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공교육 개혁 전도사로 유명

한 한인 교육자 미셸 리(47.한국명 

이양희.사진) 전 워싱턴 DC 교육감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CNN

이 보도했다.

CNN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된 

‘누가 트럼프 내각에 포함될 것인

가’라는 제목의 전망기사를 통해 교

육부 장관 후보로 3명의 이름이 거

론되고 있다며, 미셸 리 전 교육감

을 첫 번째로 올려놓았다. CNN은 

미셸 리 전 교육감에 이어 에바 모

스코위츠 석세스 아카데미 차터스

쿨 설립자와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벤 카슨을 교육부 장관 후보로 명

시했다.

만약 미셸 리 전 교육감이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장관에 발

탁된다면 한인으로서는 연방 정부 

장관직에 오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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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셀 리, 연방교육장관 물망
CNN, "유력 후보 3명 중 첫째"
"워싱턴교육감 때 과감한 개혁"

[ A6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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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때 미국에 입양돼 두 번의 파

양과 학대를 겪은 '기구한 운명'의 

애덤 크랩서(41. 한국명 신송혁.사

진) 씨는 현지 시민단체들의 구제 

노력에도 미국에서 추방을 앞두고 

있다.

크랩서 씨를 한국에서 눈물로 기

다리고 있는 생모의 사연을 미국 일

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초 미국 이

민자 사회에서 처음 크랩서 씨의 사

연이 알려졌을 때부터 그의 이야기

를 보도해 왔다.

뉴욕타임스가 경북 영주에서 만난 

크랩서 씨의 생모 권필주(61) 씨와 

인터뷰를 통해 "그 아이에게 할 말

이 너무 많다. 특히 내가 얼마나 미

안해하고 있는지"라면서도 "나는 

영어를 할 줄 모르고 아들은 한국말

을 할 줄 모르니 어찌해야 할지 모

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에서 크랩서 씨의 사연이 방송될 때

까지도 권 씨는 아들이 미국으로 입

양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크랩서 씨는 1979년 누나와 함께 

미시간 주의 가정에 입양됐지만 5

년 동안 성폭행 등 온갖 폭력에 시

달리다 파양됐다. 1년 뒤 다시 오리

건 주의 가정으로 입양됐지 만, 이

곳에서 역시 4년 동안 성폭행과 학

대에 시달렸다. 

두 번째 양부모는 구속됐고 크랩

서는 노숙 생활을 하며 방황했지만, 

재기에 성공해 아이 셋을 둔 가장이 

됐다. 그러나 양부모들이 크랩서의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던 바람에 

불법 체류자가 돼 버렸다. 

권씨는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을 

줄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눈물을 

훔쳤다. "같이 굶어 죽더라도 함께 

살았어야 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

를 지었다"고 후회했다. 

권씨는 어렸을 적에 침을 맞았다

가 왼쪽 다리가 마비됐다.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는 권씨를 뇌성

마비가 있는 남성과 함께 살도록 보

내버렸고, 권씨는 나중에 다른 남성

을 만나 크랩서를 포함해 세 명의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이 남자는 권씨에게 주먹

을 휘둘렀고 결국 권씨와 자녀들을 

버렸다. 

의지할 곳 없던 권씨는 결국 막내

아들을 자식 없는 집에 보내고 딸과 

크랩서는 입양을 주선하는 보육원

에 데려갔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바라보다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온 것이 마지막이었다. 

권씨는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도

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고 말했다.  이후 권씨는 서울의 플

라스틱 공장에서 일했다. 아이들을 

목욕시킬 물을 마을 우물에서 떠오

다가 불편한 다리 때문에 모두 흘

려 버려 수없이 오갔던 일, 아이들

이 간장과 기름에 비빈 밥을 허겁지

겁 먹던 일 등 아픈 기억을 흑백사

진과 함께 가슴에 품고 살았다.

권씨는 "날이 궂으면 아이들이 특

히 그리웠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

는 믿음으로 버텼다"고 말했다. 

20살 많은 홀아비와 재혼한 권씨

는 양부모 손에 자랄 자식들을 생각

하며 남편의 두 딸을 제 자식인 양 

키웠다. 이후 낳은 네 명의 딸도 모

두 출가했다. 

지난해 크랩서의 어린 시절을 기

억하고 있는 한 친척이 TV에 나온 

크랩서를 보고 권씨에게 전화를 했

다. 

TV 속 크랩서는 '엄마'라는 말만 

한국어로 하면서 "나는 언제나 당

신의 아들, 피와 살이었다"고 말했

다. 

프로그램 PD를 

美 입양후 38년 살았는데 강제추방되는 한인
"굶더라도 내 곁에 있어야"…아담 크랩서 생모의 한탄

[ A7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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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인 네일살롱 업주 김 모씨가 뉴욕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 위헌 소송 및 효력 정

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공판 일정이 12월 22일

로 연기됐다. 

김씨 측 변호인단과 주정부 측 변호인단은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심리를 12월 22일로 연

기하는데 합의했다. 뉴욕주 정부 측은 지난 4

일 제기했던 기각 요청에 대한 판결 공판도 

이날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김씨 측은 오는 12월 14일까지 주정부 기각 

요청에 대한 반론문을 제출하고, 주정부 측 

역시 다음달 20일까지 이에 대한 재반론문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h.13 한인후원회(회장 최영배) 임원진이 

Ch.13공영방송의 이사회 'Friends of Ch.13' 

가 주최한 연례만찬행사에 참석, 내년에 개최

되는 공영방송 Ch.13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의, 

행사준비위원회에 공동 참여키로 했다.

맨해튼 다운타운 홉리 레스토랑에서 열린 이

날 만찬행사에는 Ch.13의 닐 샤피로 사장이 참

석, 기조연설을 했으며, 방송사 주요 임원진들

이 참석했다. Ch.13 한인후원회는 내년 50주

년 기념행사에 한국 전통문화와 한인사회 주

요 이슈를 Ch.13 TV방송을 통해 미주류사회

에 알리기로 했다.  

공판 11월 17일->12월 22일로 연기돼

뉴욕주 네일업소 환기시설 의무화 소송 

Ch.13 한인후원회  Ch.13 행사 참여

사진: 왼쪽부터 Ch.13한인후원회 최혜란 이사, 이제니 부회장, 김용선 이사, 최영배 회장, 파
실라 도로시 Ch.13 사무국장, 메  밀러 Friends of Ch.13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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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이민자의 자녀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 네바다 등 일부 주에서는 

공.사립학교(K~12) 학생 6명 중 1명이 

불법체류 신분 부모를 둔 이민자의 자

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역의 

유치원부터 12 학년까지 재학 중인 불

법체류 이민자 자녀는 390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 K-12학년 재학생의 7.3%

를 차지하는 것으로, 지난 1995년과 비

교하면 2배 이상 그 비중이 증가한 것

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 신분 부모를 둔 학

생 비중은 금융위기로 경기침체를 겪

었던 2008년 6.3%나 급락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5년만에 경

기침체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미 전국적으로 불법체류 부모를 둔 학

생 수의 꾸준한 증가로 네바다 등 일부 

주에서는 비중이 17%를 돌파한 것으

로 나타났다. 

불법체류 부모를 둔 학생비중은 캘리

포니아, 텍사스 등 미 남서부와 서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네바다주

는 17.6%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

는 네바다주 K-12학년 재학생 6명 중 

1명은 부모가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라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 비해 비중이 낮았던 텍

사스주는 2013년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수준을 넘어서 13.4%로 조사됐고, 캘

리포니아는 12.3%를 나타내 세 번째로 

높았다. 

애리조나(12.2%), 콜로라도(10.2%), 

뉴멕시코(10.1%) 등도 불체 부모를 둔 

학생 비율이 전국 평균치 7.3%를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불체 부모를 둔 학생들의 대

다수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들이

다. 자신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부모

가 불법체류 신분인 학생은 320만명으

로 80%를 차지했고, 나머지 20%는 부

모와 학생 모두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

로 조사됐다.

2014년 미 전국의 불법체류 이민자 부

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는 27만5,000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의 33만

명에 비해 16%가 줄어든 수치다. 

미국 학교에 다니는 불체자 자녀 400만명
전체 초-중-고교생의 10%이상 차지…네바다주 최고

것은 최초가 된다. 현재 연방 정부 

한인 최고위직은 부차관급으로, 올

해 초 한인 2세 의사 제니퍼 이씨

가 연방 보훈처 부차관에 선임됐었

다. 미셸 리 전 교육감은 지난 2007

년 워싱턴 DC 교육감에 취임한 뒤 

과감한 공고육 개혁정책을 펼쳐 학

력을 끌어올리는 등 효과를 내면서 

명성을 떨쳤다. 

미셀 리 전 교육감은 2010년까지 

워싱턴DC 교육감으로 활동하며 

실력없는 교사들을 대거 해고하고 

종신 계약 체계를 폐지시켜 학생들

의 학습 실력을 향상시키는 개혁을 

단행해 전국 교육계의 주목을 받았

다. 이 전 교육감 재직 전에는 워싱

턴 DC 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

에서 최하위권이었으나,  그의 개

혁 정책 이후 영어와 수학 실력이 

급격히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 그녀는 아이비리그인 코넬대를 

나와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

에서 공공정책학을 공부한 미셸 리 

전 교육감은 NBA 스타 출신으로 

새크라멘토 시장을 지낸 케빈 존슨

과 결혼했다.

미셸 리 전 교육감은 워싱턴 DC 

교육감 시절 민주당 소속 시장과 

일했고 남편도 민주당 소속이지만, 

차터스쿨을 옹호하고 저속득층 학

생들의 사립학교 진학을 위한 바우

처 제도를 지지하는 등 정책면에

서 공화당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그녀는 또 유력 시사주간지 타임

과 뉴스윅의 커버스로리를 장식한 

바 있을만큼 미교육계에선 명성이 

자자하다.

한편 뉴욕시의원 출신인 모스코

위츠 '서섹스아카데미' 창업자는 

뉴욕시장의 꿈을 갖고 있어 장관

에 지명되더라도 이를 수락할지 블

확실해 미셀 리의 교육장관 지명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 A1면 기사 계속] 

미셀 리, 연방교육장관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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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입양후 38년 살았는데 강제추방되는 한인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또 

다시 추방위기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

이는 추방유예 수혜자는 현재 미국에 

75만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이민단체들과 인권

단체들이 합동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

사면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결정

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

예(DACA) 행정명령으로 합법적인 

취업과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진 한

인청소년은 총 8,6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는 내년 대통령

에 취임하게 되면 추방유예(DACA)

을 비롯해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 단

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

시킬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추방유

예 수혜자들의 두려움이 갈수록 커지

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 직후 추

방유예(DACA)를 중단할 경우, 추방

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될 이들의 

보호를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사면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의 주장이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 여

부를 묻는 질문을 받고 “트럼프 당선자

는 추방유예 행정명령 취소 결정을 내

리기 전 신중하게 숙고해야 할 것”이라

며 즉답을 회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

법 이민자 추방을 최우선 국정 과제

로 공표하고 나선 가운데 불체자 추

방이 미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 경제연구소(NBER)

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

자 추방 정책이 미국 경제

에 끼칠 영향에 대한 보고

서에서 현재 일부 직종에 집중돼 있

는 이민자들이 떠날 경우 국내총생산

(GDP)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추방 

과정에 들어가는 국가예산 역시 수천

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8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공사장, 농장, 요식

업 등 소위 3D 직업군에 집중돼 있

으며, 이들의 노동력에 따른 생산량

이 전체 GDP의 3%를 차지하고 있

다. 이들 불체자가 추방될 경우 10년

간 5조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된다. 특

히 이민자들이 몰려 있는 주들의 피

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생산량이 4% 감

소해 10년간 830억 달러의 손실을 입

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텍사스

는 510억 달러, 뉴욕은 330억 달러 상

당의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분

석됐다.

또한 아메리칸액션포럼은 불법체류

자를 추방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임시 

보호시설, 교통편, 담당 인력 증편 등

을 위해 최소 4,000억 달러가 들 것으

로 추산했다. 

GDP 감소.수천억불 추가비용 발생…美경제에 악영향

통해 크랩서와 화상대화를 했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를 확인했다. 크

랩서 씨가 제기했던 추방 취소 신청이 

지난달 말 이민법원에서 결국 기각되면

서 그는 몇 주 안에 아내, 세 딸과 함께 

한국으로 온다. 

권씨는 아들이 쓸 작은 방을 정리하면

서 아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무슨 음식을 해줘야 하나 생각하느라 잠

을 설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줄이 처진 노트

에 알파벳을 베껴 쓰며 영어 공부를 하

고 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60대

의 권씨에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스스

로 아들에게 자신을 설명하고 싶어한다. 

권씨는 "나는 여전히 가난하지만, 그 애

에게 빚진 너무나 많은 사랑을 갚아야 

한다" 

"75만 추방유예 불체 청소년 사면하라"
이민단체들, 트럼프 취임 전 오바마 대통령에 사면 요구

NJ 럿거스대학 재학생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반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불법체류자 추방"뉴욕 330억불 손실 피해"

[ A2면 기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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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이

후 반이민 정책 시행 강행의사를 강조하

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 테러예방 등을 이

유로 특정국가 출신 이민자와 방문자들에 

대한 외국인 등록제도가 트럼프 행정부에

서 부활될 가능성이 제기돼 우려를 높이

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정책은 이민자들의 출입국 

기록은 물론 체류기한 등까지 이민 당국에 

등록하도록 해 이민자들을 추적할 수 있도

록 하겠다는 것으로, 트럼프 정권인수위의 

이민정책팀을 이끌고 있는 초강경 반이민 

정책론자인 크리스 코박 캔사스주 총무장

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제도가 실제 부활될 경우 그 대상

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무슬림인 이슬람 국

가 24개국과 함께 북한을 포함시킨 25개국 

출신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 국가 출신

의 미국 방문자는 물론 유학생과 단기 체

류자 및 취업자와 영주권자들까지도 그 체

류자격에 상관없이 모두 이민 당국에 등록

을 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연방 정부는 외국인 등록제가 이슬람 국

가들과 미국 내 커뮤니티, 인권단체 등으

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자 2003년 말 이를 

중단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11년이 돼서야 완

전히 종료됐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이동하는 여행객 수가 4,900만명에 달할 것으

로 전망됐다. 전미자동차협회(AAA)는 추수

감사절 연휴 시즌인 11월 23~27일 비행기, 기

차, 버스, 승용차 등을 이용해 50마일 이상 여

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4,870만 명에 이를 것으

로 내다봤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보다 100

만 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5,000만명을 넘었던 

지난 2007년 이후 최고치이다. 

AAA는 여행객 증가원인에 대해 일부 주에

서의 임금 상승한 데다 전국적으로 소비지출

이 증가하는 등 올해 하반기 경기가 점차 회복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동인구 가운데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객

은 작년대비 약 2%가 상승한 4,350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으며, 비행기를 이용하는 여행

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가 증가한 

370만명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외국인 등록제' 부활시키려나
테러예방 이유…미국내 이슬람 24개국, 북한 출신

자동차 여행객 4,350만명…항공편 이용 370만명
추수감사절 4,870만명 대이동…10년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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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

장이 차움병원에서 여러 차례 줄기세포 치료

를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손석희 앵커는 “차움병원에서 줄기세포 치

료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박근혜 정

부에서 줄기세포 정책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

다는 거로 연결돼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

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현 정부의 실세 정치인인 김기

춘 전 비서실장이 차움병원을 처음 찾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세포치료를 받은 것으로 

JTBC는 확인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면역성 강화를 위해 6개

월 동안 줄기세포 관련 치료를 받았으며 진

료 기록상에는 김기춘 또는 KKC라는 이니

셜이 표기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줄기세포 치료는 제한적으로만 허용

되고 있다. JTBC는 “법적으로 논란도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차움병원 VIP는 아니었지만, 

청와대 고위직이라는 이유로 병원 VIP 중

에서도 가장 높은 대우를 받았다”고 보도했

다. 

차움병원은 2010년 설립 당시부터 올해 5월

까지 최순실이 비타민 주사 투약 등 각종 진

료 등을 받았던 곳이다. 이는 김기춘 전 비서

실장이 진료받았을 때와 겹치는 시기이다. 

이에 JTBC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였

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차움의 주요고객이

었다는 사실이 차움병원의 모그룹인 차병원

이 현 정부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도 

관련이 있을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JTBC, "차병원의 정부특혜 의혹과 연관" 보도

"김기춘, 차움병원 줄기세포 6개월 치료" 

▲ 김기춘 전 비서실장 차움병원 줄기세포 치료 (JTBC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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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작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한 네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작가는 ‘킹메이커’, ‘싸드’, ‘고구려’ 

등을 집필하고 오랫동안 박근혜 대

통령과 최태민의 관계를 추적해온 

인물이다. 

