자손들에게 지금와 같은 
역사적인 순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정의를 위해 힘써노라 말할 수 있
기를 바란다고 대답했다. 연합 통
신 NORC 공공센터의 여론 조사
에 의하면, 미국 성인 중 절반 가
량이 경찰의 과잉진압 및 폭력이 
“매우” 혹은 “극도로” 심각한 사
회적 문제라고 대답했으며, 이는 
작년 9월달 집계된 결과에서 약 
1/3의 미국 성인이 이와 같이 대
답한 대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
이다. 2015년 7월 경, 흑인 남성 
Freddie Gray가 볼티모어의 유
치장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사망한 이후에는 10명 중 고작 3
명 만이 경찰의 폭력성에 대해 문
제라고 지적했었다. 아래 언급될 
시위 참가자들의 이야기들은 전국
적으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
리며 인종 차별에 대한 인식을 일
깨우는 동력으로 작동했다. 

“나는 분노한다”
Becca Cooper는 비행 간호사 
직장을 떠나 지난 4월 코로나 바
이러스 환자들을 돕기 위해 오리
건 주에서 뉴욕으로 이주했다. 그
녀는 “지난 7주간 수많은 환자들
을 돌보았지만 그 중 백인 환자는 
단 3명 밖에 없었다”며 “뉴욕 전
체 인구 중 백인이 1%보다는 많
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는 코로
나 바이러스가 흑인 사회에 더 큰 
타격을 미치고 있는 것을 단면적
으로 보여준다. 그녀의 경험은 미
국 보건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가
중시켰다. 특히, 미네아폴리스 경
찰인 Derek Chauvin이 플로이
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며 진압
하는 영상을 본 이후 그녀의 분노
는 더욱 거세졌다. 이것이 바로 백
인 간호사인 Becca가 브루클린의 
도시로 나와 시위대에 합류한 이
유이다. 
Jake Seiner 

“단결한 스웨덴”
Gambia 출생의 Aysha Jones는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미네아폴
리스의 거리에서 4,200마일이나 
떨어진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시위에 참여해야겠
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1세대 
이민자로써 그녀 또한 인종 차별
을 겪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
다. 그녀를 향해 탄 미트볼을 던지
던 같은 반 학생들을 떠올린 그녀
는, 아프리카에서 스웨덴으로 이
주한 수 많은 흑인들이 이와 같은 
인종 차별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스웨덴
은 유색 인종을 찾아보기 어려운 
국가였다. 스웨덴은 평등 지수에

서 높은 순위를 차지할 뿐 아니라 
자유 이민 정책에 자부심을 가지
고 있지만, Jones는 스웨덴에 인
종 차별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니라
고 주장했다. 그녀는 스톡홀름에 
위치한 미국 영사관 앞에 스피커
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권 
운동가들과 함께 가상 시위에 동
참하라고 권고하며, 대사관 페이
스북 페이지에 Black Lives Mat-
ter 로고 사진과 “단결한 스웨덴” 
사진을 게시할 것을 촉구했다. 
David Keyton 

“나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
호주 토착민인 Wendy Brook-
man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과 미국 내 폭력적인 시위에 대한 
Scott Morrison 호주 총리의 반
응을 보고 분개했다. 앞서, Mor-
rison 총리는 호주 내 경찰의 과
잉 진압 및 불평등한 수감 정책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파
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다섯 명의 
자녀를 둔 37세 Wendy는 경찰의 
폭력성과 원주민들을 상대로 벌어
지고 있는 부당한 높은 투옥률을 
지적하기 위해 호주 수도 캔버라
에서 진행된 평화로운 시위에 동
참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이들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토착민 가족
들에게 정부가 한 발언은 무례하
다고 말했다. 
한편, 토착민들은 호주 전체 인구
의 2%밖에 되지 않는데 비해 수
감된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
어 체계적인 인종차별의 일환으
로 간주되고 있다. 수천 명의 시위
자들이 호주 주요 도시에 모여 인
종 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평화 시
위에 동참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발생한, 경찰이 19살 원주민 남성
을 총기로 살해한 사건을 강조하
기도 했다. 
 Rod McGuirk 

다른 ‘유색 인종’을 위한 격려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무렵, 
Eileen Huang은 PBS에 방영될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다큐멘터
리를 기념하기 위해 재미 중국인
에 관련된 시를 작문해 줄것을 의
뢰 받았다. 예일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그녀는 시를 작문하는 
대신 나이가 많은 이민자들을 향
해 시민의 평등권을 위해 애쓴 흑
인 지도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 시위에 동참할 것을 
애원하는 1,600자 짜리 편지를 제
출했다. 그녀는 대학교에 입학하
고 나서야 중국인이었던 Vincent 
Chin을 일본인으로 오해해 폭행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두 백인 남
성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으며, 
그들이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과, 판사가 이 남성들은 감옥
에 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발
언을 했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서
술했다. Huang은 아시아계 미국
인들이 시민권을 위해 선봉에 섰
던 흑인 지도자들에게 “모든 것”
을 빚지고 있다며, 그들 덕분에 “
오리엔탈 (Oriental)”이라는 인
종 차별적인 단어의 사용이나 백
인 동네에 동양인들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들이 폐지되었
다고 주장했다. Huang의 편지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미국 내 재미 
중국인들을 겨냥한 웹사이트에 게
시되어 열정적인 토론을 이끌어 
냈으나, 일부는 그녀를 향해 자국
을 배신 했다거나 중국인들을 과
도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려내
고 있다는 비판도 내놓았다. 
Janie Har

변화에 대한 울부짖음, 미국 전역에서 울
려 퍼지는 항의의 목소리
VOICES OF PROTEST, CRYING FOR CHANGE, 
RING ACROSS US, BEYOND   By CLAIRE GALOFARO   Jun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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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dreds of thousands of 
demonstrators have taken 

to the streets in big cities and tiny 
towns in every U.S. state - and 
even around the world - to protest 
the killing of George Floyd, who 
died after a police officer pressed 
his knee into his neck as he plead-
ed for air. They say they are pro-
testing police brutality, but also 
the systematic racism non-white 
Americans have experienced since 
the country's birth. Many say they 
marched so that one day, when 
their children asked what they did 
at this historic moment, they will 
be able to say they stood up for 
justice despite all risks. 
About half of American adults 
now say police violence against the 
public is a "very" or "extremely" 
serious problem, up from about 
a third as recently as September 
last year, according to a new poll 
from The Associated Press-NORC 
Center for Public Affairs Research. 
Only about 3 in 10 said the same 
in July 2015, just a few months 
after Freddie Gray, a black man, 
died in police custody in Balti-
more. The stories of these protest-
ers, several of them told here, are 
thundering across the country, 
forcing a reckoning with racism. 
___ 
`I FEEL RAGE' 
Becca Cooper traveled from Or-
egon to New York in early April, 
taking leave from her job as a 
critical care flight nurse to help 
combat the coronavirus pandemic 
seizing the city.
"In the last seven weeks, I've had 
three white patients," she said. "I'm 
pretty sure that New York isn't less 
than 1% white." 

The experience has highlighted 
for Cooper frustrations with the 
health care system. It also fueled 
her disgust when she watched 
video of Minneapolis police offi-
cer Derek Chauvin kneeling on 
George Floyd's neck. That anger is 
what brought this white nurse into 
the streets of Brooklyn's Bed-Stuy 
neighborhood last week, where 
she marched with hundreds of 
protesters in her light blue medical 
scrubs. 
-- By Jake Seiner 
___ 
`SWEDEN IN SOLIDARITY' 
Aysha Jones, who was born in 
Gambia, lives a world away from 
the Minneapolis street where 
George Floyd died — more than 
4,200 miles, 6,800 kilometres, in 
Sweden. But she felt she had to 
protest. Her experience with rac-
ism was that of a first-generation 
outsider - she remembers class-
mates throwing burnt Swedish 
meatballs at her, considering her 
worth nothing more. 
Many black people who live in 
Sweden are recent immigrants 
from Africa – the nation had very 
few people of color until the past 
50 years. Sweden ranks high on 
equality indexes and prides it-
self on liberal migration policies, 
but Jones says bigotry is far from 
vanquished. Jones urged people 

to join a virtual demonstration 
anchored by a small group of 
activists and speakers in front of 
the U.S. embassy in Stockholm, in-
undating the embassy's Facebook 
page with a photo of the Black 
Lives Matter logo and the words 
"Sweden in Solidarity."
— By David Keyton 
___
`IT'S EXTREMELY IMPORTANT 
TO ME' 
Indigenous Australian Wendy 
Brookman was incensed with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s 
reaction to the violent clashes 
on U.S. streets following George 
Floyd's death with the comment. 
The 37-year-old mother of five 
joined 2,000 people in a peaceful 
protest in the Australian capital 
Canberra because she wants police 
brutality and the high incarcera-
tion rate among Aboriginal people 
put on Australian governments' 
agenda.
It's disrespectful for families who 
have had to bury loved ones to 
hear the government gloss over 
the country's problems, she said. 
Indigenous Australians account 
for 2% of the nation's adult pop-
ulation and 27% of the prison 
population. Tens of thousands of 
demonstrators have joined largely 
peaceful anti-racism rallies in all 
of Australia's major cities since 

Floyd's death. One focus: an Aus-
tralian police officer charged with 
murder in the shooting death of 
a 19-year-old Aboriginal man in 
November. 
— By Rod McGuirk
___
SUPPORTING `OTHER PEOPLE 
OF COLOR' 
Around the time George Floyd 
died, Eileen Huang was asked to 
write a poem about Chinese peo-
ple in the U.S. to commemorate 
a new documentary about Asian 
Americans on PBS. 
What came out, instead, was a 
searing 1,600-word letter from the 
incoming Yale university junior 
to her immigrant elders, pleading 
with them to understand the mas-
sive debt owed to African Ameri-
can civil rights leaders, beseeching 
them to join a global movement to 
fight anti-black racism. 
It wasn't until college that she 
learned of the 1982 beating death 
of Vincent Chin by two white men 
who thought Chin was Japa-
nese. The men were convicted of 
manslaughter but sentenced to 
probation; the judge said the men 
weren't the kind of people to go to 
jail. 
Huang came to realize Asian 
Americans owe "everything" to the 
black Americans who spearheaded 
the civil rights movement, which 
led to an end to racist terms like 
"Oriental" and housing policies 
that kept them out of white neigh-
borhoods. Her letter, posted to a 
website aimed at Chinese speakers 
in the U.S., has sparked passionate 
responses, including many that 
accuse her of being a traitor and 
of unfairly painting Chinese in a 
negative light. 
- By Janie Har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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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LIN 

Europe is taking a big step 
toward a new normality 

as many countries open bor-
ders to fellow Europeans after 
three months of coronavirus 
lockdowns — but even though 
Europeans love their summer 
vacations, it's not clear how 
many are ready to travel again.
Tourists from the U.S., Asia, 
Latin America and the Mid-
dle East will just have to wait 
for now. Europe is expected 
to start opening up to some 
visitors from elsewhere next 
month, but details remain 
unclear.
The European Union home 
affairs commissioner, Ylva Jo-
hansson, told member nations 
last week that they "should 
open up as soon as possible" 
and suggested Monday was a 
good date. 
Many countries are doing just 
that, allowing travel from the 
EU, Britain and the rest of 
Europe's usually passport-free 
Schengen travel area, which 
includes non-EU countries like 
Switzerland.