김진명 작가는 TV조선 ‘강적들’

에서 “진실은 모르지만 진실에 가

깝게 갈 수는 있다”며 “박 대통령

의 밀회설은 아주 잘못됐다. 그게 

맞다면 들키지 않기 위해 더 빨리 (

사고 현장에) 돌아 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7시간 후 나타나 ‘아이

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왜 발

견 못하냐’고 했다는 말의 뜻은, 대

통령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둥

둥 떠있는 걸 상상했다는 거다. 보

고도 제대로 못 받았다는 뜻”이라

고 풀이했다.

김 작가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

진 7시간에 대해 추측한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할 얼굴을 가졌을 때. 

두 번째는 정신이 없을 때, 즉 의식

이 없을 때. 세 번째는 세월호 아닌 

더한 사건이 터져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일 때이다. 그는 “잠을 잘 때던, 

프로포폴이던 의식이 없을 때 못 나

타나는 거다”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은 묵음처리가 됐다. 김 작

가는 “또 하나는 무엇으로부터도 

침범받고 싶지 않은 XX에 들어가

있을 때”라 말했다. XX를 설명하

는 자막은 ‘종교의식’으로 나왔다.

김 작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

민에 빙의당해 40년을 흘러왔다고 

봤을 때는, 일반인과의 일상과는 다

른 것을 지속적으로 해왔을 가능성

도 배제 못한다. 그런 걸 할 때는 정

신통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상의 

업무나 생활로부터 떨어져서 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목욕재계를 하

는 것이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김진명 작가는 “최고의 국가 재난 

시기에, 그 정보를 듣고도 대통령이 

거기에 관심이 없을 때”라고 파격 

발언으로 시선을 모았다. 김진명 작

가는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도 “세

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고) 뭘 했는지 대

략은 느껴진다”고 말해왔다.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진실은? 
베스트셀러 작가 김진명 "XX에 들어가있을 때" 충격 주장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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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47.사진) 전 청와대 부속비

서관의 휴대전화에는 없는 게 없다. 

“최 선생님(최순실 씨)에게 컨펌했

나요”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녹취록

에서부터 검찰 수사 대비 문건 사진

까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한 증

거들이 넘쳐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

정 전 비서관의 ‘꼼꼼한 성격’이 결

국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는 이

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그렇게 치밀

했던 사람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정

작 자신의 휴대전화를 ‘증거 인멸’하

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하다. 어느 설명도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정호성 

미스터리는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일단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는 

‘자동통화녹음’ 애플리케이션이 있

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자동통

화녹음 앱은 말 그대로 모든 전화 통

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

을 갖추고 있어, 따로 통화 녹음 버

튼을 누르지 않아도 된다. 박 대통령

의 모든 지시사항을 제대로 알아듣

고 기억해야 했던 정 전 비서관에게

는 이 앱이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

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자동으로 

통화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경

황이 없던 차에 본인이 녹음했다는 

사실을 잊었을 수도 있고, 우병우 민

정수석도 압수수색하지 못한 검찰이 

설마 자기까지 압수수색할 수 있겠

느냐는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녹음 파일뿐만 아니라 문서를 사진

으로 촬영한 것까지 나오면서 ‘의도

적인 증거 노출’이라는 이야기도 나

온다. 정 전 비서관 자신이 주범이 아

니라 ‘종범’에 불과하다는 것이 녹음 

파일이나 문서 등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

전화에서 나온 ‘검찰 수사 대비 문

건’에는 검찰 수사 전망 및 수사 대

응 방안, 청와대의 입장 등이 포함

돼 있다. 

심지어 ‘검찰 수사 시 휴대전화의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을 

주로 본다’는 문건의 내용은 증거인

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인데

도, 정작 이 문건을 촬영한 정 전 비

서관은 자신의 휴대전화는 없애지 

않았다. 

문고리 권력 정호성 휴대전화에 '박대통령 음성' 가득
수사 전 기록 삭제안한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미스테리
문서 사진 촬영한 것도 있어…'책임피할 의도'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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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0) 씨 자매가 대리 처방한 박

근혜 대통령의 비타민 주사제의 종류가 구체적으

로 드러나면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혹

도 커지고 있다. 

대리 처방된 비타민 주사제 가운데 태반주사 등

은 잘못 처방될 경우 호르몬 과다분비 등의 작용

이 흔하게 보고된다. 실제 박 대통령은 해외순방 

후에 심한 몸살을 겪는 것을 비롯해 평상 시에도 

만성피로 증세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러한 증상이 비정상적인 주사제 처방에 일부 원

인이 있지 않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청와대 의무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했고 혈액도 대리 검사한 것

에 비춰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부작용을 겪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대리 처방받은 것

으로 알려진 태반주사, 감초주사, 백옥주사 등은 

무분별하게 접종할 경우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

다. 이들 주사제는 피로해소 등에 좋은 것으로 알

려져 폭넓게 처방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효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히려 태반주사

는 인체 조직으로 만든 약물이라 호르몬 과다 등 

부작용 위험이 있으며, 백옥주사는 백반증과 저색

소증을 유발하고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에게 처방된 것으로 알려진 주사

제는 이러한 비타민제 등을 링거액에 섞은 혼합

영양주사로, 감염 우려가 있다. 최근 집단 C형간

염 사태를 발생시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동작

구 현대서울의원 등이 이러한 혼합 영양 주사제를 

대거 처방했던 곳이다. 특히 청와대 의무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김상만 원장이 비선 형태로 주사했다

면 감염관리에 더 취약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게 부작용이 있었다

면 비밀로 분류됐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도 확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몸의 어떤 아픈 곳이라도 산소와 영양분만 충분히 공급되면 어떠한 통증이나 
질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옛 어른들은 이를 기혈의 순행이라 부릅니다.”

   

젊었을 때는 여드름이 잘 생깁니다. 

특히 사춘기에는 더욱 심합니다. 양

방에서는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생긴

다고 정의하는 모양입니다. 여자들

에게 피임약을 처방한다고 환자들

이 말합니다. 남자애들은 얼굴에 신

경을 많이 써도 여드름을 짜서 피부

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대부분 

16살 이후가 되면 여드름이 사라집니

다. 사춘기에 생기는 여드름은 때가 

되면 사라지니 문제가 덜하지만 사

춘기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거나 나

이가들어도 여드름이 생기면 몸에서 

이상이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

습니다. 

여드름이 많이 나는 얼굴에는 위장

경이 지나가는데 위장에 열이 있어서 

생긴 것이 라면 당뇨가 생길 수 있다

는 경고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저에게 

여드름 치료를 받았던 여성이 전화를 

했습니다. 차트를 꺼내보니 일년 전

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삼개월에 한

번씩 침치료를 하면 좋다는 것은 제

가 교육을 해서 알지만 스테이트아일

랜드에 살고있어 오고가는 시간이 최

소 2시간 이상이 걸리니 저에게 오는

것이 쉽지가 않답니다. 

간호사인데 정말 일년동안 얼굴 피

부가 깨끗했는데 무슨일이 생겨서 포

도주 두병을 마셨더니 여드름이 났답

니다. 알콜은 열을 잘내는 성질을 갖

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

개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위장이 

열을 받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으

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화통화 후 실제로 얼굴을 보니 환

자가 말한 것처럼 심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몇번이나 침치료를 받아

야 하는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

을 받으면 정말 난처합니다. 제가 조

물주도 아닌데 어떻게 꼭 집어서 맞

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환자들

은 알고 싶어하십니다. 그래서 세번

정도를 추측하는데 더 걸릴 수도 있

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을 치료

를 받고서는 더 이상 또 오지를 않습

니다. 아마 좋아진 모양입니다. 그래

도 전화를 한번 쯤하여 많이 좋아져

서 고맙다거나 하면 제가 치료결과도 

알고 기분도 좋아질텐데 전화를 주시

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 드 름

'박대통령 만성피로' 영양주사 부작용?
태반주사, 호르몬 과다 등 유발 
혈액 대리 검사에 궁금증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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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60)씨가 지

난해 봄까지 신당을 찾아 수백만원을 주고 굿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무속인 A씨는 "예전에 최순

실이 가끔 찾아와서 내가 일(굿)을 해줬다. 주로 

금전 쪽의 기도를 해달라고 했다"며 최씨가 한 번

에 200~300만원짜리 굿을 한 사실을 밝혔다.  

그는 최씨에 대해 "매번 혼자 왔고 남편 얘기를 

꺼내지 않아 결혼을 못 한 줄로 알았다. 딸이 있

는 것도 몰랐다"며 "(최씨가) 작년까지 돈을 잘 

벌어 신이 나 있었다. 태도는 공손한 편이었다"

고 회상했다.  

또한 "최순실이 여기 한참 다니다가 작년 봄부터 

딱 끊었다. 다니다가 안 오고 또 다니다가 안 오고, 

절에 가기도 했던 것 같다. 열심히 다녔어야 했는

데"라고 덧붙였다. 

A씨는 굿과 관련해서 "초하룻날에 쌀을 한 번씩 

갖다 바치면 내가 기도를 해주고, 7만원을 더 내

면 초를 켜준다"며 "굿은 한 번에 150만원인데 음

식 차리고 법사 쓰고 하면 남는 게 없다"고 설명했

다. 다만 A씨는 항간에 떠도는 '최순실 무당설'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신내림을 받

은 무당이 아니었으며, 무속 신앙을 가지고 기도

와 굿을 청했을 뿐이라는 것. TV 뉴스를 통해 최

씨의 구속 사실을 알았다는 A씨는 "최순실이 돈

복을 많이 타고났고, 권력을 가지고 살 팔자"라면

서 "지금은 수가 많이 나쁘다. 올해 죽을 수를 넘

으려고 저런 일이 났다"고 풀이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와 함께 현 정부 국

정을 좌지우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문

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50.사진) 전 청

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CBS는 전.현직 경찰 관계자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말을 인용, 안 전 비서관이 경찰 고

위직 인사에 개입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A 경무관은 지난 2014년 

치안감 승진을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

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을 나갔던 B 총

경의 연락을 받았다. 당시 B 총경은 A 경무관

에게 “안봉근 비서관과 연

결되는지 알아봐 드릴까

요”라며 “경무관 이상 경

찰 인사는 안봉근이 다 한

다고 알고 있는데, 문고리

라고 들어보셨나요? 그중

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말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에는 C 치안감

이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

무수석에게 승진을 부탁

했지만 안 전 비서관이 이

를 반대했고, 이후 더 이상은 C 치안감의 승진

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개 

비서관 신분이었던 안 전 비서관이 정무수석

에게 경찰 인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신호를 줬

다는 것이다.

안 전 비서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를 주무른

다는 설은 경찰 내부에서도 공공연하게 돌았

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최근 경찰 내

부에서 승승장구한 인사 중 일부는 안봉근 전 

비서관의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비서관 안봉근, 고위 경찰인사 주물러"
전.현직 경찰, "일개 비서관 안봉근이 인사개입"
2년전 치안감 승진앞둔 간부, 총경의 연락받아

최순실에 굿 해준 무당 "올해 죽을 수 넘으려고 저런 일 났다"

최순실이 찾던 서울 근교 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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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무회의 의결, 야당의 특검 추천 및 대

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쯤 특검팀이 활

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어진 전체회의에서도 찬반으

로 맞섰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촛

불일 뿐 바람이 불면 꺼지게 돼 있다”고 말해 ‘촛

불 민심’ 폄훼 논란도 촉발했다. 본회의 표결에

서는 김진태.박명재.최경환 등 친박계를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특검법에 반대했고, 권 위

원장, 김태흠.박대출 의원 등 14명은 기권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했다.

특검법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

되면, 특검은 야당 추천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다음달 초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임명 

순간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모든 자료를 특검

에 넘겨야 한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청와대 

문건 유출부터 최순실씨 국정농단, 미르재단.K

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의혹이 총망라됐다. 박

근혜 대통령을 조사해야 명확히 규명될 의혹들

이 많다. 특검 수사를 통해 대통령 탄핵의 중요

한 근거인 위법 사항이 규명될 수 있다. 박 대통

령의 ‘세월호 7시간’도 수사 대상 가능성이 높

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 

수사에서 ‘세월호 7시간’이 연결될 것이란 전망

도 나온다. 

특검은 20일간의 준비를 거쳐 내년 3월까지 70

일간 수사를 벌일 수 있다. 방대한 의혹을 규명

하기엔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많다. 

특검 후보로는 검찰 출신 소병철.송찬엽.임수

빈 변호사, 법원 출신 이광범 변호사 등이 거론

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쫓겨나듯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맡겨주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고 밝혔지만 야당에선 중립성 우려 등으로 부정

적인 입장이다.

‘풍문쇼’가 ‘최순실 연예인 인맥’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

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선 ‘최순실 게이

트’에 연루된 ‘연예인’ 등에 대해 집중 토

론했다. 이날 한 패널은 “지드래곤, 박봄 등

이 마약관련 조사를 받았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마무리 됐

다. 이와 관련 힘을 빌어 그런 게 아니냐는 

추측과 장시호가 YG의 회사원으로서 취

직한 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 때문이

다”면서 “YG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싸

이 또한 개인적 친분이 없고 회오리 축구단 

멤버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에 공개입찰 없

이 YG가 참여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있

었던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다. 또 다

른 패널은 “YG가 융합벨트사업을 조성하

기 위한 땅을 사기 위해 360억 돈을 들여 샀

단 얘기다”면서 “지금은 1200억 가까이 올

랐다더라. 이미 그 땅을 산 것만으로 천억 

가까이 번 거다”고 말했다. 

사라진 '세월호 7시간' 수사 가능
'최순실 특검법' 국회 통과…70일간 수사

'최순실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정세균 국회의장

최순실 모른다는 YG…1000억원대 부동산 수익은?
채널 A, YG의 융합벨트사업 땅 매입 특혜논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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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한의원 

| 청일한의원의 한달내 치료 보장 
(12번의 침치료와 한달치 한약)
1. 아토피 2. 여드름 3. 고혈압 (위수치 
150이상은 20% 이상, 150이하는 120 또
는 그 이하로 내립니다)
한달내에 치료가 안 되면 두번째달은 무
료로 치료해 드립니다. 그래도 치료가 안 
되면 지불하신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718-228-1972
5/1/14-----------------------------------------------------------------june/3------------------1/15

치과 스케일링 $40 

| 무료 검사 & 스케일링 $40 
치과진료 : 잇몸치료, 크라운, 사랑니, 
급성치통, 틀니교정, 각종 틀니,신경치료 ,
충치치료.각종발치(월~토9:30~6PM )
136-08 38TH Ave. #303
(7번종점 1분) ☎ 718-939-1989
05/07-------------------------------------------NYF---------------------------------------------------o

| 임플란트 전문 A 플러스 치과
오피스 이전 기념 이벤트 (7/31/16까지)
무료: 엑스레이 포함 검진($60불 상당)
$200할인 : 치아 미백 $400 상당 
$100할인  : $1000불 예상 치료시 
예약 필수 **쿠폰 지참요(신문 광고 참조)
☎ 718-762-1700(164-10 노던)
05/07-------------------------------------------NYF---------------------------------------------------o

 틀니 전문 치과 

| 곽명순 치과 틀니전문 치과(무료 
상당환영) 틀니당일 수리 1시간내에 가능 
30년 경력 기공사와 의사 진료 과목: 임플
란트, 일반치과, 신경치료, 교정, 사랑니 
발치 ☎ 718-359-2519
142-10B#21루즈벨트 7번종점3분
05/07-------------------------------------------NYF---------------------------------------------------o

강좌·상담·세미나

| 꽃꽃이 수강 모집 (NY/NJ)
꽃꽃이 수강생모집(NY.NJ)
(사)한국 꽃문화 진흥협회
화예 원예 디자인 강사 
성전 꽃꽃이-절기용 꽃꽃이(12개월)
꽃집 창업반-꽃집 개업경영까지/창업실
무 정보및 상품 제작법, 플로리스트 자격
증반- 어런지멘트 식물심기 부케 테이블
장식 핸드타이드, 웨딩부케 전문과정-웨
딩부케 코사지등등, 꽃꽃이-초급에서 사
범까지, 실내조경 마스터과정 
영심 꽃 예술 중앙회 회장 김영심