유럽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
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

쇄한지 3개월 만에 주변 국가들
을 상대로 국경 재개방에 돌입했
다. 그러나 여름 바캉스를 즐기는 
유럽인들이 곧 여행을 다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과 아시
아 국가, 라틴 아메리카와 중동에
서 온 관광객들의 여행은 제한된 
상태이다. 유럽은 다음달 경, 위에 
언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온 관광
객들을 맞을 예정이나 세부 계획
은 밝혀지지 않았다.
유럽 연합의 내무부 장관인 Ylva 
Johansson은 연합국들을 상대
로 유럽이 하루 빨리 국경을 재
개방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많
은 국가들이 그녀의 주장대로 유
럽 연합과 영국을 비롯해 여권이 
없이도 유럽 국가에 입국할 수 있
는 스위스 등지의 관광객들을 향
해 제한적으로 국경을 개방할 예
정이다.
이번 재개방은 3월의 혼란스럽고 
조율되지 않은 국경 폐쇄와는 달
리, 교통 혼잡을 야기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 과정을 통해 이루어 
진다. 그러나, 여전히 연합국들간
의 국경 재개방은 꽤나 복잡한 절
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사망자 수는 182,000명을 웃돈다
고 Johns Hopkins 대학측은 보
고했으며, 6월 14일 기준으로 세
계 780만명의 확진 환자 중 204
만명이 유럽 국가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큰 타격을 입은 스페인의 경우, 6
월 21일부터 독일을 상대로 발레
아레스 제로도의 국경을 개방해 
안정성을 시험해볼 예정이다. 해
당 관광객들은 14일간의 자가격
리 기간을 거치지 않고 여행을 할 

수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국경 체크
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
는 6월 3일부터 국경을 재개방했
고, 폴란드가 국경을 개방하며 독
일과 폴란드 사이에 국경을 두고 
있는 마을들도 기념하는 축제를 
벌였다. 프랑스와 독일은 폐쇄되
어있던 일부 국경을 모두 개방하
기로 결정했으며,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입국할 수 있었던 조건
도 모두 폐지시켰다. 또, 전세계적
으로 발령된 여행 제한을 완화하
고 있으나, 제한이 남아있는 핀란
드, 노르웨이, 스페인 등지는 제외
되었다.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확
산이 가중되고 있는 스웨덴도 여
행 제한이 지속될 예정이다. 
독일의 많은 지역에서는 록다운 
및 이동 제한을 시행하지 않아 다
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사망률이 
높았던 스웨덴을 상대로 해당 국
가의 관광객이 독일 입국 시 자가
격리를 진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한을 두었다. 체코 당국 관계자
들도 스웨덴이나 포르투갈, 폴란
드 일부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을 
상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 
거쳐 음성 반응을 보이거나 자가
격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오
스트리아도 스페인, 포르투갈, 스
웨덴, 영국을 제외한 국가들을 상
대로 국경을 재개방 할 계획이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입은 이탈리아 일부 지역
의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주의 경
보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영
국에서 온 관광객을 상대로 2주
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고, 영
국 역시 대부분의 입국자들을 상
대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시행
하고 있다. 덴마크는 독일, 노르웨
이, 아이슬란드에서 입국하는 관

Europe's reopening won't be a 
repeat of the chaotic free-for-
all in March when panicked, 
uncoordinated border clo-
sures caused traffic jams that 
stretched for miles. Still, it's a 
complicated, shifting patch-
work of different rules.
Overall, Europe has seen more 
than 182,000 virus-linked 
deaths this year, according to a 
tally by Johns Hopkins Univer-
sity that also shows Europe has 
had 2.04 million of the world's 
7.8 million infections. Hard-hit 
Spain, which on Sunday moved 
forward its opening to Europe-
an travelers by 10 days to June 
21, is allowing thousands of 
Germans to fly to its Balearic 
Islands for a trial run starting 
Monday — waiving its 14-day 
quarantine for the group.
Border checks in some places 
have already wound down. Ita-
ly opened its borders on June 3 
and towns on the German-Pol-
ish border celebrated early 
Saturday as Poland opened the 
gates. Germany, like France 
and others, is lifting remaining 
border checks on Monday and 
scrapping a requirement that 
arrivals must prove they have 
a good reason to enter. It also 
is easing a worldwide warning 
against nonessential travel to 
exempt European countries 
– except, probably, Finland, 
Norway and Spain, where 
travel restrictions remain, and 
Sweden, where the level of 
new coronavirus infections is 
deemed too high. 
Many German regions have re-
imposed a quarantine require-
ment for arrivals from Sweden, 
whose virus strategy avoided a 

유럽이 제한적으로 국경을 재개방하다
EUROPE REOPENS MANY BORDERS BUT NOT 
TO AMERICANS, ASIANS   By GEIR MOULSON   Jun 14, 2020

광객들에 한해서만 국경을 개방했
으며, 적어도 6박 이상을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가한다. 노르웨이 역시 스웨덴
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있다. 자유
롭지 않은 비행 스케줄, 해외 국가 
여행 시 위험과 사회적 거리두기
의 불확신 등 다양한 요소에 더불
어 실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가 이
어지며, 이번 여름은 국내 여행 및 
관광이 늘어날 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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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down but produced a rela-
tively high death rate.
Czech authorities will require 
arrivals from Sweden to show 
a negative COVID-19 test or 
to self-quarantine – along 
with travelers from Portugal 
and Poland's Silesia region. 
Austria is opening up Tuesday 
to European neighbors except 
Spain, Portugal, Sweden and 
Britain — and keeping a travel 
warning for Italy's worst-hit 
region of Lombardy. France is 
asking people from Britain to 
self-quarantine for two weeks. 
Britain recently  introduced a 
14-day quarantine requirement 
for most arrivals, to the hor-
ror of its tourism and avia-
tion industries, which say the 
move will hit visits to Britain 
hard this summer. Denmark 
is opening up only for tourists 
from Germany, Norway and 
Iceland — and only if they can 
prove that they're staying for 
at least six nights. Norway also 
is keeping shut its long border 
with Sweden. 
With flights only gradually 
picking up, nervousness about 
new outbreaks abroad, uncer-
tainty about social distancing 
at tourist venues and many 
people facing unemployment 
or pay cuts, this may be a good 
summer for domestic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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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as sharply lowered 

its forecast for global growth 
this year because it envisions 
far more severe economic 
damage from the coronavirus 
than it did just two months 
ago.
The IMF predicts that the 
global economy will shrink 