☎ 718-506-4352
9/24/16--------------------------------------------YS---------------------------------------10/23/16

| 송뮤직 스튜디오 기타, 드럼, 실천 
속성 전문/기타(일렉,어쿠스틱,베이스)
드럼 다양한 연령층 지도, 풍부한 경험, 
완전 조보자 3개월 속성지도/고등학교 
콘서트 밴드 특별지도 /교회찬양단 특별
지도/60세 이상 시니어 걱정말고 전화주
세요./주7일 오픈 9am-10pm/플러싱 노
던 150가 ☎718-679-5002
☎718-427-3323
6/11/16----------------------------------------------------------------------------------------7/10/16

| 엘피스기타동호회 안내(10년차)
왕초보, 연장자 환영, 악보무료 제공,기
타 무료 대여. 단기간내에 같이 공연하
게 해 드림.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목
요일 오후3시,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10
시, 특별히 원하시는분, 아무때나 Ok,누
구든지 환영함, 동호회 한달 회비 $30
☎ 917-417-9240 
11/1/15----------------------------------------------------------------------------------------1/31/16

| 뉴욕 판소리 동호회 회원 모집
한국 전통 문화인 판소리와 민요를 좋아
하고, 배우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초보자 환영 합니다.
(*참고:장구, 북, 발림(무용), 가야금도 
배움) 민요, 판소리 지도 선생님 : 소 명
숙 명창(만정 김 소희, 박 초월 인간 문
화재 로 부터 사사 받음.)모임시간: 매주 
일요일 저녁 5시 모임.  
장소  : 158-14 Northern Blvd.
☎동호회 회장 917-670-0301 
10/15/12------------------------NY------------------------------------------------------------4/14/15

| 명윤희의 행복한 풍선 마을 
풍선 이벤트 : 돌잔치 결혼식 프로포즈 생
일파티 개업식 풍선교육: 취미반 비지니
스 반(초급,중급,고급) 선교 봉사반  
☎ 201-675-7955
08/31/12------------------------------------------------------------YS---------------------------O

| MBLEX(마사지 연방자격 라이센스 
시험)2주안에 공부 끝냅니다
버어지니아, 켈리포니아, 하와이 등 
타주 사시는분 연락 바랍니다
☎347-251-2440
-------------------------------------------------------------------------------------------------

| 사랑방 커뮤니티 센터
(사진/수채화교실)
사진 교실 초중고급 
매월 2-3회 야외 수업
수채화/한국화/유화교실
성인반, 아동반, 소묘교실 
☎718-684-9727
☎917-618-0051
04/22/14-------------------------NY----------------------------------------------------------------------------05/21/13

오바마 보험 / 메디케어 

| 2017년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
건강보험 전문 ‘조은 Agency’에서 도와 
드립니다. <메디케어>65세 이상
1.신청기간:  10/15/16 ~ 12/7/16
2.내용: 신규 가입(52년생) 및 플랜 변경
3.월보험료 $0, 주치의 방문 $0 Copay, 
No-Referral, 무료 운동 회원권, 침술, 
치과, 안경 및 OTC카드 혜택
** 현재 보유하신 플랜의 변경 상담
** 처방약 보조(Extra Help) 및 의료비 경
감(MSP) 신청
<오바마케어>65세 미만
1.신청기간:  11/1/16 ~ 1/31/17
2.내용: 신규 가입 및 플랜 갱신/변경
3.발효일:01/01/2017
** Essential 플랜: 소득에 따라 월보험료 
$20이하, $0 Deductible
**메디케이드 및 어린이 건강보험 신청 
162-23 Depot Rd. Ste #202 Flushing, NY 
11358 <조은보험> 
☎ 917-750-5424 (C) /718-886-5792 (O)
04/22/14-------------------------NY-----------------------------------------------------------------------------

무료카페

| 무료카페 & 문화교실 오픈
1. 정기적 다민족 공동체모임, 주일 오전 영어 

주일 학교 연령별 모임: 10AM-11AM  주일

오전 대 예배 (영어 예배): 11:15 AM-12:30 

PM -한국어, 중국어,스페인어 번역을 매주일 

제공함 2. 2016년 하반기 무료 성인 다민족 언

어 학습 교실- 무료 커피와 베이글 제공/ 교재

비 별도 개인 부담 

- 수강 기간: 9월 13일 (화)-12월 16일(금)까

지 3개월/수시, 등록 가능 화요일 수업,원어민 

영어 초/중급 회화 : 10:30 AM - 2:30 PM (

원어민 지도) 기초영어 문법&회화: 10:30 PM 

-12:00 PM 일본어 반:기초 회화 1:00-2:00 

PM(학생 모집 중 등록 요함) 

문의: 516-749-1744 (이재숙선교사)

주소: 45-11 149th St. Flushing, NY
04/22/14-------------------------NY----------------------------------------------------------------------------05/21/13

사회 보장 서비스

| 메디케이드, 스넵 신청 및 갱신(후
드) (본인 안감) - 후러싱 노인 아파트신

청 5월31일마감-뉴욕, 낫소, 써퍼., 용커

스, 메디케어비$121.80삭감,( 1인 $1337, 

2인 $1803), 약카드 기본료 면제, 일하

는 장애인 메디케이드 (1인 $2474, 2인 

$ 3338). 메디케어, 은퇴자금,아파트 등

은 본협회에서 신청. 렌트비/생활비 보조, 

에스에스아이, 장애인연금, 62세이상 노

인/62세 미만  장애인 렌트비 억제, 신분

없는이/수입많은이 병원카드, 응급실 병

원비 삭감, 장애인무료 직업알선및 배정, 

훈련, 장/단기 학교 등록금지원, 

영문서류 무료해독, 인턴쉽 및 자원봉사

자 수시모집 (노던 147가 던킨도넛츠뒤),

사무실 같이 쓰실 분,한미 장애인 재활협

회 낫쏘 노인 아파트 신청 8월 12일 마감

(회장 이명자) ☎718-445-3929
05/1/13-----------------------------------N.Y--------------------7-----------------------------04/30/15

| 평생 공짜 무료 보험, 세금환급. 
반가운 소식.영주권 없는 서류 미비자나 

여권 연장 안되는 분에게도 평생 무료 종합 

병원 카드혜택과 사진있는 신분용 은행카
드, 절호의 기회-65세 이상 반액 지하철 카
드, 영주권 있는 분, 무료 종합 병원카드는 
물론이고 생활보조비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시민권 신청, 시영 아파트 
(영주권 5년, 65세이상 SSI 수혜가능)
136-80 41Ave.2fl. 플러싱 NY 11355
☎ 646-339-6091천주교명 요한 김
☎ 917-326-0053 플러싱 노인회 
☎ 718-762-3515 뉴욕 한인 상조회 후원
2/1/15---------------------------------------------------------------------------------------------------------10/31/15

| 맞춤형 소셜서비스제공해드립니다
푸드스템프/렌트비및현금보조신청/은퇴연
금/장애자연금/저소득층노인생활비보조/노
인아파트및 62세이상노인렌트비고정
(장애인은나이와관계없음)/저소득층아파트/
메디케이드,메디케어월불입금면제/
신분없으신분들 병원보험혜택/통역,서류번
역 Coway제품구매및렌트상담환영합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반신사
우나, 무릎사우나 
문의: 남정현 ☎ 917-838-9975

게시판 BULLETIN BOARD

지역 사회 동정 |  사회 보장 서비스 | 건강 보험 | 일반 건강 | 강좌/상담/세미나 / 기독교 관련 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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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바다'와 같다. (바다에서) 

태풍이 불면 앞이 안 보이니 배는 일

단 멈춰야 한다. 잦아지면 배는 다시 

운항할 수 있다."이정현 새누리당 대

표는 최근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졌

다. '국민 우선주의'를 외쳐온 이 대표

에게 촛불집회로 타오른 민심과 그가 

추앙하는 국민이 과연 같은 존재인지

를 묻자 이 같은 답이 돌아왔다. 바다

는 국민, 배는 박근혜정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태풍은 때로 불어오다가 

잠잠해지고 하는 것"이라며 "태풍이 

부는데 뭔가 찾겠다고 하면 생명과 

재산을 (모두) 잃을 수 있다. 상식으

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풍은 때로 불어오다가 

잠잠해지고 하는 것"

 청와대를 위시한 여권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촛불정국에 당황하며 갈피조차 잡지 

못하던 당청이 '시간이 약'이라며 버

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때

론 노골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드러내

기도 한다. 

기점은 지난 16일이다. 박근혜 대통

령은 외교부 차관 인사에 이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며 법무부에 부산 엘시티 관련 수사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조만간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이란 얘기도 돈다. 국정 복귀 초읽

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두문불출하던 친박(친박근혜) 인사

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좌장 격인 최경환 의원은 친박 지도

부가 이끄는 연석회의에 참석, "주

류ㆍ비주류는 대화하라. (친박) 지

도부가 대안 없이 물러나는 건 무책

임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맏형 격

인 서청원 의원과 만나 최순실 사태

로 불거진 촛불정국 대처 방안을 논

의하기도 했다. 친박 지도부는 "박 대

통령의 하야는 없다"면서 "필요하면 

'탄핵'을 하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물밑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다. 친박

이 주축이 된 초ㆍ재선 의원들이 빈

번하게 접촉하며 주류ㆍ비주류로 나

뉜 여당 지도부를 압박 중이다. 급박

한 상황이 빚어지면 당권을 놓고 친

박 전위대로 돌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와 친박 지도부가 마치 손발

을 맞춘 듯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촛

불정국은 다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블랙홀에 빠진 셈이다. '소 귀

에 경 읽기'식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혼돈 정국이 이

어질 것이란 예상까지 나온다. 한 여

당 의원은 "당내 여론조사에서 당원

들의 친박 지도부에 대한 지지가 과

반을 넘긴 것으로 안다"면서 "친박 지

도부가 조기 전대 카드를 내밀고 배

짱을 부리는 이유"라고 귀띔했다. 

◆"야당과 비주류 탓…장외투쟁은

 초헌법적 여론몰이.인민재판"

고개를 숙였던 친박 지도부는 완전

히 기운을 회복한 모양새다. 17일 오

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의에선 비박(비박근혜) 지도부를 이

끌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비주류 잠룡들에게 "

차라리 나가라"며 십자포화가 쏟아

졌다. 비주류측의 비상시국위원회 구

성이 명백한 해당행위라는 이유에서

다.  

아울러 친박 지도부는 대통령 퇴진

을 위한 장외투쟁을 주도하는 더불어

민주당 전.현직 대표를 싸잡아 매도

했다. 문재인.추미애 전.현 대표를 겨

냥해 "배후에 좌파단체가 의심된다"

며 색깔론을 덧씌웠다. 일부는 문 전 

대표의 박 대통령 퇴진운동에 대해 "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부메랑

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정현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이 초헌법적 여론몰이와 장외투쟁으

로 박 대통령에 대한 인민재판을 시

도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또 비주류

를 향해선 "지금부터 오는 당내 혼란

은 비주류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정홍원 전 총리는 "진실 규명도 되기 

전에 박 대통에게 무한 책임을 지라

는 요구는 일시적 분풀이이며 마녀사

냥"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실체적 증

거보다 추측과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냉정을 되찾고 검찰 수사 결

과를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는 선(先) 검찰수사, 후

(後) 책임론을 주장하는 여권의 전형

적 프레임이다. '우병우 사단'으로 불

리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겠

다는 촛불민심과는 괴리된다. 

"국민은 바다, 정권은 배…태풍 잦아들면 다시 운항"

  

이정현 대표 등 여권내 친박, 청와대 "시간은 우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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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의혹과 문 전 대표의 연루

설에 대해 “지금은 저열한 음모와 협잡으로 

거대한 민심의 파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국

면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문재인 대표측은 “엘시티 비리 의혹, 지위고

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할 

얘기”라며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무슨 염치

로 그 얘기를 하는지 헛웃음만 나온다”라고 

꼬집었다. 또 “야권 일각을 겨냥해 연루 의혹

을 제기한 흑색선전이 SNS를 통해 조직적으

로 전국에 도는 걸 보면 저들이 급하긴 급한 

것 같다”며 “이제 기댈 데가 이런 것밖에 없는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문 대표측은 “당당하게 거듭 요구한다”며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든, 엘시티 게이트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엄벌해야 한다. 그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조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 “나라와 보수 진영을 망치지 말

라”며 ‘친박(친박근혜)오적’을 지목해 정계 은

퇴를 촉구하면서 새누리당 해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행동본부 등 500여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이정현.최경환.서청원.홍문종.조원진 등 

친박오적은 즉각 정계를 은퇴하라”며 “여당으

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새누리당도 당장 해

체하라”고 요구했다. 

회견을 주도한 국민행동본부와 범사련은 대

표적인 강경 보수 단체다.

"나의 엘시티 연루설, 저열한 음모"
문재인 대표, "청와대 무슨 염치로.."

"이정현 등 친박 5적 정계 은퇴해야"
국민행동본부 등 500개 보수단체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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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박근

혜 스캔들’이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

통령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낸 ‘워터게

이트’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라고 진단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

련한 의혹 사건들은 부패와 뇌물, 횡

령, 직권남용과 같은 ‘한국병’이 여전

히 고치기 어려운 문제임을 보여준다

고 전했다. 한국병은 김영삼 전 대통

령이 앞선 군사정권의 부정부패를 두

고 한 말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스캔들을 ‘박

근혜 스캔들’로 규정하며 상세히 그 

내용을 보도했다. 아무런 공직 경험도 

없으면서 단지 종교적 숭배와 관련있

는 최순실이 대통령과의 40년 친분을 

이유로 국가 기밀 정보를 받아보고 대

기업들로부터 7000만달러의 돈을 모

아 이들 대부분을 착복하려했으며 그

의 딸을 명문대에 입학시키는 과정에

서도 부정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대기업 관

계자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았으

며 “특히 삼성의 경우, 주력 상품이었

던 휴대폰 갤럭시 노트 7의 단종으로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 스캔들로 

걱정거리가 더 늘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한국문제 전

문가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워싱턴포

스트에 “기밀 문서, 재단, 대학 등 이

번 스캔들은 현재 진행 중인 법률 위

반의 모든 범위를 보여준다”며 “이는 

워터게이트보다 더 큰 스캔들”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1차장과 대통령 국가안

보보좌관 등을 지낸 라종일 가천대 석

좌교수도 ‘워터게이트’를 언급하며 “

이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닉슨이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이 물러

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림자 대통

령’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

노를 가라앉히려는 박 대통령의 시도

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에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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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스캔들, 워터게이트보다 심각"
워싱턴포스트 "대통령 퇴진 가능성 70%"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차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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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풍기,에어컨 겸용 최신기계 판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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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수산식품의 올해 미국 수출

액이 총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

인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0월 말까지 한

국 농수산식품 수입액은 모두 7억

8572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4%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10억 달러 에 다달을 것

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입이 가장 크게 늘어난 농수

산식품은 배 소스 비스킷 김치 라면 

등이다. 이들 제품들은 모두 올해 수

입액이 1000만 달러를 넘어서는 데

다 10월까지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액보다 20% 이상 많았다.

특히 한국산 배는 한인시장은 물론 

중국 시장을 포함한 주류 시장에서

도 다양한 판촉행사를 통해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한국에서 수입한 제품 중 단일 제품

으로 수입액이 가장 많은 것은 담배

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담배 수입 액은 총 8492만 달러에 달했다. 

뉴저지 잉글우드 클립스 시의원으로 출마한 

엘렌 박(사진.민주) 후보가 우편투표 개표 결

과 2위를 기록, 당선이 확정됐.

잉글우드 클립스 시의원 선거 우편투표 개표 

결과 엘렌 박씨는 1,285표로 중국계 윌리엄(공

화, 1,301표) 후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득표

수를 얻었다.

잉글우드 클립스 시의원은 총 6명 중 엘렌 박 

당선자와 글로리아 오(민주) 시의원과 박명근(

공화) 의원을 포함 총 3명으로 늘어났다.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회

장 전상복)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미충효회 사무실

에서 ‘사랑의 터키 전달식’

을 갖고 뉴욕 일원 한인사

회 불우이웃들에게 나눔의 

사랑을 실천했다. 

한국일보 특별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사랑의 

터키 전달식에는 뉴욕 지역 

한인 봉사단체 13곳에 터키 

100마리와 쌀 100포대를 전

달했다. 

재단 측은 이날 앞서 퀸즈 

롱아일랜드시티 소재 홈리

스 구호단체 ‘시티 하베스

트’를 찾아 터키 4,800파운

드를 기증했다. 이달 초부

터 뉴욕.뉴저지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제30회 사랑의 

터키.쌀 보내기 운동’을 펼

치며 가두 모금행사‘를 실

시해온 사랑의 터키 한미재

단은 760마리의 터키와 쌀 

450포대를 마련했다. 

한미재단은 1차로 뉴저지 

잉글우드 소재 세인트폴 교

회에서 사랑의 터키 전달식

을 열고 뉴저지 일원 봉사

단체 25곳에 터키 5,000파

운드를 전달했다. 

재단에 후원을 원하는 기

부자는 현금이나 은행수

표(Payable to: FTKAF 

Corp.)를 우편(469-B 4th 

St.. Palisades Park, NJ 

07650)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201-592-6872 

터키와 쌀, NJ 25개, NY 13개 단체 전달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 주관…한국일보 특별후원

엘렌 박 후보, 우편투표 개표결과 2위 당선
잉글우드클립스 시의원 6명 중 한인이 3명 차지

브릿지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법정 

출두가 내년 1월로 연기됐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10월 

티넥의 전직 소방관인 빌 브레

넌이 주지사가 조시 워싱턴 브

릿지의 일부 차선에 대한 폐쇄 

조치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소송을 당

했었다. ‘브릿지 게이트’는 크리

스티 주지사 측이 그의 재선을 

지지하지 않은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을 곤경에 처하게 하기 위

해 2013년 9월 뉴욕과 포트리를 

연결하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의 

일부 차선을 막아 교통 체증을 

유발했다는 의혹이다.

10월까지 7.8억불, 11% 상승…연말까지 10억불 

한국 농수산품 미국수출 '10억불' 

맨해튼 푸드쇼에서 한국음식을 시식하는 미국인들

퀸즈 시티하베스트측에 터키를 전달하고 있는 사랑의 터키재단 관계자들 크리스티 NJ주지사 법정 출두 1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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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계엄령을 언급했다. 추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계엄

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

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

고 비난했다.

대통령이 끝까지 퇴진 요구에 버티

기를 하고 적반하장으로 여론을 자극

해 이에 격분한 시민들이 거리에 나오

면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나서 계엄

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대표는 "청와대에 앉아서 인사권

을 행사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엘

시티 수사를 지시하고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하수인을 시켜서 촛불 민

심을 인민재판이라고 하느니 마녀사

냥이라고 하느니 공격하고 있다"고 지

적했다. 

추 대표는 특히 "박사모를 시켜서 물

리적 충돌을 준비하고 시간끌며 지지

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

들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1000만명 아니 

3000만명이 촛불들 때까지 평화집회

를 할 것"이라며 "우리는 평화집회 준

법 투쟁을 통해 정권의 불법과 맞서 

싸울 것이다. 선으로 악을 물리치겠

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폭력 준비하는 박사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특정인을 테

러한다는 이 집단의 폭력 예비음모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박사모는 오는 19일 예정된 박
근혜 퇴진 집회에  7만 회원 총동원령

을 내려 맞불 집회를 하겠다고 선언

해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

황이다.

화 이후 30년만에 최대 규모의 박근혜 정권 퇴

진 시위가 벌어졌다는 사실도 전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박 대통령이 내년 12월 

열리는 대선까지 자리를 어떻게든 유지할 것이

라고 예상했지만 수주째 대규모 퇴진 시위가 

이어지면서 박 대통령이 강제로 자리에서 물러

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정치적 위기를 평가하는 컨

설팅업체 유라시아 그룹이 현재 박대통령의 퇴

진 가능성을 70%로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에 만연한 부패는 박정희 시대 

국가주도 산업화의 한 결과라고 봤다. 이 신문

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이 과거 산업화 시절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대

기업들을 지원했고, 당시 만들어진 정부와 기

업간의 관계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 강하게 남

아있다”고 봤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이 신

문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는 이런 아버지로부

터 ‘재계-정권의 동맹’을 학습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시계는 1970년대에 머물러있다”고 말

했다. 신문은 공과 사의 경계가 불분명한 공동

체 문화도 부패의 한 원인으로 봤다. 이와 관련

해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공동체를 매우 중시하는 사회로 공적인 

일에 우정이 관여할 수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는 

‘호의’(favor)라는 개념보다 더 강한 의무와 기

대가 녹아있는 ‘부탁’(butak)이라는 단어가 있

다”며 “이런 개념 때문에 개인적 친분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렵

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검찰 출신의 우

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방

기하고 검찰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

졌다며 ‘정치 검찰’의 문제도 지적했다. 검찰 출

신이 청와대 등 정계와 대기업에 진출해 그들

과 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전했다. 

[B1면 기사 계속]

"박근혜 스캔들, 워터게이트보다 심각"

호보큰 열차 사고 기관사, 수면무호흡증 앓아 한국 '삶의 질' 중국보다 낮은 47위 
작년보다 7단계나 하락…1위는 스위스

지난 9월 발생한 뉴저지트랜짓 호보큰역 사고 당시, 열차 

운행을 담당한 기관사가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던 걸로 

드러났다. 수면무호흡증은 과거에도 뉴욕일원 열차 사고

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또한 수사를 맡은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현재 

수면무호흡증과 사고 사이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실제로 기관사 갤러거는 사고 당시 호보큰역에 진입할 때 

열차 속도를 줄였으며, 충돌 당시 정확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조사 결과 열차는 제한속도인 

10마일보다 두 배 가량 빠른 속도로 플랫폼에 돌진했다.

수면무호흡증은 대표적인 수면장애로, 심한 코골이나 밤

에 깊이 잠들지 못할 경우,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경우 의심해볼 수 있다. 낮에도 갑자기 잠이 드는 기

면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난 2013년, 한인 안기숙 씨 등 네 명이 사망한 메트로 

노스 기차 탈선 사고에서도, 기관사의 수면무호흡증이 주

요 원인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한국의 삶의 질이 지난해보다 7

단계 하락한 세계 47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연구개

발이나 과학기술 발전 분야는 세

계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사회.노

동.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는 여전

히 하위권에 머물러 대비를 이뤘다

고 밝혔다.

한국의 삶의 질 지수(2016년)는 

4.95점(10점 만점)으로 세계 47위

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8.26점.18

위)이나 일본(8.11점.20위)은 물론 

중국(5.26점.45위)보다도 낮은 순

위다. 1위는 스위스(9.83점)였다.

한국의 삶의 질 지수가 이와 같

이 낮게 나타난 데는 저성장과 높

은 노동강도, 실업률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3위, 실업률은 3.6%

로 14위를 기록한 반면 경제성장률

은 2.6%로 104위에 머물렀다.

국가이미지(2016년)는 16위로 전

년 대비 1단계 하락했으며, 국제경

쟁력은 29위로 4단계 하락, 투명성

지수는 43위로 3단계 하락했다.

"청와대 계엄령 준비" 충격 발언, 사실일까
추미애, "무지막지한 대통령, 폭력준비하는 박사모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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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덩이처럼 짙은 눈썹 때문에 왕따

를 당했던 10대 여성이 세계적인 모델 

에이전시인 ‘넥스트 모델스’와 전속 

계약을 체결해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

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여고생 나

탈리아 카스텔라 칼바니(17.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어린시절부터 짙은 눈썹으로 심각한 

따돌림을 당했다는 나탈리아. 그가 세

계적인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

하게 된 데는 사진작가인 언니 비앙카

의 공이 컸다.

비앙카가 나탈리아의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했고, 해당 사진

에 관심을 보인 누리꾼들이 ‘팔로우’ 

신청을 하면서 그의 사진이 온라인에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인스타그램 팔로워 약 54만9000

명을 보유하고 있는 나탈리아는 그렇

게 ‘넥스트 모델스’의 러브콜까지 받

으며 정식 모델로 활동할 수 있는 기

회를 잡았다.

나탈리는 최근 미국 매거진 ‘W’와의 

인터뷰를 통해 ‘넥스트 모델스’ 소속 

모델이 된 소감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나는 길고 짙은 눈썹 때

문에 오랫동안 왕따를 당했다. 그래

서 눈썹을 다 밀어버리고 싶다는 생

각을 한 적이 있다”고 힘든 시절에 대

해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은 내 눈썹이 

요즘 유행에 맞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내 눈썹 그대

로를 사랑한다. 

다른 모델들과 나를 차별화시켜주

는 부분이기도 하다”며 “지금은 이것

이 나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내가 

이 소중함을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릴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든다”

고 말했다.

올해 지중해를 건너다 숨진 난민 수가 5천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가 발표한 통계에 따

르면 최근 사흘간 지중해에서 숨진 365명

을 포함해 올해에만 4천621명이 숨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 명 가량 많

은 수다. 올해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 그

리스, 키프로스, 스페인 등에 도착한 난민 

수는 34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3

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희생자는 훨

씬 늘었다. 유입되는 난민 수는 줄었지만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리비아 해안에

서 난민 브로커들이 세력을 형성하며 '난

민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유엔

의 분석이다. 이들은 1인당 수천 유로를 받

고 구조 장비도 없는 작은 고무보트에 적

정 인원을 초과하는 난민을 태워 바다로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바이에서 두 명의 남성에게 강간

을 당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더니 

오히려 ‘혼전(婚前) 성관계’를 맺었다

며, 교도소에 가게 될 황당한 상황에 

부닥쳤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영국의 한 여성은 지난 10월 두바이

로 5일간 휴가를 떠났다. 홀로 관광을 

하던 여성은 두바이 유명 관광지인 주

메이라 해변에서 같은 영국에서 온 남

성 두 명을 만났다. 얘기를 나누며 친

해져 여성이 경계심을 푼 사이, 남성

들은 그녀를 자신이 묵는 호텔방으로 

끌고가 성폭행했으며 이를 영상으로 

촬영했다.

두 남성은 성폭행을 저지른 지 몇 시

간 후에 곧바로 영국으로 돌아갔고, 

이들에게서 벗어나게 된 여성은 경찰

을 찾아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

다. 그러나 여성의 얘기를 들은 경찰

은 두바이를 떠난 범인들을 추적하기

는 커녕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성관계

를 가졌다”며 오히려 피해 여성에게 

벌금 11만 디르함(약 3540만원)을 부

과했다. 그리고 벌금 미납시, 투옥된

다고 통보했다. 물론 이 피해여성이 

벌금을 내거나 감옥을 가는 ‘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두바이를 떠날 수 없

도록 출국금지명령을 내렸다. 두바이

는 성관계에 대한 엄격한 법률로 유

명한데, 미혼 상태에서 성관계하는 

것은 불법이다. 문제는 이 ‘혼전 성

관계 금지법’이 성폭행 피해와 같이 

타의에 의한 성관계에도 적용된다는 

점. 2010년에도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여성이 이 법을 어겼다며 벌금을 물었

던 사례가 있다. 한편, 여성은 현재 여

권을 경찰에게 뺏긴 채 두바이에 억

류돼 있다. 

'숯검정 눈썹'이 오히려 매력…유명 모델사와 계약 

눈썹때문에…왕따 여고생의 '인생역전'

올해 지중해 난민 사망 4,621명…역대 최다
유럽 난민 수는 난민 브로커 활개로 희생 증가

두바이서 성폭행 당한 영국여성, 3500만원 벌금
해변가서 강제로 끌려가…'혼전 성관계도 법 위반

두바이 해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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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룸메이트 

플러싱  194st. 40av
교통편리 (LIRR , 노던)
가구완비. 취사가능
$650 (유틸포함)
☎718-888-9022
11/19/16------------------------------------------------------------12/18/16

144-37Ave 환하고 큰독방 
남자룸메이트 구함 $600 
금연자 환연, 젊은 직장인 환영 교
통편리(21일부터 입주가능) 와이
파이,냉장고, 책상 에어컨완비 
☎347-924-5625
11/19/16------------------------------------------------------------12/18/16

노던 167가 큰독방 $700 다락방 
$400 옷장 가구,인터넷 완비, 유
틸리티 포함,가족같이 살분 하숙
도 가능 $500 ☎646-250-7797
☎718-607-6675
11/12/16-------------------------------------------------------------12/11/16

플러싱 141-26 34ave 
해가 잘드는 큰방 $700
(유틸포함) 여자분 구함 
☎646-402-9805
☎646-263-4115 
11/15/16------------------------------------------------------------12/14/16

베이사이드 211-15 47ave
조용하고 깨끗한 2층 큰방 
$750(즉시입주가능)
가구완비,교통편리,노던 5분
거리 버스 12,27,13번
☎646-712-4061

11/15/16------------------------------------------------------------12/14/16

플러싱 43-16 157St 
베란다 있는 큰방 $700,
작은방 $600 (유틸포함)
☎917-732-3184
11/15/16------------------------------------------------------------12/14/16

플러싱 149가 한양슈퍼근처
화장실딸린 큰방 에어컨,힛팅,
인터넷됨,마루바닥 $700(유틸
포함)(3시이후전화주세요)
☎646-301-7017
11/12/16------------------------------------------------------------12/11/16

플러싱 172st 46Ave 
큰독방 금연금주자(직장인)
☎718-577-8777
11/12/16------------------------------------------------------------12/11/16

플러싱 43-16 157St 
베란다 있는 큰방 
☎917-732-3184
10/15/16-------------------------------------------------------------11/14/16

베이사이드 비원식당 뒷쪽 
스프링필드 Blvd 64Ave
새로 꾸민 깨끗한 방 동쪽 밝은
방 $725, 천창 밝은 방 $625,
화장실 딸린 방 $925
☎917-942-9994
10/15/16------------------------------------------------------------11/14/16

플러싱 157St 43Ave
인터넷 유틸포함 $700
직장인,학생환영 (남자분)
11월~3월말 동안 지내실분
☎917-943-7799
11/8//16-------------------------------------------------------------12/7/16

플러싱 키세나 고급아파트 식구
없음, 깨끗,교통편리 남녀 직장인
오래계실분, 전기세포함 $650
(+디파짓) (즉시 입주 )
☎929-278-8280
10/18/16-------------------------------------------------------------11/17/16

플러싱 163가 45ave 코너 
APT 1BR 여자 룸메이트 
전기세 유틸포함 $600
☎917-232-4313 
10/25/16-------------------------------------------------------------11/24/16

룸메이트구함. 큰방있음. 
침대, 옷장, 냉장고있음
149가 낙원잔치집 뒤.
☎917-714-5533
10/25/16-------------------------------------------------------------11/24/16

플러싱 구화식품근처 
가구완비 독방, 유틸포함 
금연금주, 직장여성원함
$700, $750
☎917-822-2181
10/25/16-------------------------------------------------------------11/24/16

롱아일랜드 기차역 걸어서 5분. 
그레잇넥 지역. 룸 렌트 하실 분,
직장인 여성 또는 여학생 
(음성으로 메세지 남겨주세요) 
☎516-331-2905
1/23/16------------------------------------------------------------7/22/16

교통좋고, 동네 좋은 고급APT
24시간 도어맨, 큰독방 맨하탄 
45분,가구완비,$800 직장여성원
함 유틸$30,(식사 원할시 다 포함
해서 $1000) ☎917-502-1008 
9/17/16--------------------------------------------------------------10/16/16

롱아일랜드지역 좋은학군, 화장
실딸린 큰방, 넓은거실,직장여성
이나, 여학생 원함 산책하기 좋은 
조용한 곳 ☎917-254-9898
12/8/15-------------------------------------------------------------------

하숙 & 홈스테이

NY세레니티 164가 플러싱
커플룸 1인$60 2인 $70,중간방1인
$50,2인$60,샤워장 있는 큰방 1인 
$80(2박이상 $70),2인 $90(2박이상 
$80),싱글룸 1인$45 월 $900 쉐어
룸 1인 $30,3박이상 $25,15일이상 
$20,1인월 $600 케이블TV,인터넷,
파킹 카톡:Serenity2015
☎718-813-1803 
☎718-359-2636(24시간)
11/24/15----------------------------------------------------12/31/16-4/23/16

뉴저지 홈스테이
안전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홈스테이 
할 초.중.고 학생 및 유학생 구합니다. 
☎201-562-0522
9/13/16--------------------------------------------------------6m--3/12/17

161가 플러싱 최고 퀄리지 럭
셔리 하우스 민박 장단기 룸메이
트 환영, 버스 1분 거리 롱아일랜드 
기차역 도보 3분 쾌적한 실내환경과  
조용한 동네 ☎ 718-772-8400
----------------------------------------NY------------------------10/15/16

플러싱 7번 전철 종점  
큰방,작은방,화장실 딸린 큰독방 
렌트, 각각 렌트가능,장기 환영 
☎ 917-617-6265

5/1/16--------------------------------------------------------------10/31/16

우정하숙 노던 149가 35Av.
유학생/주재원/여행객 환영.장단기. 
룸메이트. 생활 환경 요지. 
7번 전철,Q15,13,28 버스 1분거리, 
샤워장있는 독방있음. 파킹장있음 
☎718-672-4778
☎917-518-0655
6/11/16-----------------------------------------------------------12/10/16

L. I 싸이오셋 지역 학군 좋고. 조용
하며 화장실 딸린 큰독방, 거실 크
고 깨끗한곳,여학생이나 직장여성. 
☎516-510-5229
06/12/15----------------------------------------------------------12/11/

공간·가게 ·사무실 렌트 

브롱스 가까운 용커스(안전한지
역) 18년된 위치좋은 가게 건강상 
렌트 서브리스 매매가능 
장사자신 있는분,1500SF 
렌트 3천불, 지하실 있음(디자인
많음) ☎718-320-1212 
☎718-902-5858
10/25/16-------------------------------------------------------------11/24/16