제 통화 기금 (IMF)이 2개
월 전보다 코로나 바이

러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더
욱 심각할 것이라 예측하며 올
해 글로벌 성장 전망을 크게 하
향 조정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4.9% 감소할 것이라 예
측하여, 4월 이전 보고서에서 
주장했던 3% 하락세보다 훨씬 
나빠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MF는 이번 경기 침체가 국제 
경제에 미칠 타격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내에서 생
산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
의 가치인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이 올해 8%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4월 예
측했던 5.9% 하락보다 큰 폭이
다. 이는 제 2 차 세계 대전의 
여파로 미국 경제가 동결된 이
후 최악의 연간 하락세가 될 것
이다.
IMF는 지난 4월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다 더욱 침울한 전
망을 보도해야 했다. 해당 업데
이트는 최근 발표된 다른 주요 
예측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이달 초 세계 은행은 세계 경제
가 올해 5.2%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
소득층 가구를 불균형적으로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근 몇 년간 세계 빈곤층에 속
한 인구의 비율 (하루에 1.90 
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
는 인구)은 1990년 35% 이상

에서 10% 아래로 감소했다. 그
러나 IMF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러한 발전을 되돌릴 
것이라 예측했다. 개발 도상국
과 성장세를 보이는 시장 경제
의 90% 이상이 올해 1인당 소
득 성장의 감소를 겪을 것으로 
IMF는 예측한다.
2021년 IMF는 경제 성장 하
락세의 반동이 있을 것으로 예
상하고 있으나 이 마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 번째 확산 파동
을 일으키지 않아야 가능하다. 
IMF는 내년 세계 경제가 올해 
4월 예측보다 0.4% 포인트 낮
은 5.4% 성장할 것으로 전망
한다.
미국의 경우, IMF는 내년 
4.5%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
하며, 이는 금년 4월 예측보다 
0.2% 포인트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경제 성장률
은 미국 경제를 코로나 발병 이
전의 수준으로 회복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공식적으로 미
국에서 경기 침체를 지정한 경
제학자 협회는 2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으려 실시한 셧다운
으로 인해 수천만 명의 실직자
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경기가 침체기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IMF는 모든 주요 국가들
의 경제 성장을 하향 조정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유럽 
국가들의 경우 올해 4월에 예
상한 8% 하락보다 더욱 감소한 
10.2%의 경제 성장 하락세를 
예측했으며, 2021년에는 6%

의 성장이 따를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강국인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1%로 예상된다. 인도 경제는 4
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긴 폐
쇄 기간과 회복 속도가 느린 점
을 감안해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국가가 여전히 코로
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에서는 브
라질과 멕시코의 두 대국이 각
각 9.1%와 10.5%의 경제 성장 
하락세로 타격을 맞을 것이라
는 예측이다. IMF는 경제 위기
가 예측보다 더 클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IMF는 이러한 금융 
난기류로 인해 국가 경제가 견
고하지 않은 일부 국가들이 부
채 위기에 처해 복구에 난항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데이트된 예측에는 2021년 
초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감염이 
발생하는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다.이럴 경우, 세계 경제는 
내년에 또 다시 4.9%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4.9% this year, significantly 
worse than the 3% drop it had 
estimated in its previous report 
in April. The IMF said that the 
global economic damage from 
the recession will be worse 
than from any other downturn 
since the Great Depression of 
the 1930s.
For the United States, it pre-
dicts that the nation’s gross 
domestic product — the val-
ue of all goods and services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 will plummet 8% this year, 
even more than its April es-
timate of a 5.9% drop. That 
would be the worst such annu-
al decline since the U.S. econ-
omy demobilized in the after-
math of World War II.
The IMF issued its bleaker 
forecasts Wednesday in an 
update to the World Economic 
Outlook it released in April. 
The update is generally in line 
with other recent major fore-
casts. Earlier this month, for 
example, the World Bank pro-
jected that the global economy 
would shrink 5.2% this year.
“This is the worst recession 
since the Great Depression,” 
Gita Gopinath, the IMF’s chief 
economist, told reporters at a 
briefing. “No country has been 
spared.”
The IMF noted that the pan-
demic was disproportionately 
hurting low-income house-
holds, “imperiling the signifi-
cant progress made in reduc-
ing extreme poverty in the 
world since 1990.”
In recent years, the propor-
tion of the world’s population 
living in extreme poverty — 
equivalent to less than $1.90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면한 세계 경제, 
IMF의 경제 전망 하향 조정
IMF DOWNGRADES OUTLOOK FOR 
GLOBAL ECONOMY IN FACE OF VIRUS
By MARTIN CRUTSINGER  Jun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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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y — had fallen below 10% 
from more than 35% in 1990. 
But the IMF said the COVID-19 
crisis threatens to reverse this 
progress. It forecast that more 
than 90% of developing and 
emerging market economies 
will suffer declines in per-capi-
ta income growth this year.
For 2021, the IMF envisions 
a rebound in growth, so long 
as the viral pandemic doesn’t 
erupt in a second major wave. 
It expects the global economy 
to expand 5.4% next year, 0.4 
percentage point less than it 
did in April.
For the United States, the IMF 
predicts growth of 4.5% next 
year, 0.2 percentage point 
weaker than in its April fore-
cast. But that gain wouldn’t 
be enough to restore the U.S. 