플러싱 162가 슈빌리지 2층 
사무실 렌트 $1000 
☎917-292-8853
-----------------------------------------------------------------------

플러싱 지역 스페이스 렌트 
1.예배공간 쓰실 교회 환영
2.사무실 공간 쓰실 분
☎917-415-6995
6/11/16-----------------------------------------------------------12/10/16

건축&부동산 CONSTRUCTION
Real eSTaTe

유니온상가

347-552-0040

미용실파트 전체

렌트 하실 분

주인은 스킨만 함

브롱스 렌트/매매 

718-320-1212

브롱스 가까운 용커스(안전한

지역) 18년된 위치좋은 가게 

건강상,렌트 서브리스 매매가

능,장사자신 있는분,1500SF 

렌트 3천불, 지하실 있음

유니온 한아름

347-400-3372(부)

넓은 주차장 완비
상가 분할 렌트합니다 

(~ 1700 sqft )지하사용 
가능( 2800 sqft) 즉시 
입주 가능. 혜 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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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지포인트 26/129St 최고급오
피스빌딩 1200SF 렌트 $2100 
☎917-939-3940(부)
--------------------------------------------------------------------

유니온 한아름 근처/ 넓은 주차장 완
비한 가게 ( 아주 아주 좋은 위치 )
800~1000 Sqft 의 가게자리 서브
리스 합니다. 바로 입주 가능.1700 
Sqft 사용도 가능합니다. 지하 사용
가능/단 식당은 불가, 빨리 연락 주세
요.☎347-400-3372 혜원고(부)
----------------------------------------------------------------------

노던 선상 웨어하우스 렌트 
3000SQ 높은천장 
☎917-699-8525(부)
3/12/16--------------------------------------------------------------4/11/16

미용실 파트 전체 랜트하실 분
주인스킨만함. 유니온 st. 
☎347-552-0040
121915-------------------------------------------------------------011815

구합니다: 플러싱 지역에 차고
나 가라지 렌트 놓으실 분 연락 
주세요 $500~$1000
☎ 917-903-7942
----------------------------------------------------------------------

뉴저지 팰팍: 브로드에비뉴 상

가렌트:1층: 1100sf+500sf 지하: 
$5000 (Inc.Tax), 2층: 1100sf: 
$4000(Inc. Tax), 맛사지허가, 각
종 비지니스 가능
☎917-292-1818 케일라(부)
--------------------------------------------------------------------

플러싱 루즈벨트 지하철입구, 
Fast Food 적합: $7700/월
☎917-292-1818 케일라(부)
--------------------------------------------------------------------

플러싱 유니온근처, 지하, 
1000sf: $1100
☎917-292-1818 케일라(부)
--------------------------------------------------------------------

플러싱 먹자골목근처 1츨, 
1500sf, 파킹 10대, 10년리스가
능, 커피점, 식당 등등 가능, $1만3
천☎917-292-1818 케일라(부)
--------------------------------------------------------------------

먹자골목 코너 상가, 1000sf, 
$4300/월
☎917-292-1818 케일라(부)
--------------------------------------------------------------------

Corona 상가 1층, 1200sf, 노던 
선상, 렌트: $4000/월
☎917-292-1818 케일라(부)
--------------------------------------------------------------------

퀸즈/뉴욕 렌트

써니사이드아파트3Bed 2Bath46
가 43Ave. 4층나무히팅과온수전
철1블럭 $260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써니사이드아파트2Bed 42가
41Ave. 3층나무전철역$200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서니사이드 1BR $1775
전부 수리된 최상의 상태
힛,핫워러 포함 40가 7트레인 1분거
리,빌딩안 세탁기 있음,룸메이트하기 
좋은 구조, 학생도 환영
☎718-578-0936(부)다니엘 방 
7/16/16-----------------------------------------------------------8/15/16

글렌코브3Bed 2층 나무히팅과 온수
기차역 드라이브웨이둿마당
$250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오클랜드 가든 59 에브뉴/ 크고 
깨끗한 3베드 2베쓰집 $2500/2층/ 
파킹 포함/ 세탁시설 완비
☎347-400-3372  혜원고(부)
----------------------------------------------------------------------

브루클린 렌트

부르클린  에브뉴  S 1층 2침실 
전기 빼고 모두 포함 $1,400 
Q/B 전철 , 상가 /마켓  근접 
☎646-239-8327테레사 정(부) 
------------------------------------------------------------------2/24/16

와잇스톤 렌트

와잇스톤 23 146가 3베드 2욕 
별도 2500 ☎718-737-2677
☎646-662-1076사라(진선미 부))
--------------------------------------------------------------------

와잇스톤 23 154가 2층 2베드 
모두포함 $1600
☎718-737-2677
☎646-662-1076사라(진선미 부))
--------------------------------------------------------------------

와잇스톤 23/150st 완전수리된 
2BR $1900 
☎917-939-3940(부)
--------------------------------------------------------------------

와잇스톤 23/150St 완전수리한 
새주택 2BR 마루 $1950  
☎917-939-3940(부)
--------------------------------------------------------------------

와잇스톤 20/파슨 깨끗한 엘리베
이터빌딩 발코니마루힛포함 $1500 
☎ 917-939-3940(부)
04/01-----------------------------------1----Y---------------------09/31/1

와잇스톤 창문많고 밝은 반지하 
스튜디오 출입구 따로 파킹장많
고 교통편리 유틸포함 $1000 
식구없는 1인원함 
☎646-387-4723
6/28/16---------------------------------------------------------7/27/16

2베드2베쓰 157가/22Ave 
큰발코니 주차가능 모두포함 
$2200☎718-926-2030(부)
--------------------------------------------------------------------

2베드 새집 반지하 149가/19Ave 
모두포함 $1400
☎718-926-2030(부)
--------------------------------------------------------------------

1베드 145가/21Ave 700SF 
힛/가스포함 $1450
☎718-926-2030(부)
--------------------------------------------------------------------

3베드1.5베쓰 145가/윌렛포인
트  가라지+주차 $2600
☎718-926-2030(부)
--------------------------------------------------------------------

와잇스톤3Bed 2Bath파슨과
20Ave. 1층나무주차1대$240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와잇스톤2Bed 154가10Ave.
1층나무히팅과온수$230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와잇스톤2Bed 2Bath 157가
22Ave. 2층나무전부포함$220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와잇스톤새집2Bed 150가
25Ave. 바닥타일전부포함$135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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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지포인트  렌트

  벨블러바드  선상 노던 근처 미니슈퍼마켓 매매 
 상세한 인포 전화 문의 요망

 $32만 
상세 내용 전회 문의 요망

미니 슈퍼마켓  매매 롱아일랜드 세탁소 매매 

업스테잇 땅매매

917-436-6944(부)

캣스킬 좋은위치 8에이

커 농장이나 써머캠핑장

등 사용가,매매가 $7만5

천 내고가능(데보라)

전원주택 매매

919-554-4513 최 

Wake Forest, NC 5BR 
3.5Bath,Sun & Dinning 
Room, 차고3,총3,100sf 
1/2acre,2004년 건축.

침대, 부엌용품등 제반가
구 포함,우수학군 ☆몸

만 오시면 됩니다.매매가 
$425,000(주인직접)
vrup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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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지포인트말바콘도 2Bed 
132가11Ave. 스파케슬근처
1층나무주차1대발코니$170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칼리지포인트2Bed 125가
23Ave. 1층타일깨끗하고넓음
$170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칼리지포인트3Bed 2Bath 128가
23Ave.2층나무주차편리
조용한곳$230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칼리지포인트2Bed 121가 20Ave.
전부포함$95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프레쉬 메도우  렌트

후레쉬메도우 58/183St 3BR 
2Bath 가라지/드라이브웨이 세탁시
설가능 $2500
☎917-939-3940(부)
-----------------------------------------------------------------------

프레쉬메도우 185가- 깨끗한 3
베드 1욕실 $ 1900/ 힛포함/ 3층
☎347-400-3372혜원고(부)
-------------------------------------------------------------------

프레쉬메도우 162가- 아주 크고 
깨끗한 3베드 2욕실 $2500/ 발코
니☎347-400-3372혜원고(부)
-------------------------------------------------------------------

1베드 1층 196가/51Ave 아주깨끗함 
버스도보 모두포함 $1500
☎718-926-2030(부)
--------------------------------------------------------------------

2베드 196가/51Ave 발코니 버스도보 
주차포함 힛포함 $1950

☎718-926-2030(부)
--------------------------------------------------------------------

후레쉬메도우3Bed 2Bath 157가 
61Ave.1층나무전부포함1000sf.
주차1대$260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후레쉬메도우새집3Bed 2Bath
160가 73Ave.2층나무주차1대
즉시입주주차편리$280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후레쉬메도우 3Bed 185가 
61Ave. 3층나무히팅과온수
$200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프레쉬메도 73/196st 깨끗
한 가든아파트 1BR마루힛초함 
$1700☎917-939-3940(부)
--------------------------------------------------------------------

2베드2베쓰 아파트 162가/71Ave 주
차/발코니/세탁기 $2000
☎718-926-2030(부)
--------------------------------------------------------------------

후레쉬메도우 2016년 아름다운 새하
우스:  1층, 방3 욕실2,  플러스 
지하, 세탁시설, 롱 드라이브워이 
$2900
☎917-292-1818 케일라(부)
--------------------------------------------------------------------

후레쉬메도우 방4, 욕실2, 꾸민지하: 
$2000
☎917-292-1818케일라(부)
--------------------------------------------------------------------

후레쉬메도우, 65 Ave. 3베드룸, 2욕
실, 2층, 파킹포함, 전기만 별도: 
$2450
☎917-292-1818 케일라(부)
--------------------------------------------------------------------

후레쉬메도우, 65 Ave. 3베드룸, 2욕
실, 1층 플러스 지하,  파킹포함, 

전기만 별도: $2950
☎917-292-1818 케일라(부)
--------------------------------------------------------------------

베이사이드 렌트

조건에 맞는 다수에 집과 아파트로 
충분한 선택을 드립니다.
반지하 $1200 1BR 파킹장 전기게
스힛포함 노던근처 
1BR $1500 1층 마루, 새시설 깨
끗한 집 
1BR $1650 기차역과 노던근처 1층 
힛포함 마루, 주인없음 
2BR $1900 새시설 1층 마루 힛포
함,아주밝은집 
2BR $1950 1층 세탁시설 마루,파
킹과 힛팅포함
3BR $2200 욕실2, 기차역과 노던
근처, 발코니 새시설
3BR $2600 1층 노던근처,세탁시설 
뒷마당,주인없음, 아주넓은 집
독채 $3800 아주고급스러운집 방3
개 욕실 2개, 온돌지하, 차고 선룸,
와인바 스팀사우나
☎646-283-1257Mr한(부)   
----------------------------------------------------------------------

베이사이드 노던가까운 벨Blvd 근
처,스튜디오렌트 $800  교통편리 기
차역 5분, 버스 12,13번 참신한 여성
분, 학생,직장인 환영
☎917-518-8666
----------------------------------------------------------------------

베이사이드3Bed 202가32Ave.
202가32Ave.바닥타일전부포함
넓은거실$150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베이사이드 77/216st 깨끗한엘
리베이터빌딩,마루힛포함 넓은 
1BR $1700 
☎917-939-394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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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사이드 216가-깨끗한 2베드 
$1700/  힛포함/ 노던 2블락
☎347-400-3372  혜원고(부)
----------------------------------------------------------------------

베이사이드 230가- 깨끗하고 넓
은 3베드 2욕실 $2300/발코니/ 26학
군☎347-400-3372  혜원고(부)
----------------------------------------------------------------------

베이사이드: 48Ave/ 211 St, 방3, 화
장실3, 풀 지하, 차고, 드라이브워
이: $2800
☎917-292-1818 케일라(부)
--------------------------------------------------------------------

베이사이드 독채: 198가/30ave, 방3, 
2.5욕실, 꾸민지하, 세탁시설완비: 
$2950
☎917-292-1818 케일라(부)
--------------------------------------------------------------------

베이사이드, 2 베드룸, 모든 유틸리티 
포함: $1250
☎917-292-1818 케일라(부)
--------------------------------------------------------------------

베이사이드 18/벨 Blvd 깨끗한 
엘리베이터빌딩 완전수리 발코니 
마루힛포함 스튜디오 $1750 1BR 
$2000
☎917-939-3940(부)
---------------------------------------------------------------

2베드 224가/76Rd 이지파킹 공원
도보 좋은초등학교 힛포함 $2050
☎718-926-2030(부)
-------------------------------------------------------------------

베이사이드새집3Bed 2Bath
213가35Ave. 2층나무온수포함
고급자재넓은거실과침실$ 300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베이사이드스튜디오 201가42Ave.  
Walk-in 즉시입주 $75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베이사이드 47 에브뉴/ 새로 수

리한 넓은 마루 3 베드 1 1/2 베쓰 
$2300.00/2 층 / 파킹 & 유틸리티 불 
포함.☎347-400-3372 혜원고(부)
----------------------------------------------------------------------

베이사이드 202가 58 반지하 1배
드 포함 $900(2명)
☎718-737-2677
☎646-662-1076사라(진선미 부))
--------------------------------------------------------------------

3베드1베쓰 198가/47Ave  수리 
H마트 1블락 Q27버스  힛포함 
$2200
☎718-926-2030(부)
--------------------------------------------------------------------

3베드1베쓰 깨끗한 반지하 203
가/32Ave 방은 마루 거실은 타
일 각방 옷장 Q28버스 힛포함 
$1500
☎718-926-2030(부)
--------------------------------------------------------------------

2베드 깨끗한 반지하 219가/64Ave 
Q27버스 모두포함 $1250☎718-
926-2030(부)
--------------------------------------------------------------------

2베드 1층 새집 216가/40Ave  
PS41 이지파킹 포터블세탁기 가
능 $1700
☎718-926-2030(부)
--------------------------------------------------------------------

2베드 새집 231가/64Ave 발코니 
이지파킹 공원도보 $1800
☎718-926-2030(부)
--------------------------------------------------------------------

3베드1.5베쓰 200가/46Ave 세
탁기 이지파킹 버스 H마트도보  
$2300☎718-926-2030(부)
--------------------------------------------------------------------

3베드2베쓰 216가/16Ave 듀
플렉스  주차2대 세탁기 건조기  
$2500☎718-926-2030(부)
--------------------------------------------------------------------

3베드1.5베쓰 209가/15Ave 발코
니 세탁기 건조기 힛포함 $2300
☎718-926-203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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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베드2베쓰 200가/16Ave 주차포
함 버스 Q16 1블락 힛포함 $2500
☎718-926-2030(부)
--------------------------------------------------------------------

3베드2베쓰 듀플렉스 221
가/59Ave 주차2대 12월 중순 입
주가능 $2400
☎718-926-2030(부)
--------------------------------------------------------------------

베이사이드 아주 좋은 동네
랜치 하우스 $ 850,000 3 베드 3 베
쓰/ Lot 50 x 100 오픈 하우스 8/6 
1:00~ 3:00Pm 
☎347-400-3372 혜원고(부)
----------------------------------------------------------------------

베이사이드 16에브뉴/ 깨끗한
3베드 1 베쓰 듀플렉스 $ 2350
/ 세탁시설 완비/ 힛 포함
☎347-400-3372 혜원고(부)
----------------------------------------------------------------------

베이사이드 47에브뉴/ 새로 수리
한 4베드 2베쓰 집 $2600/세탁
시설 완비/ 파킹 포함/ 힛 별도
☎347-400-3372 혜원고(부)
----------------------------------------------------------------------

베이사이드 반지하
1베드룸, 리빙룸도있음,
유틸리티 포함 $970, 파킹편리,
☎917-642-3635
4/30/16-------------------------------------------------------------5/29/16

1베드 1층 192가/40Ave 기차역/
노던도보 힛포함 $1700
☎718-926-2030(부)
-------------------------------------------------------------------

3베드1베쓰 215가/38Ave  기차
역/노던도보 수리 주차/힛포함 $2300 
☎718-926-2030(부)
-------------------------------------------------------------------

3베드2베쓰 듀플렉스 221
가/59Ave 주차2대/세탁기 카도조 
QCC대학 $2400
☎718-926-2030(부)
-------------------------------------------------------------------

2베드 1층 191가/42Ave 기차역/
노던도보 힛포함 $1750
☎718-926-2030(부)
-------------------------------------------------------------------

3베드1.5베쓰 1층+지하 228
가/56Ave 주차4대가능 가라지 세탁
기 뒷뜰 $3300
☎718-926-2030(부)
-------------------------------------------------------------------

베이사이드 반지하 2BR $1300 뒷
마당사용가능 힛팅별도 전체온돌 
맨하탄직행버스 13번28번 가까
움,크레딧체크, 브로커

베이사이드 41Ave

917-868-8484(부)

2BR 1.5Bath 

가라지 뒷뜰

힛포함 $2150

베이사이드 41Ave

베이사이드 스튜디오

917-518-8666

노던가까운 벨Blvd 근

처,스튜디오렌트 $800  

교통편리 참신한 여성

분, 학생,직장인 환영

오클랜드 가든

347-400-3372(부)

59Ave 크고 깨끗한 

3BR 2Bath $2,500

2층 파킹포함,

세탁시설완비,혜원고

와잇스톤 렌트

646-622-1076(부)

15Ave 파슨스 Blvd 1Fam 

1층 차고/2층 주방,다이닝,거

실,0.5Bath/3층 3BR 1Bath 

대지40X109 부동산세 

$6,000 매매가 $838K

부르클린 렌트

646-239-8327(부)

Ave S 1층 2BR 전

기 빼고, 모두포함 

$1400,Q/B 전철,상가/

마켓근접, 테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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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696-6930영어로
3/26/16-------------------------------------------------------------4/25/16

베이사이드독채 3Bed 2Bath 
218가 45Ave. 둿마당 1층과지하
드라이브웨이$320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베이사이드 1BR 1층 새욕실 뒷
마당 $1550, 플러싱 192가 1층 
2BR LIRR $1800
☎ 917-450-9001(부) Grace
01/22/15----------------------------------------------------------5/21/16

더글라스톤 렌트

맨하탄직행,로컬버스 슈퍼, 공원, 
골프장,  GYM 도보, 마루, 조용
하고 안전한 동네. 최고 26학군 
스쿨버스집코너픽업, 월 $1750/ 
주인직접 ☎718-406-5997
11/15/16----------------------------------------------------------12/14/16

더글라스톤 68/240St 3BR 2Bath 
발코니 마루힛포함 차고 세탁
시설 $2450
☎917-939-3940(부)
-----------------------------------------------------------------------

더글라스톤 69에브뉴- 깨끗한 2
베드 2욕실 $2150/ 새부엌/ 힛포함/ 
26학군
☎347-400-3372  혜원고(부)
----------------------------------------------------------------------

더글라스톤 렌트 3Br 2Bth
3패밀리 하우스. 모든 것 편리 
$2,200☎516-307-0199(부)
01/22/15----------------------------------------------------------11/21/15

리틀넥 렌트 

3베드2베쓰 새집 1층 256
가/58Ave 이지파킹 $2400
☎718-926-2030(부)
-------------------------------------------------------------------

1베드 반지하 254가/60Ave 깨
끗함 모두포함 $1000
☎718-926-2030(부)
-------------------------------------------------------------------

3베드2베쓰 리틀넥Pky/39Ave  
기차역도보 세탁기 주차2대 
$2350☎718-926-2030(부)
-------------------------------------------------------------------

3베드2.5베쓰 255가/60Ave  1
층+지하 주차 세탁기 좋은학군 
$2950☎718-926-203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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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틀넥 248가- 깨끗한 3베드2욕
실 $2150/ 힛포함/ 3층 
☎347-400-3372혜원고(부)
-------------------------------------------------------------------

리틀넥3Bed 2Bath244가
73Ave. 2층나무$230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리틀넥새집3Bed 2Bath 256가
58Ave. 1층나무$250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리틀넥3Bed 2Bath 239가
66Ave.  2층나무주차1대세탁기
넓은거실 $265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리틀넥새집3Bed 2Bath 256가
58Ave. 1층나무세탁기넓은거실 
1350sf.환하고깨끗$260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그레잇넥 렌트

APT 그레잇넥 $4,550 
3Br 2Bth 최고의 상태.
완전새집.☎516-307-0199(부)
12/26/15-------------------------------------------------------------1/28/1

그레잇넥럭셔리독채 $4,650 
꾸민지하, 5Br 4Bth  
☎516-307-0199(부)
12/26/15------------------------------------------------------------1/28/16

플러싱  렌트

 
플러싱 160가 반지하 
1BR 독립출입구 창문4개 

3x4피트 전기게스포함,즉시입
구가능,교통편리함 
☎718-362-0582
11/19/16-----------------------------------------------------------12/18/16

112-45 39th Ave 플러싱 
2BR 1Full Bath 키친,나무바닥
,타일, 파킹,내고가능, 7전철버스 2
블락거리, 10분거리 스카이뷰 몰, 
한정거장 Main st, 헨리(영어문의)
☎347-794-5810(부)
10/18/16-----------------------------------------------------------11/17/16

반지하렌트 158가 43Ave, 
교통편리 $900 유틸포함
☎917-913-7570
10/4/16-----------------------------------------------------------11/3/16

노던 165가 근처 1베드, $1350 
주인 직접, 전기세 따로, 유틸포함, 
새집. 단촐한 식구 원함. 애완동물 
사절. 2패밀리 하우스  1층 .10월1
일부터 입주가능☎917-681-2281
9/13/16-------------------------------------------------------------10/12/16

플러싱 34/유니온 고층콘크리트
빌딩 발코니마루힛포함 완전수
리, 넓은스튜디오 $1650 
☎917-939-3940(부)
----------------------------------------------------------------------

112-45 39th Ave 플러싱 
2BR 1Full Bath 키친,나무바닥,
타일, 파킹,내고가능, 7전철버스 
2블락거리, 10분거리 스카이뷰
몰, 한정거장 Main st, 헨리
(영어문의)
☎347-794-5810(부)
10/18/16-------------------------------------------------------------11/17/16

집렌트 노던 156가 한아름근처 
2층 $2100 방 3개, 화장실1개 
힛포함 노던 반블럭 바운팍 3블
럭, KW 부동산 저니퍼
☎646-938-7084(부)
10/18/16-------------------------------------------------------------11/17/16

플러싱 노던 근처 큰1BR 힛포함 
$1350 플러싱 2BR 힛포함 $1400
프레쉬메도우 2BR 힛포함 $1390  
☎917-679-7551(부) 주디 
11/15/16------------------------------------------------------------12/14/16

조건에 맞는 다수의 집과 아파트로 
충분한 선택을 드립니다.
반지하 $1250 2BR 새집 전기게스힛
포함 
1BR $1300 전기게스힛포함 주인없음 
강아지 Ok 마루바닥
1BR $1695 콘도 힛팅포함 전철근처 
엘리베이터있는 건물 APT
2BR $1550 2층과 3층 듀플랙스, 새

시설 주인없음,쉬운파킹 
2BR $1800 전기게스힛모두 포함 새시
설,강아지OK 주인없음
3BR $2300 노던 기차역근처 1층,욕실
2 새시설,마루
3BR $2200 힛포함 노던/기차역근처 
새시설, 마루
독채 $3500 방5개, 욕실2개 부엌2,차
고 마당 아주깨끗하고 밝은집 
☎ 646-283-1257 Mr한 (부)   
48/1---------------------------------------------------------------3/31/15

플러싱 32/유니온St 고급APT발
코니마루힛포함 넓은스튜디오 
$1575  
☎917-939-3940(부)
-------------------------------------------------------------------

플러싱 1Bed 164가32Ave. 
바닥타일전부포함넓은거실
$80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플러싱아파트1Bed 파슨과
노던5층나무히팅과온수
전철및기차역$175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플러싱1Bed 150가 34Ave.

2층나무전부포함발코니$170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플러싱3Bed 2Bath196가
40Ave.1층나무히팅포함
12월초입주기차역 Q12,13
$180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플러싱1Bed 149가샌포드
3층나무히팅과온수주차1대
기차역새부엌과욕실$250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플러싱 141/노던 한아름 바로 건너 깨
끗한 엘리베이터빌딩 대형 1BR 
마루힛포함 $1650
 ☎917-939-3940(부)
-----------------------------------------------------------------------

플러싱1Bed 157가45Ave.
2층나무전부포함$156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플러싱3Bed 159가47Ave.
3층나무주차별도$170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플러싱스튜디오 159가41Ave.
3층나무전부포함노던근처
기차역$110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플러싱3Bed 1.5Bath 145가
Willets Point 2층나무히팅과온
수 $250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3베드2베쓰 1층 새집 149가/35Ave 
노던/기차역도보 주차 $2350
☎718-926-2030(부)
--------------------------------------------------------------------

3베드1.5베쓰 164가/42Ave 노던/기
차역도보 힛포함 $2300
☎718-926-2030(부)
--------------------------------------------------------------------

3베드2베쓰 156가/42Ave 새집 
1300SF 노던/기차역도보 $2500

☎718-926-2030(부)
--------------------------------------------------------------------

3베드2베쓰 트리플렉스 157
가/43Ave  노던/기차역도보 주차/
세탁기  $2600
☎718-926-2030(부)
--------------------------------------------------------------------

1베드 반지하 145가/27Ave 깨끗함 
모두포함 $1200
☎718-926-2030(부)
--------------------------------------------------------------------

2베드 193가/40ave 1층 넓은거실 노
던/기차역도보  힛포함 $1900
☎718-926-2030(부)
--------------------------------------------------------------------

2베드 192가/35Ave 2층 노던/버스/
기차역도보 힛포함 $1800

플러싱 34/

917-939-3940(부)

유니온 최고급고층빌딩 

넓은 스튜디오 완전수리 

마루힛포함

발코니 $1650 

플러싱 197가

347-400-3372(부)

새로 깨끗한 

3BR 2Bath $ 2100

1 파킹/즉시 입주 가능

혜원고

플러싱 39th Ave

347-794-5810(부)

112-45 39th Ave 2BR 
1Full Bath 키친,나무바닥,타
일, 파킹,내고가능, 7전철버
스 2블락거리, 10분거리 스
카이뷰몰, 헨리(영어문의)

플러싱 38/파슨 

917-939-3940(부)

 깨끗한

엘리베이터빌딩 완전

수리 마루힛포함, 2BR 

$2150 

노던 165가 렌트

917-681-2281

노던165가 근처 1베드$1350 

주인직접, 전기세 따로, 유틸포

함, 새집. 단촐한 식구원함. 애완

동물 사절. 2패밀리 하우스 1층

10월1일 부터 입주가능

더글라스톤 2BR

718-406-5997

맨하탄직행,로컬버스 슈퍼 

공원 골프장  GYM 도보, 마

루, 조용하고 안전한 동네. 

최고 26학군 스쿨버스집코

너픽업,월 $1750/ 주인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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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926-2030(부)
--------------------------------------------------------------------

2베드1.5베쓰 콘도 유니온/36Ave 전
철도보 힛/주차포함 $2300
☎718-926-2030(부)
--------------------------------------------------------------------

3베드2베쓰 145가/26Ave 북플러싱 
주차1대 세탁기 가능 $2400
☎718-926-2030(부)
--------------------------------------------------------------------

2베드2베쓰 콘도 유니온St/34Ave  
전철/노던도보 주차가능 별도 힛포
함 $2250☎718-926-2030(부)
--------------------------------------------------------------------

플러싱 노던/메인 깨끗한 최고급
콘크리트빌딩 넓른 2BR 발코니마루
힛포함 $2350 
☎917-939-3940(부)
-----------------------------------------------------------------------

플러싱3Bed 1.5Bath 144가
28Ave. 2층나무주차별도($100)
넓은방과거실$2300
☎646-539-9197(제임스김)
www.withfinder.com//사진보기
-------------------------------------------------------------------

3베드2베쓰 146가/26Ave 주차/세
탁기 가능 펫OK !! PS21 $2400 
☎718-926-2030(부)
--------------------------------------------------------------------

3베드2베쓰 1층 158가/45Ave 버스
Q27도보 $2300
☎718-926-2030(부)
--------------------------------------------------------------------

플러싱 145가/Bayside Ave: 2층, 
3 베드룸, 2욕실, 완전새로장식: 
$3000
☎917-292-1818 케일라(부)
--------------------------------------------------------------------

플러싱 메인근처: 슈퍼사이즈 1베
드,1거실, 힛포함: $1850

☎917-292-1818 케일라(부)
--------------------------------------------------------------------

플러싱 메인근처, 스튜디오, 힛포
함: $1550
☎917-292-1818 케일라(부)
--------------------------------------------------------------------

플러싱 중심 1베드, 전기만별도: 
$1650
☎917-292-1818 케일라(부)
--------------------------------------------------------------------

플러싱 149가/Beech ave: 2016년 
하우스1층 슈퍼사이즈  3베드룸: 
$2200
☎917-292-1818 케일라(부)
--------------------------------------------------------------------

플러싱, 1 베드룸, 슈퍼사이즈, 지하
철10분, 전기만 별도: $1700
☎917-292-1818 케일라(부)
--------------------------------------------------------------------

플러싱 2베드룸, Holly Ave/ Kissena 
Blvd, 모두 포함: $1600
☎917-292-1818 케일라(부)
--------------------------------------------------------------------

3베드1베쓰 161가/43Ave 세탁기/
발코니 펫OK ! 힛포함 $2300
☎718-926-2030(부)
--------------------------------------------------------------------

3베드1.5베쓰 듀플렉스 157
가/43Ave 세탁기/건조기 노던/기
차역도보 $2200
☎718-926-2030(부)
--------------------------------------------------------------------

3베드2베쓰 1층 192가/48Ave 수리 
펫 오케이 이지파킹 $2300
☎718-926-2030(부)
--------------------------------------------------------------------

플러싱 192가 - 아주 깨끗한 3
베드 2욕실 $ 2400/ 힛포함/ 넓
은 마루/ ☎347-400-3372혜원
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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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싱 165가- 깨끗한 3베드 1
욕실 $ 2000/ 힛포함 /LIRR 도
보 거리
☎347-400-3372혜원고(부)
-------------------------------------------------------------------

3베드1.5베쓰 듀플렉스 1층+2층 
189가/40Ave 이지파킹 노던/기차
역도보 $2300
☎718-926-2030(부)
--------------------------------------------------------------------

플러싱 반지하렌트 158가 43Ave
교통편리 $850 유틸포함(주인직접) 
☎646-431-4930
5/28/16--------------------------------------------------------6/27/16

플러싱 38/파슨 깨끗한 엘리베이
터 빌딩 수리된 2BR $2200
마루힛포함  
☎917-939-3940(부)
----------------------------------------------------------------------

프랜시스 198가/47Ave H마트도
보 Q27버스 주차 1대 $2100
☎718-926-2030(부)
--------------------------------------------------------------------

플러싱 43에브뉴/ 새로 수리한 
2베드1베쓰 집 $1900/ 2층/ 
/파킹 포함/ 힛 별도
☎347-400-3372 혜원고(부)
----------------------------------------------------------------------

플러싱 162가/ 3베드 2베쓰 집
$2400/ 힛 포함/ 파킹 불포함/ 
편리한 교통/ LIRR 도보거리
☎347-400-3372 혜원고(부)
----------------------------------------------------------------------

3베드1베쓰 161가/42Ave 세탁
기/발코니 펫OK !! 기차역/노던 힛
포함 $2300☎718-926-2030(부)
--------------------------------------------------------------------

3베드2베쓰 193가/36Ave 넓은
거실 기차역 도보 Q28버스 가라
지/주차 별도 페이 $2400

☎718-926-2030(부)
--------------------------------------------------------------------

4베드2베쓰 158가/43Ave 노
던/기차역도보 주차 $100 별도 
$2400☎718-926-2030(부)
--------------------------------------------------------------------

유토피아 40 독채 1층+2층+차고 
4br 1.5욕실 $2700
☎646-477-0747
☎718-737-2677한나최(진선미부)
--------------------------------------------------------------------

유니온 바클리 콩크리트 아파트 
1배드 1욕 힛포 $1850
☎646-477-0747
☎718-737-2677한나최(진선미부)
--------------------------------------------------------------------

210가 56 2층 3베드 2욕 힛별도 
$2400☎646-477-0747
☎718-737-2677한나최(진선미부)
--------------------------------------------------------------------

217가 61 3층 3배드 1욕 힛포 
$2100☎646-477-0747
☎718-737-2677한나최(진선미부)
--------------------------------------------------------------------

200가 16 3베드 2배스 힛별도 
$2400☎646-477-0747
☎718-737-2677한나최(진선미부)
--------------------------------------------------------------------

198가 32 워크인 1베드 힛포 
$1450☎646-477-0747
☎718-737-2677한나최(진선미부)
--------------------------------------------------------------------

파슨 루즈벨트 스튜디오 힛포 
$1200☎718-737-2677
☎646-662-1076사라(진선미 부))
--------------------------------------------------------------------

파슨 루즈벨트 스튜디오 힛포 
$1400☎718-737-2677
☎646-662-1076사라(진선미 부))
--------------------------------------------------------------------

파슨 38 스튜디오 힛포 

■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얻어라 -랜드로드가 가장 먼

저 해야 할 일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바람직한 관리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 부동산 브로커나 에이전트에게 물어봐

도 좋고, 관리인을 고용해본 경험이 있는 랜드로드에게 조

언을 구하는 것도 좋다. 복수의 관리인 또는 관리회사 리스

트를 확보하고 장단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 온라인 리서치를 하라 -시간을 내서 온라인 서치를 하

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T-Rex Global’ ‘AllPropertyManagement’ 같은 웹사이

트에 들어가 소유한 부동산의 규모와 위치 등을 입력하면 이

런 형태의 부동산을 관리해줄 관리회사 리스트를 얻을 수 있

다. 관리회사에 연락하기 전에 ‘Yelp’나 ‘Facebook’등을 통

해 해당회사에 대한 평가 글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 관리인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점검하라-관심을 둔 관

리인이 현재 일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로컬 신문,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재된 렌탈 광고

를 들여다보고 광고 내용이 어떤지 살펴본다. 광고안에 인

종차별적인 내용이 있거나 내용이 엉성하면 ‘빨간 신호’라

고 해석해도 된다.