economy to its level before the 
pandemic struck. The associ-
ation of economists who of-
ficially date recessions in the 
United States determined that 
the economy entered a reces-
sion in February, with tens of 
millions of people thrown out 
of work from the shutdowns 
that were imposed to contain 
the virus.
The U.S. government has es-
timated that the nation’s GDP 
shrank at a 5% annual rate in 
the January-March quarter, 
and it is widely expected to 
plunge at a 30% rate or worse 
in the current April-June peri-
od.
In its updated forecast, the 
IMF downgraded growth for 
all major countries. For the 
19 European nations that use 
the euro currency, it envisions 

a decline in growth this year 
of 10.2% — more than the 8% 
drop it predicted in April — fol-
lowed by a rebound to growth 
of 6% in 2021.
In China, the world’s sec-
ond-largest economy, growth 
this year is projected at 1%. 
India’s economy is expected to 
shrink 4.5% after a longer pe-
riod of lockdown and a slower 
recovery than was envisioned 
in April.
In Latin America, where most 
countries are still struggling 
to contain infections, the two 
largest economies, Brazil and 
Mexico, are projected to shrink 
9.1% and 10.5%, respectively.
A steep fall in oil prices has 
triggered deep recessions in 
oil-producing countries, with 
the Russian economy expected 

to contract 6.6% this year and 
Saudi Arabia’s 6.8%.
The IMF cautioned that down-
side risks to the forecast re-
main significant. It said the 
virus could surge back, forcing 
renewed shutdowns and possi-
bly renewed turmoil in finan-
cial markets similar to what 
occurred in January through 
March. The IMF warned that 
such financial turbulence 
could tip vulnerable countries 
into debt crises that would fur-
ther hamper efforts to recover.
Its updated forecast included a 
downside scenario that envi-
sions a second major outbreak 
occurring in early 2021. Under 
this scenario, the global econ-
omy would contract again next 
year by 4.9%, it estimates.

Answer on Pag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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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where were we?
Mid-March, a spring train-

ing exhibition between the St. 
Louis Cardinals and Miami 
Marlins at Roger Dean Stadium 
in Jupiter, Florida. Even before 
the final out, both sides had 
gotten the official word: Major 
League Baseball was shutting 
down immediately because 

3 월 중순, 플로리다 Jupiter
의 로저 딘 스타디움 (Rog-

er Dean Stadium)에서 세인
트 루이스 카디널스와 마이애
미 말린스의 봄 훈련 경기가 치
뤄졌다. 그러나 결승전이 끝나
기 전에도 양측은 코로나 바이
러스 확산으로 인해 메이저 리
그 야구를 즉시 종료해야 했다. 
이제 다시 야구 시즌이 개최된
다. 162 경기가 아닌 60 경기로 
이루어질 이번 시즌은 7월 23
일 혹은 24일 개최된다. Rob 
Manfred 메이저 리그 총재는 
시즌의 기간을 단축하고 룰을 
바꿔 경기를 진행하도록 했으
며 이는 구단주와 선수들이 새
로운 경제적 합의점에 도달하
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결
정이었다. 올해 마이너리그는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들
모든 추가 이닝을 시작하는 2 
루수의 자동 주자. NL 게임에
서 지정된 타자. 자신 만의 개
인 로진 백이 있는 투수. 이번 
시즌은 야구 역사상 어떤 게임
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측 불가
한 상황들을 보여줄 것이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가운데 진행
되는 게임의 값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추가 이닝 룰은 새로운 
전략과 통계를 만들어 낼 것이
다. 마치 메이저리그 야구와 동
네 공원에서나 볼 수 있는 소프
트볼의 융합인 것이다. 

이 순간, 그들은?
통상적으로 메이저 리그 선수
들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적극

적으로 언급하는 편이 아니었
다. 이번 시즌이 재개되면 각 
선수들이 취할 입장을 주의깊
게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
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대단한 그 숫자, 400
기간이 단축된 이번 시즌에 
.400 타율을 만들어 낼 선수
가 있을까? NL MVP인 Cody 
Bellinger은 Dodgers’의 60
번째 경기 이후 .376의 높은 타
율로 시즌을 시작했다. 그는 
.305로 시즌을 마감했다.
가장 최근 기록은 2008년 .409 
타율로 60경기까지 .400 이상
의 타율을 유지한 Chipper 
Jones가 가지고 있다. Lar-
ry Walker (.417)과 Tony 
Gwynn (.403)은 1997년 재빠
르게 높은 타율을 기록하고 시
즌을 시작했다 전해진다. Ted 
Williams는 60경기 이후 .407 
타율을 기록하며 전체 시즌을 
.406의 타율로 마감했다.

팝콘 한 박스
메이저 리그 야구는 8월 13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양키스와 
화이트삭스의 경기를 주최하기 
위해 아이오와 주 Dyersville 
근처의 영화관 옆에 야구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팬들은 경기
를 관람하지 못한다. 런던, 멕
시코 시티, 푸에토 리코에서 예
정되어 있던 매치없도 모두 취
소되었다. 7월 14일 예정되어 
있던 올스타전에 관련된 공식 
성명은 발표된 바가 없다.

부상 투혼

올스타전의 에이스 Chris 
Sale, Luis Severino, Noah 
Syndergaard는 Tommy 
John 수술 이후 재활 치료 중
이다. 그러나 시즌 이전 추
가로 주어진 몇 달은 Aaron 
Judge, Justin Verlander, 
Cole Hamels에게 충분한 휴
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주의 깊게 볼 것들
걱정말고 창의력을 발휘할 기
회가 찾아왔다. 샌프란시스코
의 Oracle Park에서 팬들은 
오른쪽 필드 벽 뒤에 모여 자이
언츠의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방향만 맞는다면 카
약을 타다 멀리 날아온 홈런볼
에 튄 강물을 맞는 사람들의 모
습도 볼 수 있을 것이다. PNC 
Park의 Roberto Clemente 
Bridge는 유명한 관람 장소이
며, Wrigley Field 외부의 옥
상은 고전적인 관람 스팟이고 
토론토에 위치한 호텔도 외야
를 내다보는 훌륭한 전망을 제
공하는 객실이 있으니 이런 것
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길 바란
다. 

of the coronavirus pandem-
ic. So now, they'll try again. 
A skewed, 60-game schedule, 
rather than the full plate of 
162, with opening day on July 
23 or 24. A shortened, contort-
ed season ordered by Com-
missioner Rob Manfred on 
Tuesday night after billionaire 
owners and multimillion-dol-
lar players couldn't come to 
a new economic agreement 
against the backdrop of the 
virus outbreak.
No minor leagues this year, 
tough luck there. The majors, 
meanwhile, give new meaning 
to short-season ball.