■ 첫 인상이 중요하다-관리회사에 전화를 걸어 스태프

가 얼마나 친절하게 전화를 받는지, 메시지를 남기면 스태

프가 얼마나 빨리 리턴콜을 해주는지 살펴본다. 회사 스태

프의 태도나 언행을 보면 테넌트가 어떤 대접을 받을지 명

확하게 드러난다.

관리인 후보들 최대한 
많이 인터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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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718-737-2677
☎646-662-1076사라(진선미 부))
--------------------------------------------------------------------

38 파슨 1베드 1욕 힛포$1750
☎718-737-2677
☎646-662-1076사라(진선미 부))
--------------------------------------------------------------------

파슨 41 1베드 1욕 힛포 1650
☎718-737-2677
☎646-662-1076사라(진선미 부))
--------------------------------------------------------------------

207가 48 독채 3베드 2욕 지
하 뒤뜰(방과후 학교 사용가
능)$2900
☎718-737-2677
☎646-662-1076사라(진선미 부))
--------------------------------------------------------------------

196가 58 독채 4베드 2.5욕 차
고 $3500
☎718-737-2677
☎646-662-1076사라(진선미 부))
--------------------------------------------------------------------

147가 38 1베드 1욕 남향 힛포 
$1650
☎718-737-2677
☎646-662-1076사라(진선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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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온 바클리 1베드 1욕 힛포 
$1700
☎718-737-2677
☎646-662-1076사라(진선미 부))
--------------------------------------------------------------------

구화 맞은편 유니온 41 아주 
큰 1배드 1욕 발코니 남향 힛포 
$1900(유학생 가능)
☎718-737-2677
☎646-662-1076사라(진선미 부))
--------------------------------------------------------------------

구화맞은편 완전 뉴 컨디션 3베
드 2욕실 힛포 발코니 남향 크

레딧 없으신 분 2달 디파짓 가능 
$2800(유학생 가능)
☎718-737-2677
☎646-662-1076사라(진선미 부))
--------------------------------------------------------------------

2베드 149가/35Ave 수리 
노던/기차역도보 
$1600
☎718-926-2030(부)
-------------------------------------------------------------------

프랜시스 넓은 3베드1.5베쓰 198
가/47Ave 1400SF  H마트도보 새욕
실/부엌 많은 옷장 $2300
☎718-926-2030(부)
-------------------------------------------------------------------

플러싱 38/파슨 수리된 2BR 깨
끗한 엘리베이터빌딩, 마루힛포
함 $2150 
☎917-939-3940(부)
--------------------------------------------------------------------

플러싱 34/유니온 근처 돌아도 콘도 
대형 2BR 2Bath 발코니마루힛포함 
수영장 $2300 
☎ 917-939-3940(부)
--------------------------------------------------------------------

맨하탄 네일/스파가게 매매 

맨하탄 미드타운 스파매매 
방4개, 아가씨대기실 2개
사실 분만 연락바랍니다. 
☎929-249-6027
☎917-815-1636
10/29/16---------------------------------------------------------11/28/16

맨하탄 다운타운 1층+꾸민지하 
6M 6P 4R 렌트 $8200 
년매상 55만  가$19만
☎718-926-2030(부)
--------------------------------------------------------------------

맨하탄 다운타운 1층+꾸민지하 

6M 6P 4R 렌트 $8200 년매상 
55만  가$19만
☎718-926-2030(부)
--------------------------------------------------------------------

맨하탄 바쁜위치 다운타운 
1200SF 년매상 35만 렌트 
$11000 가 16만
☎718-926-2030(부)
--------------------------------------------------------------------

L.I.네일/스파 가게 매매 

가까운 롱아일랜드 
M5 P4 R2 주방 파킹장 완비
손님 좋은 지역, 
가격: 5만 5천 (주인직접) 
☎917-750-2530
11/5/16----------------------------------------------------------12/4/16

롱아일랜드 네일가게 매매
백인동네, M5,P4,R1, 
부엌,화장실, 가격:6만불
☎631-538-5887
11/5/16----------------------------------------------------------12/4/16

롱아일랜드 네일 & 헤어 1600SF  
대형몰 손발 $29 현주인 은퇴 매
매 가 $17만
☎718-926-2030(부)
--------------------------------------------------------------------

롱아일랜드 네일 1000 SF 
렌트 $1680 손발 $26  
주매4천 급매 $3만
☎718-926-2030(부)
--------------------------------------------------------------------

롱아일랜드 고급 2000SF 11P 
6M 4R 손발 $35 리스 7년+5년 
가 $12만☎718-926-2030(부)
--------------------------------------------------------------------

롱아일랜드 대형네일 3500SF 
12M 11P 7R 손발 $30 년매상 
$73만 가 $48만

☎718-926-2030(부)
--------------------------------------------------------------------

롱아일랜드몰 손발$28 현주매 
$8천 8M7P2R  가 18만
☎718-926-2030(부)
--------------------------------------------------------------------

롱아일랜드 네일 1300SF 현주매
상 $8000 렌트 $3100 (모두포함 ) 
8M7P2R 가$16만
☎718-926-2030(부)
--------------------------------------------------------------------

가까운 롱아일랜드 플러싱 20분
거리 1200SF 6일 오픈 가 $7만
☎718-926-2030(부)
--------------------------------------------------------------------

롱아일랜드 네일 대형몰 
900SF, 밝고 안윽한 Sayville 가
격 1만8천 ☎631-567-4121
5/7/16------------------------------------------------------------6/6/16

롱아일랜드 네일 대형몰 1600SF   
C만, 리스 10년 최고시설 65만
☎347-251-2440 메트로 부동산
☎917-562-7707
6/11/16-------------------------------------------------------------7/10/16

퀸즈 네일/스파 가게 매매 

플러싱 35분거리 그리니치
마사지/스파 가게 오픈 1년 됐음 
가격은 전화문의 3만불 
☎917-757-4224
10/22/16------------------------------------------------------------11/21/16

네일가게 급매 
퀸즈 메스페스 지역 20년된 가게 
가격: 만불 ☎718-416-1388 
10/15/16------------------------------------------------------------11/14/16

리틀넥 근처 코너 네일가게 
5만불에 매매 내고가능 
☎917-892-8868 

9/10/16-------------------------------------------------------------10/9/16

리틀넥 네일가게 
목좋고 픽업필요없는 코너네일가
게,가격:5만(네고가능)연매상:15
만,렌트$3200,P4,M5, Room2,(
주인건강상문제로급매)
☎917-892-8868
5/21/16-------------------------------------------------------------6/20/16

퀸즈 네일가게 1000SF 렌트 
$1670 년매상 $21만 알찬가게 
20분거리 가 $5만
☎718-926-2030(부)
-------------------------------------------------------------------

롱아일랜드 네일가게 
매매가 6만 5천불 
(P5/M5/ 마사지 2/
왁싱1),연매상17만
불, 주 6일 오픈

파킹장 완비
(부/데보라정)

 917-436-6944

네일가게 매매

917-892-8868

리틀넥근처

코너 네일가게 

5만불에 매매

내고가능 

네일가게 매매

631-538-5887

롱아일랜드 네일가게

백인동네, M5,P4,R1

부엌,화장실 

가격:6만불

웨체스터 네일가게

718-926-2030(부)

1400SF 렌트 $3580

손발 $40,겨울5천 

여름 8천(6일) 

가격 $15만 리차드 박

네일가게 매매

718-926-2030(부)

브루클린 최고 고급네
일가게매매 2000SF 년
매상 $80만 최고위치 
손발 $50 가 $53만

네일가게 매매

718-926-2030(부)

브루클린 고급네일가게
매매 1300SF최고 바
쁜위치 렌트 $9800 (

모두) 손발 $38 년매상 
75만 가 48만

네일가게 매매

718-926-2030(부)

브루클린 고급 네일
가게매매 최고바쁜위
치 년매상 $75만 렌트 
$9800 손발 $38순수익 

$25만 가$48만

CT 네일 가게

718-926-2030(부)

년매상 $90만 1800SF

10M9P3R렌트3천

(다포함) 년수익 $45만

가격 $63만 리차드 박

힉스필 한양화장품 가게 

917-436-6944

매매가 $9만8천,

주인이 직접 운영하시면 

좋음.저렴한 렌트비, 스

탁포함.(부/데보라정)

코맥 네일가게 매매

917-436-6944(부)

매매가 $430K
 잘 되는 가게 3,500SF 
연매상 $73만/ 연수익 
$39만,(M12 /P11) 

데보라

맨하탄 스파 매매

929-249-6027

맨하탄 미드타운 스파
매매, 방4개, 

아가씨대기실 2개
사실 분만 

연락바랍니다. 

세탁소 급매

718-788-1420

브루클린 세탁소 급매
447-6Ave, 은퇴,젊은 사
람많은 인컴 높은 동네
가격: 기계 6만5천불

드랍 3만5천불, Mrs Lee

브루클린 세탁소급매 

718-788-1420

447-6Ave, 은퇴, 젊은 

사람 많은 인컴높은 동

네, 가격:기계6만5천불, 

드랍 3만5천불

간판가게 매매 

917-912-8616

간판회사 매매합니다

관심있으신분

연락주세요. 

주얼리 수리 가게

910-297-4929

월밍튼 NC몰 안에 위치
한 jewelry repair 

가게를 
타주이사 관계로 

판매코자함.
수리기술필수, mrs:장

스파 가게 매매

646-963-3516

커네티컷 리치타운,(플러싱에서 

50분거리) 6년된 가게, 마사룸,테

이블 샤워, 사우나 룸, 좋은 시설

관심있으신 분 연락주세요

(영어 중국어 문의)

NJ샌드위치가게 매매

732-395-3001

NJ 뉴왁 캔디,샌드위치 가게매매

커피.센드위치. 핫,콜드푸드.담배.

라로리: $90만/ 년. 년$8만 수익보

장,부부 합심하여 운영하기에 적

합, 건물주가 가게 오너,매매가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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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넥 네일 1200SF 노 픽업 종
업원 깨끗한 컨디션 현주인 7년 
가 $7만☎718-926-2030(부)
-------------------------------------------------------------------

네일살롱: 롱아일랜드 Elmont, 
26년된  가게, 1400sf, 6일오픈, 
주$7000, $9만9천
☎917-292-1818 케일라(부)
--------------------------------------------------------------------

네일살롱: 롱아일랜드 부자동네, 
고급인테리어, 12만불
☎917-292-1818 케일라(부)
--------------------------------------------------------------------

다운타운 네일살롱 매매, 팰팍에
서 30분 거리, 에디슨,우드브릿
지 15분거리, 렌트 + 파킹+ 커
먼에어리어포함 $2,460, 910 
SF M 6, P 7, 왁싱룸, 맛사지룸 
☎609-529-6757

5/16/15-------------------------------------------------------------------6/15/15

뉴저지 네일/스파 가게 매매 

네일살롱: 뉴저지 팰팍 15분, 베
스트 비지니스: $32만
☎917-292-1818 케일라(부)
--------------------------------------------------------------------

커네티컷 네일/스파가게 매매 

커네티컷 리치타운 (플러싱에서 
50분거리) 6년된 가게, 마사룸,테
이블 샤워, 사우나 룸 좋은 시설
관심있으신분 연락주세요(영어,중
국어문의)
☎646-963-3516
10/8/16----------------------------------------------------------11/7/16

커네티컷 고급 1200SF 년매상 
$45만 손발 $36 가 $23만

☎718-926-2030(부)
-------------------------------------------------------------------

커네티컷네일 1100Sf  1시간거리 
싼렌트 주매상 여름 $6천 겨울 3
천 가 $8만
☎718-926-2030(부)
-------------------------------------------------------------------

커네티컷 1900SF  년매상 $90만 
렌트 $3020 10M9P3R  가 $63만
☎718-926-2030(부)
-------------------------------------------------------------------

커네티컷네일 1400SF 7M 5P 2R  
주매$5천-$7천 가$13만
☎718-926-2030(부)
--------------------------------------------------------------------

커네티컷네일 1700SF 9M 9P 
3R 년매상 $58만손발 $30 렌트 
$2600  가 $34만
☎718-926-2030(부)
--------------------------------------------------------------------

커네티컷 네일 1900SF 10M 9P 
3R  년매상 $90만 렌트 $3020  손
발 $35 가 $63만
☎718-926-2030(부)
--------------------------------------------------------------------

가까운 커네티컷 부촌 고급동네 
1900SF 플러싱 40분 거리 마사
지/페이셜/바디 스크럽...등  룸 9
개  가 $4만 ☎718-926-2030(부)
-------------------------------------------------------------------

커네티컷 3천SF 고급동네 년매상 
$110만 손발 $37 14M14P4R 가 
$75만☎718-926-2030(부)
-------------------------------------------------------------------

웨체스터 네일가게 매매 

가까운 웨체스터 2천SF 저렴
한 렌트 좋은리스조건 손발 $30 
현주매상 $13000 가 $38만 (부) 
☎718-926-2030
-------------------------------------------------------------------

가까운 웨체스터 바쁜네일 가게 
2000SF  저렴한 렌트 현 주매 $1
만 이상 매상 증대중 ! 가 $38만
☎718-926-2030(부)
-------------------------------------------------------------------

가까운 웨체스터 1500SF 2층
 20분거리 저렴한 렌트 현주인 13
년 운영 가 $5만
☎718-926-2030(부)
-------------------------------------------------------------------

웨체스터 큰 몰 1500Sf  년매상 
$65만 손발 $35 가 $41만
☎718-926-2030(부)

귀국 옷가게 급매

718-629-8229

여자 옷가게,업스테이트 
뉴욕,안전하고 깨끗한 
쇼핑몰, 싼렌트, 많은 
단골 확보,안정적인 
수입,가격은 문의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는 담보 대출을 바

라 보는 시선에 우려가 많은 이유다. 금융정

보사이트 ‘고우 뱅킹 레이츠 닷컴’이최근 급

증하는 담보 대출과 관련 주의 사항을 소개

했다.

■대부분 신중한 대출로 위험 낮아
2008년 주택 시장 위기의 주범이 바로 담보 

대출이었다. 각종 악성 대출과 무분별한 대

출 행위로 주택 시장이 하루아침에 폭삭 가

라앉고 말았다. 최근 담보 대출이 재증가 추

세로 과거 위기가 재현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담보 대출자들은 과거와 달리신중한 

자세로 대출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연체 등

의 위험이 낮다. 요즘대출자들은 이자율이 

매우 낮고 주택 가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면 재태크 수

단으로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잘 알고 있다.

■집값·소득 올라 담보대출 여건 개선
담보 대출이 다시 각광받게 된 원인은 주

택 가격 상승이다. 집값이 오르고 올해는 소

득 증가까지 이뤄져담보 대출에 대한 관심

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소득이 증가하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 높아져 담보 대출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해 소득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를 앞질렀다. 지난해 주택 가격은 약 

5.1% 오른반면 소득은 약 5.2%의 증가세를 

보였다.

소득과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 과거처럼 무

분별한 금액을 대출받게 되면 2008년과 같은 

금융 위기가 되풀이 될 것이 뻔하다. 최근 담

보 대출자들을 분석해 보면 주택 순자산 가

치가 충분히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 상

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자들이다.

또 담보 대출 목적도 과거와 달리주택 리

모델링 등 재투자 목적이 많아 주택 가격 급

락에 대비한 충격 완화 장치까지 갖춰져 있

다. 과거의 경우 담보 대출을 통해 투자용 2

차 주택을 무리하게 구입하거나 여행이나물

품 구입에 나서는 등 무분별한 사용이 많아 

주택 가격 하락과 함께 연체로 이어지는 경

우가 상당수였다.