A look at what's on deck:
ODDBALLS
An automatic runner on sec-
ond base to begin all extra 
innings. Designated hitters in 
NL games. Pitchers with their 
own personal rosin bags. This 
season will look like no other 
in baseball history, the price 
for trying to play amid a pan-
demic. The extra-inning rule, 
that's bound to bring new strat-
egy, different stats to dissect 
and an innovative twist on the 
old game. It'll be — aw, heck, 
who are we kidding? It will be 
Major League Baseball meets 
Central Park softball.

MARKING THE MOMENT
Major leaguers have not, in 
general, been the first set of 
players in pro sports to speak 
out on issues of social injus-
tice. We'll see what stances 
they take on and off the field 
when games return.

FLY IT HIGH!

MLB가 짧아진 기간과 새로운 룰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시즌을 시작한다
FOR OPENERS: MLB TRIES AGAIN WITH SHORT 
SEASON, SKEWED RULES   By BEN WALKER  Jun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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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s will certainly argue: Is it a 
legitimate crown or more like a 
prize won during some Euro-
pean soccer tournament?
THE BIG FOUR-OH-OH
The huge stat question: Could 
someone hit .400 in this short-
ened season? NL MVP Cody 
Bellinger got off to a scorching 
start last year, batting .376 af-
ter the Dodgers' 60th game. He 
finished at .305.
Chipper Jones was the most 
recent to top .400 through 60 
— he was at .409 in 2008. Larry 
Walker (.417) and Tony Gwynn 
(.403) both started fast in 1997, 
the Elias Sports Bureau said.
But there's a reason Ted Wil-

liams remains the last player 
to hit the hallowed mark in a 
full season, batting .406 in 1941 
(always splendid, he was at 
.407 after 60).

A CAN OF CORN
MLB did a great job building a 
diamond next to the movie site 
near Dyersville, Iowa, to host 
the Yankees and White Sox on 
Aug. 13, but fans can't come. 
Also scrapped: Matchups in 
London, Mexico City and Puer-
to Rico. No official word yet on 
the All-Star Game, which was 
set for July 14 at Dodger Stadi-
um.

OUCH
All-Star aces Chris Sale, Luis 

Severino and Noah Synder-
gaard are out while rehabbing 
from Tommy John surgery. But 
these extra months might've 
given Aaron Judge, Justin Ver-
lander, Cole Hamels and more 
time to fully recover. Who 
knows, maybe even Yoenis 
Céspedes has healed up.

WATCH THIS
Don't fret, just get creative. 
Oracle Park in San Francisco 
provides a tremendous oppor-
tunity, for free. Fans can gather 
behind the right field wall, 
look through a fence and see 
the Giants. And if a home run 
sails out that way, it's fun to 
watch kayakers scramble for a 
Splash Shot souvenir.

The Roberto Clemente Bridge 
by PNC Park is a popular 
watching spot, the rooftops 
outside Wrigley Field are 
classic and a hotel in Toronto 
offers rooms with a terrific 
view from the out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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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teens, TikTok users and 
fans of Korean pop music 

troll the president of the Unit-
ed States? 

For more than a week before 
Donald Trump's first campaign 
rally in three months on Satur-
day in Tulsa, Oklahoma, these 
tech-savvy groups opposing the 
president mobilized to reserve 
tickets for an event they had no 
intention of attending. While 
it's unlikely they were respon-
sible for the  low turnout, their 
antics may have inflated the 
campaign's expectations for 
attendance numbers that led to 
Saturday's disappointing show. 
In a statement, the Trump 
campaign blamed the "fake 
news media" for "warning peo-
ple away from the rally" over 
COVID-19 and protests against 
racial injustice around the 
country. 

Inside the 19,000-seat BOK 
Center in Tulsa, where Trump 
thundered that "the silent 
majority is stronger than 
ever before," numerous seats 
were empty. City officials had 
expected a crowd of 100,000 
people or more in downtown 
Tulsa, but that never material-

십대 청소년, 틱톡 사용자
들, 그리고 한국 대중가

요 팬들이 미국 대통령을 골탕 
먹였다면? 3개월만에 처음으로 
오클라호마 주의 Tulsa에서 진
행되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의 대선 캠페인이 열리기 일
주일도 전, 최신 기술에 능통한 
젊은 유저들이 모여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이벤트에 참석하
려는 의도 없이 좌석을 예약하
는 일이 일어났다. 이들은 트럼
프에 반대하는 그룹이었다. 이
번 사태를 행사에 참석한 관중 
수가 예상보다 적었던 이유로 
지목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들
이 예약한 좌석이 대통령과 그
의 캠페인 담당자들의 기대감
을 높여 놓았을 수는 있다. 높
아진 기대는 큰 실망을 남겼다. 
성명서에 따르면, 트럼프 캠페
인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
된 안전 문제와 전국에서 일어
나고 있는 인종 차별에 대한 시
위 보도를 통해 “사람들을 쫓아
내버린” “가짜 뉴스 미디어”를 
탓했다. 

Tulsa의 BOK Center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하는 다
수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는 연설을 외치는 동안 19,000
석은 곳곳에 빈 채로 남겨졌다. 
도시 관계자들은 10만명 이상
의 관중이 Tulsa 다운타운으로 
몰릴 것이라 예상했으나,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번 랠리는 지상파로 방송되어 
소위 경합주라 일컬어지는 펜
실베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플

로리다와 같은 주의 투표자들
을 겨냥했다.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최근 
동향을 토대로 젊은 세대와 일
부 기성 세대가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 훼방을 놓을 것을 예
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틱톡 뿐
만 아니라 트위터, 인스타그
램, 심지어 페이스북을 사용해 
트럼프를 견제했다. K-Pop 팬
들은 그들이 가진 대규모 온라
인 커뮤니티와 유머를 사용해 
Black Lives Matter 시위를 
도왔다. 

경찰관이 장시간 무릎으로 목
을 압박해 호흡 곤란으로 사
망한 조지 플로이드 (George 
Floyd) 사건 이후, 경찰의 과
잉 진압에 대한 충격과 정치적 
실망감에 휩싸인 K-Pop 팬들
은 그들이 구축해놓은 플랫폼
과 해시 태그를 사용해 Black 
Lives Matter 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그들은 우파 해시 태그
와 경찰 앱 등을 K-Pop 스타들
의 영상들로 도배했다. 

한국 인기 남자 아이돌 그룹인 
BTS는 목요일 2,600만 명의 
팬들을 향한 트윗을 통해 인종 
차별과 폭력을 반대한다고 말
하며, Black Lives Matter 운
동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
다고 발표했다. 팬들은 재빨리 
이를 따라 #MatchAMillion 
(100만 달러 모금) 해시 태그
를 트위터에 퍼트렸고, 24시
간만에 BTS의 팬들로 구성관 

국제적 모금 단체인 “One In 
An ARMY”를 통해 모금에 성
공했다. 그러나 정치적 운동과 
K-Pop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
진다. 지난 몇 해 간, K-Pop 팬
들은 트위터 트렌드와 인스타
그램 게시물을 도배하는 것으
로 악명을 얻었다. 팬들은 자신
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신곡이 
발표되거나 혹은 따르는 가수
를 비판하는 이들이 생기는 즉
시 단합해 네트워크를 점령하
고는 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 
에너지가 Black Lives Mat-
ter 운동을 지지하는데 사용되
고 있으며, 아미 (ARMY)라 칭
해지는 BTS의 팬들이 그 선두
에 있다. 

K-Pop 전문가들은 열정적인 
행동주의는 이미 수 차례 관찰
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Korea Herald의 K-Pop 담
당 리포터인 임현수씨는 “남자 
아이돌 그룹 팬들에 대한 고정
관념과는 달리, 아미 (ARMY)
는 정치적으로 깨어있기로 유
명하며 트위터같은 온라인 플
랫폼을 사용해 훌륭한 자선 
모금 활동을 종종 하는 것으
로 알려져있다”고 전했다. 그
는 K-Pop 팬들이 좋아하는 아
티스트의 사진이나 영상을 사
용해 미국 경찰 앱을 마비시키
고 “whitelivesmatter” 이나 
“WhiteOutWednesday”같은 
인종 차별적인 해쉬 태그를 사
용한 사건을 일컬어 “평소 선행
을 일삼던 팬들에게서 전혀 예
상하지 못했던 행동”이라고 덧

틱톡의 청소년들과 K-POP 팬들이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에 훼방을 놓다
DID TIKTOK TEENS, K-POP FANS PUNK 
TRUMP’S COMEBACK RALLY? 
By BARBARA ORTUTAY AP Technology Writer and JUWON PARK  Jun 21, 2020

붙였다. 

K-Pop이 아시아 전역에서 인
기를 얻기 시작한 것은 이미 수
십년도 더 됐지만, 2010년 중
반부터 BTS의 인기는 아시아
를 넘어서 전세계로 퍼져나가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
적인 인기는 언어 혹은 문화의 
차이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업계 내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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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ed. That said, the rally, which 
was broadcast on cable, also 
targeted voters in battleground 
states such as Pennsylvania, 
North Carolina and Florida.
Social media users who have 
followed recent events might 
not be surprised by the way 
young people (and some older 
folks) mobilized to troll the 
president. They did it not just 
on TikTok but also on Twitter, 
Instagram and even Face-
book. K-Pop fans — who have 
a massive, coordinated online 
community and a cutting sense 
of humor — have become an 
unexpected ally to American 
Black Lives Matter protesters. 
George Floyd died May 25 after 
a police officer pressed his 
knee into his neck for several 
minutes even after he stopped 
moving. K-pop fans galvanized 
by police brutality and political 
disappointments swiftly mobi-
lized, re-purposing their usual 
platforms and hashtags from 
boosting their favorite stars to 
backing the Black Lives Mat-
ter movement. They flooded 

right-wing hashtags and police 
apps with short video clips and 
memes of their K-pop stars. 
In a tweet Thursday to its 26 
million fans, South Korean boy 
band BTS said it opposes racial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nd announced a $1 million 
donation to Black Lives Matter. 
Fans quickly followed suit with 
the hashtag #MatchAMillion 
on Twitter, matching the dona-
tion after 24 hours according 
to "One "One In An ARMY," a 
global fundraising team made 
up of BTS fans. 

Even so, political activism isn't 
exactly associated with K-pop 

fans. Over the years, K-pop 
fans have gained notoriety for 
overtaking Twitter trends and 
Instagram feeds. The loose 
network of fans mobilizes in a 
heartbeat — usually to promote 
new songs from their favorite 
K-pop artists or to put down 
their critics. That same social 
media energy is being repur-
posed to support the Black 
Lives Matter movement, and 
BTS fans, known as ARMY, are 
at the forefront.
K-pop experts say zealous 
activism is nothing new for the 
fans.

"Despite the stereotypes about 

boy band fans, they are known 
for being politically aware 
and helping raise money for 
charitable causes online, 
especially on Twitter," said 
Hyun-su Yim, K-pop reporter 
at the Korea Herald. "Which 
is why it took many people 
by surprise when the fandom 
spearheaded efforts to drown 
out racist hashtags," Yim said, 
referring to K-pop fandoms 
clogging up U.S. police apps 
and flooding racist hashtags 
like "whitelivesmatter" and 
"WhiteOutWednednesday" with 
their favorite K-pop memes 
and fancies, rendering them 
useless.

Although K-pop has been 
popular in Asia for decades, 
the rise of BTS around the 
mid-2010s has grown fans in 
all corners of the world. How-
ever, that global expansion has 
sometimes created tension 
within the industry, spurred by 
multiple factors including lan-
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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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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준 종합치과 STATE AVENUE 
DENTAL OFFICE에서 함께 일할 
OFFICE STAFF을 모집합니다. 
업무내용: 카운터업무. 보험빌링및 전
화업무, X-RAY촬영, 치과보조
자격조건: 한국어/영어 동시 구사 가
능, 경력자 우대, 신입환영
지원방법:YJCDDS@GMAIL.COM으
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STATE AVENUE DENTAL OFFICE 
IS LOOKING FOR OFFICE STAFF.
RESPONSIBILITIES: FRONT 
DESK, INSURANCE BILLING, 
PHONE CALL, X-RAY, DENTAL 
ASSISTANT
REQUIREMENT: BILINGUAL (KO-
REAN/ENGLISH), 
PLEASE APPLY WITH YOUR RE-
SUME TO YJCDDS@GMAIL.COM

PART TIME/FULL TIME SERV-
ERS WANTED CHOGA KOREAN 
RESTAURANTIN OVERLAND 
PARK  VISA SUPORT AVAILABLE 
913-385-2151

NANNY FOR HIRE
4개월 아기 내니 겸 집안일 도와주실 
분 찾습니다. 
시간당 17불, 월-금 오전 9시-오후 1
시. 근무지는 OVERLAND PARK 
127TH & PFLUMM 근처.
913-206-0302로 문자 주십시오. 

이름: 최원영   1-201-370-6672
KC AIRPORT 지역에 한국지사를 설
립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지 한국
어/영어 이중언어 가능한 젊은 ENGI-
NEER 를 찾는 중입니다. 
회사 웹사이트는 WWW.DRGEM.
CO.KR 으로 의료기기중 엑스레이장
비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한국 회사입
니다. 현지 지사의 목적은 미국내 딜
러들에 의해 판매된 장비의 서비스 지
원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기본자격은 전기/전자 전공한 전문
대/대학 졸업자입니다. 경력은 따로 
따지지 않습니다. 자체 트레이닝을 통
해 업무에 적응될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합니다. 가끔 미국내 출장을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GOLDEN BEAUTY SUPPLY 
함께 일하실 착실 하신 분을 찾습니다 
(Full time/ part time)
연락처 816-353-1866 (Kelly) 

SUSHI KO & ROK BBQ 에서
헤드서버와 한식주방장님 구합니다.
그리고 적은금액 투자하고 하시고
일하실분 (일식,한식쉐프,메니저,써버
경험 있는분)
GOOD PAY, GOOD TIP
785-991-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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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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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itorial Services Company. 
사무직0명, 매니저0명. 영어 가능자.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일단 전화로 
상담해 보세요. 
Call (913)980-3043
 
eMaids of KANSAS CITY HAS HOME/
OFFICE CLEANER POSITIONS OPEN! 
We pay between $11.00 - $15.00 per 
hour (Plus Tips) after training.  Plus 
we pay weekly.  Must present valid 
ID / Social Security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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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 L Liquor store 에서 일할분을 
찾습니다 언제든지 가게에 들리시든
지 전화 또는 text message 로 연락
주세요 10406 Metcalf Ave Over-
land Park. KS (913)406-8956

업소 매매 / BUSINESS FOR SALE
 

Selling Japanese & Korean 
Restaurant
Location: Lawrence KS
5100 SqF Equipment + Inventory
좋은조건, 포텐샬 좋음
Cell NO: 785-991-0081
나의 iPhone에서 보냄

Selling Japanese Restaurant
Location:(Downtown) Lawrence,
Open to offers and negotiate 
price. Business is doing well, but 
owners want to retire.
Cell #:785-424-5222

RETAIL STORE FOR RENT 
10413&10415 BLUE RIDGE BLVD 
KC, MO 64134 
MOVE IN READY! 
FOR MORE INFORMATION 
CALL JIN KIM 860-478-7035

서비스 / SERVICES

Jo’s Auto Body Shop 
We buy used and junk cars and 
trucks! Mon-Sat 9am-7pm, 3333 
Stadium Dr. KC, MO 64128, 816-
923-0330 / 816-686-4046 
jeongpanjo@gmail.com  Pan 
Joe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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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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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KJ와 함께 광고해 주세요.

- 귀한 캔사스 한인 들의 업소를 특별가로 

    광고해 드립니다.  

-  문의 913-802-2005 , 

     kim@kckoreanjou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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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 Market

방역 마스크 캔자스 지역 최저가
정식 수입된 KN95 마스크 판매합니
다.  FDA 인증, CE 인증 완료
620)222-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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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사스 한국어 요가 개인/단체 강습 : 
장보혜(200RYT 수료)
초보자 환영/수업문의 : 816-868-
4271

Everything English Academy-in 

home tutoring for Overland Park 
and South Kansas City
June Narber (MA Education 
UMKC, MTID, NCSU)
junenarber@yahoo.com,
(816) 469-6673
www.junenarb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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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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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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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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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사스시티 시니어선교회(SMK)
(회장: 송지영 )  913-220-7927
(총무:  우인균 목사)  816-518-6766
wooinky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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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회
회장 문경환
(913)251-7871
kayk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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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7 S. 42nd St., KCK 66106
913-831-6779 
Tim0921@gmail.com
 
캔사스 한인 체육회 (회장 김대중)  
Korean American Sports Council 
of Kansas 913-205-0232 
djkimtkd@gmail.com

캔사스 장애인체육회장 박순현
Tel: 312-206-3380
email:  yongpyung@hot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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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준 종합치과
In House Saving Plan

 

보험이 없으신 분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맞춤형 맴버십 플랜을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20년 이상 경력과
노하우로 안전하고 
빠르게 치료합니다

FASTBRACES
약 5개월 안으로
치아교정 완료

한국 최고급
임플란트를
저렴하게 제공

주소

6708 State Avenue
Kansas City, KS
66102

진료 시간

평일     8am–7pm

토요일  8am-1pm

진료 과목

임플란트, 교정, 충치, 치아미백, 
신경치료, 스케일링, 틀니, 
크라운, 브릿지, 소아 치과,
사랑니 발치, 브래킷 교정  

stateavenuedentaloffice.com stateavenuedentaloffice

저녁시간/토요일도 진료합니다!

913-299-8554
진료문의 및 안내 

부담없이
활짝
웃으세요!

임플란트 고민, 교정 고민 이제 그만 !

kcfastbraces.com
fastbraceskansascity.com

장영준 종합치과
STATE AVENUE DENTAL OFF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