■ 만기 오기 전 대비해야
금융 위기 이전 발급 담보 대출중올해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이 상당수다. 만기는 

대부분 10년으로 이기간 동안 원금 상환 부

담은 없고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만기 전까

지는 페이먼트 부담이 높지 않지만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까지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페

이먼트 부담이 급증한다. 만기를 앞두고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페이먼트 급증으

로 가계부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TD 뱅크의 조사에서 약 23%에 해당하는 

담보 대출자들은 만기가 곧 돌아오지만 현재 

별다른 대비를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페이먼트 급증에 따른 연체 위험에 무방

비상태로 놓여 있는 대출자들이다. TD뱅크

의 조사에 따르면 담보 대출자 중 약 58%는 

향후 5년내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페이먼

트 조정에 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 만기일부터 파악
TD 뱅크의 조사에서 약 3분의 1에해당하는 

담보 대출자는 만기가 언제 돌아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준비 

없이 갑자기 만기가 돌아오면 감당하기 힘든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담보 대출 발급 시기

가 이미 10년 전이라 대부분 대출자들이 만

기 일정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를 신경 써도 만기에 얼

마든지 대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은행이 만

기가 돌아오기 전대출자에게 서면을 통한 통

보를 한다. 또 대출자가 먼저 은행측에 연락

해 만기 예정일을 확인할 수도 있다.

아니면 가까운 은행 지점을 찾아 직접 만

기일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기때문에 조금

만 신경써서 만기가 돌아오는 것에 대비해

야 한다.

■ 인상될 페이먼트 금액 파악
만기 후 페이먼트가 얼마나 오르는지 확인

하는 것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금융 위기 직

전 담보 대출자들은 집값이 오를 것만 기대

하고 만기로인한 페이먼트 인상 가능성에 대

해서는 무관심했다. 집값이 기대와 달리 하

루아침에 떨어지고 페이먼트가 급증하면서 

담보 대출자들이 줄줄이 연체의 늪에 빠지

기 시작하게 됐다.

TD 뱅크의 조사에서 만기 뒤 조정되는 페

이먼트 금액을 알고 있다는응답자는 약 19%

에 불과한 반면 약43%는 전혀 모르고 있었

다. 약 38%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페이먼

트가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

다.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페이먼트 금액

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적절한 대비도 가능

하다. 만약 인상되는 페이먼트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환해 나가도 된

다. 그러나 인상폭이 클 경우 재융자 등의 조

치를 취해야 한다.

■ 리모델링 용도 사용이 가장 안전
주택 담보 대출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도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배울 점이다. 주

택 가격이 수년째 오르고 있지만 언제 떨어

질지 모르기때문에 담보 대출을 사용할 때

도 가격 하락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주택가

격 하락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담보 

대출로 그동안 필요한 주택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주택 개보수를 통해 주택 

가치가 오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어느정도 충격 완화 장치 작용

을 한다. 다행히도 TD 뱅크의 조사에서 약 

38%의 응답자가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 개보

수에 나설 계획이라도 답했다.

급증하는 담보 대출과 관련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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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체스터 고급동네 1500SF 손
발$40 렌트 3600 년매상 $33만 
가 $16만☎718-926-2030(부)
--------------------------------------------------------------------

기타 사업체 매매

뉴저지 호보큰 드랍스토어 
은퇴로 인한 매매 
☎201-566-3524 
11/15/16------------------------------------------------------------12/14/16

귀국 급매 여자 옷가게
업스테이트 뉴욕, 안전하고 깨끗한 
쇼핑몰, 싼렌트, 많은 단골 확보 안
정적인 수입,가격은 문의
☎718-629-8229
11/12/16------------------------------------------------------------12/11/16

퀸즈 좋은 세탁소 
매매가 25만불 
주인이 직접 운영하시면 좋음
☎917-436-6944(부/데보라정)
11/19//16------------------------------------------------------------12/18/16

월밍튼 NC  몰안에 위치한 
jewelry repair 가게를 
타주이사 관계로 판매코자함.
수리기술필수
☎910-297-4929   mrs:장
11/05/16------------------------------------------------------------12/04/6

브롱스 야채가게 
병세관계로 매매합니다.
(매상 괜찮은가게)
☎347-635-0016
11/05/16------------------------------------------------------------12/04/6

NJ 뉴왁 캔디,샌드위치 가게 매매 
커피.센드위치.핫,콜드푸드.담배.라
로리: $90만/ 년. 년$8만 수익보
장, 부부 합심하여 운영하기에 적
합, 건물주가 가게 오너임.
(매매가격 $3만불)
☎732- 395 - 3001
10/22/16------------------------------------------------------------11/21/6

브루클린세탁소 급매
447-6Ave, 은퇴,젊은사람많은 
인컴높은 동네, 가격: 기계 6만

5천불, 드랍 3만5천불
☎718-788-1420 Mrs Lee 
9/24/16------------------------------------------------------------10/23/16

연매출 10만불 배송대행지 매매 
팰팍 중심사거리 1층 5년계약
매매가 4만불
☎201-503-7611 
10/22/16------------------------------------------------------------11/21/16

간판회사 매매합니다
관심있으신분 연락주세요. 
☎917-912-8616
10/22/16------------------------------------------------------------11/21/16

런드리멧: 블루클린, 세탁기: 57
대, 드라이기 64대, 14년 리스, 대
출가능: 110만
☎917-292-1818 케일라(부)
--------------------------------------------------------------------

런드리멧: 제메이카, 세탁기: 60
대, 드라이기 60대, 17년 리스, 대
출가능: 85만
 슈퍼마켓: Bell Blvd, $12-15
만/월, 순수입: 2만5천, 14년 리
스: $55만6천
☎917-292-1818 케일라(부)
--------------------------------------------------------------------

리쿼 스토어, 아스토리아 지하철근
처: 28만
☎917-292-1818 케일라(부)
--------------------------------------------------------------------

맨하탄 델리: 주매상 9만, $200만
베이사이드 델리, 매상 110만, 매

매가 39만
☎917-292-1818 케일라(부)
--------------------------------------------------------------------

플러싱 오래된 그로서리 매매 좋은
위치 렌트 $3500 리스 10년+5
년 주매상 $1만 가 $22만
☎718-926-2030(부)
-------------------------------------------------------------------

맨하탄 대학교,오피스,중고등학교 
바쁜지역, Food트럭 세일, 저녁
에 일하실 분 구함(키보드 88개 
건반도 팝니다 (거의새것)
☎646-932-0531
9/17/16------------------------------------------------------------11/16/16

슈퍼마켓  Bell Blvd, $12-15만/월, 
순수입: 2만5천, 14년 리스: $55
만6천
☎917-292-1818 케일라(부)
-------------------------------------------------------------------

맨하탄 퓨전 한식/일식 주매상 
$18000 바쁜거리 발전 잠재력 
가 $26만☎718-926-2030(부)
-------------------------------------------------------------------

롱아일랜드, 플러싱에서 30분
거리, 일본식당 (쇼핑센터안)
1300SF, 가격: 6만5천불 
☎646-373-3720
1/19/16-------------------------------------------------------------2/18/16

Beauty supply 매매 Brooklyn 
지역 10년 Lease,Net 
income$192.000(년)매138K

애완동물은 평소에는 즐거움을 주는 대상

이다. 하지만 집을 팔때 만큼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쉽다. 애완동물을 키우면 냄새와 

흔적이 집안 곳곳에 배는 것을 피하기 힘들

다. 애완동물 흔적이 강한 주택은 바이어들

이 가장 싫어하는 주택 유형이다.

■주택보험 애완동물 관련조항 점검

주택 보험 보상 청구 건수중 약 3분의 1이 

사람이 개에게 물려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것이라는 조사가있다. 또 사람이 개에게 물

리는 사고의 절반은 주택 내에서 발생한다고

하니 애완견과 관련된 적절한 보험가입이 필

수다. 애완견 등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

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셀러는 집을 내놓을 

때 주택 보험 조항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이어가 집을 보러 오기 전 개를 데리고 잠

시 외출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좋

은 방법이다. 만약 개와 산책이 불가능하다

면 개를 특정 장소에 묶어 두고 바이어에게 

집을 볼 때 주의하도록 요청해야 사고를 방

지할 수 있다.

■ 정원 견분 제거

정원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셀러는 바이어

가 집을 보러 올 때마다 미리정원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집을 보러 온 바이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애완견 배설물을 밟거나 애완견이 파놓은 구

멍에 발을 헛딛기라도 하면 보러온 집에 대

한 기억은 한순간 ‘악몽’으로 바뀐다.

바이어가 방문하기 전 마당 곳곳을 샅샅이 

살펴 배설물과 기타 흔적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 애완동물 냄새 제거

애완동물을 키우던 집을 팔기 힘든 이유중 

하나가 바로 냄새 때문이다. 애완동물 흔적

은 없앨 수 있어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는다. 

냄새 때문에 바이어들은 집에 들어서는 순간 

애완동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 특히 애완동물의 배설로 인한 냄새는 

아무리 깔끔하게 닦아도 쉽게 제거되지 않

는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애완동물 냄새제거제

를 사용해 보고 그래도 냄새남아 있다면 전

문 청소 업체를 통해 카펫과 양탄자 등을 세

척해 내는 수밖에 없다. 그래도 애완동물의 

냄새는 청소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돌

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카펫을 교체하는 

방법도 고려한다.

■ 애완동물 털제거

애완동물 털도 바이어들이 집을 보러 오기 

전에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애완동

물 털이 집안 곳곳에있다면 바이어에게 좋

은 인상을 주기 힘들다. 애완동물 털 제거 작

업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치운

다고 치워도 보이지 않는 곳에숨겨진 털 때

문에 일부 바이어들은앨러지 반응을 보이기

도 한다. 바이어가 기침을 하고 코를 흘리는 

등의민감한 앨러지 반응을 보인다면 집안어

딘가에 제거되지 않은 애완동물 털이 있다는 

증거다.

공교롭게도 집을 파는 기간동안 털갈이를 

하는 애완동물은 차고나 실외에서 털 정리를 

해줘야 한다.

■ 애완동물용 물품 정리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갓난아기를 키우

는 것과 비슷하다. 어린 아이를 키울 때처럼 

애완동물도 자라면서 갖가지 물품이 필요하

다. 애완동물 관련 물품이 쌓이다 보면 결국 

짐이 되기 쉽다. 애완동물 용품이 바이어들

의 눈에 짐을 보이지 않게 준비하는 것도 셀

러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애완동물 식

기, 음식 봉지, 각종 의류, 장난감 등은 바이

어가 도착하기 전 보이지 않는 곳에 잠시 치

워둔다.

■ 애완동물과 잠시 외출

바이어가 집을 보러 왔을 때 애완동물을 집

에 둘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특정 장소로 

제한해야 바이어의 집구경이 방해받지 않는

다. 차고나 세탁실의 우리에 잠시 두고 좋아

하는 장난감이나 개껌 등으로 주의를 분산시

킨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애완동물을 다른 집

에 잠시 맡겨 두거나 바이어가 집을 방문하는 

시간동안이라도 잠시 외출시키는 것이다.

애완동물, 평소에는 사랑스럽지만
집 팔 때는 애물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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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6-477-0747 
☎ 718-737-2677
한나최(진선미부) 
---------------------------------------------------------------------

업스테이트 네일가게 매매 

업스테잇뉴욕 아주 좋은동네
렌트 1200불 1800SF 손발50불, 
손6발7룸3,부부이사하셔서 하시
면 대박,가격4만5천불, 맨하탄 
업타운이스트 렌트 2000불 손발 
35불 450SF,가격 3만5천+S디파
짓 ☎718-309-7161(부)
--------------------------------------------------------------------

빌딩/ 주택 / 콘도 매매 

전원주택 매매
Wake Forest, NC 5BR, 3.5Bath, 
Sun & Dinning Room, 차고3.
총 3,100sf 1/2acre,2004년 건
축.침대, 부엌용품등 제반가구 포함,
우수학군 ☆몸만 오시면 됩니다 매
매가 $425,000 이메일:vrupen@
gmail.com(주인직접)
☎919-554-4513 최
10/11/16-------------------------------------------------------------PY

코압인터뷰없음 베이사이드 
35/205St 1BR 가든코압 월유지
비 $476 가격 23만
☎917-939-3940(부)
--------------------------------------------------------------------

커네티컷 워터베리시티 넓은 파
킹장 딸린 단독 상용건물+생선가게 
매매 0.98에이커 79만 9천 
☎ 917-939-3940(부)
04/01-----------------------------------1----Y---------------------09/31/1

2패밀리 6베드4.5베쓰 꾸민지하 
LOT 5100SF 택스 $7635 좋은위
치  가 $1.34M
☎718-926-2030(부)
--------------------------------------------------------------------

플러싱 빌딩 4스토아 2아파트 총 
렌트 인컴 $142200 최고위치 가 
$3.5M☎718-926-2030(부)
--------------------------------------------------------------------

플러싱빌딩 1스토아 4 오피스 
렌트인컴 $126600 좋은위치 가 
$3.15M
☎718-926-2030(부)
--------------------------------------------------------------------

플러싱 빌딩 149가/41Ave 2아

파트 1스토아 1오피스 연 순소득 
$173K 가$3.85M
☎718-926-2030(부)
--------------------------------------------------------------------

오클랜드 가든에 위치한 넓은 케이프 
하우스 $928,000 /40x100/좋은 학군/ 
알리폰드 공원 근처/ 2페밀리 하우스
를 짓고 싶은신 분.. 기회를 놓치지 마
세요    ☎347-400-3372 혜원고(부)
----------------------------------------------------------------------

코압인터뷰 없음, 프레쉬메도우 
67/196St  2BR 가든Apt 월유지
비 $1024 가격 32만
☎ 917-939-3940(부)
-------------------------------------------------------------------

베이사이드 2패밀리 4베드2베쓰 
LOT 30*100 노던도보 2가라지 
렌트놓기 좋은 지역 가 $990K
☎718-926-2030(부)
--------------------------------------------------------------------

3베드2베쓰 콘도매매 오클랜
드 가든지역 택스 $3049 관리비 
$268 주차1대포함 가 $609K
☎718-926-2030(부)
--------------------------------------------------------------------

리틀넥 1패밀리 3베드2베쓰 꾸민
지하 LOT 20*109 노던도보 택스 
$3330 가 $649K
☎718-926-2030(부)
--------------------------------------------------------------------

플러싱 1패밀리 Lot 40*100 꾸
민지하 벽돌건물 뒷뜰에 풀장 가 
$988K☎718-926-2030(부)
--------------------------------------------------------------------

플러싱 2패밀리 5베드5베쓰 꾸
민지하 LOT 59*99 택스 $5354 
노던도보 전문직 사무실로도 최적
위치 가 $2.09M
☎718-926-2030(부)
--------------------------------------------------------------------

그레잇넥 1패밀리 3베드2베쓰 꾸
민지하 LOT 50*108 택스 $8186 
사우스학군 가라지 가 $665K
☎718-926-2030(부)
--------------------------------------------------------------------

베이사이드 교회 건물 LOT 
40&150 종교기관 C/O 있음 양
로원 전문직 사무실로도 좋음 가 
$3.5M☎718-926-2030(부)
--------------------------------------------------------------------

코압 인터뷰 없음 후레쉬메도우 
69/196St 1BR 가든코압 월유지비 
$670,완전수리,가격 26만9천 

☎ 917-939-3940(부)
--------------------------------------------------------------------

베이사이드 77/216st 1BR 코압, 
넓은 사이즈 월유지비 595 가격 
18만 6천 
☎ 917-939-3940(부)
--------------------------------------------------------------------

독채 원패밀리:210가 /64ave, 방
3,욕실2, 꾸민지하, 다이야몬드 
콘디션, 매매가: 115만
☎917-292-1818 케일라(부)
--------------------------------------------------------------------

북플러싱 원패밀리 독채, 유니온
한아름 근처, 차고, $96만
☎917-292-1818 케일라(부)
--------------------------------------------------------------------

플러싱 2패밀리 하우스 R6 
Zoning, $99만
☎917-292-1818 케일라(부)
--------------------------------------------------------------------

엘머스트, 3패밀리 플러스 상가, 
꾸민지하, 높은수입, Queens 
Mall 근처, E,M,R 지하철도보: 
$198만
☎917-292-1818 케일라(부)
--------------------------------------------------------------------

베이사이드, 벽돌 타운하우스, 
Walk in 지하, 차고: $75만
☎917-292-1818 케일라(부)
--------------------------------------------------------------------

플러싱 유니온 한아름근처 독채: 
$109만
☎917-292-1818 케일라(부)
--------------------------------------------------------------------

144-77 Barclay Ave 1베드룸 콘
도: $42만6천
☎917-292-1818 케일라(부)
--------------------------------------------------------------------

북플러싱 Hi- Ranch, 꾸민지하: 
$77만
☎917-292-1818 케일라(부)
--------------------------------------------------------------------

코로나 상가 플러스 4 패밀리, 꾸
민지하, 다이야몬드 컨디션: 193
만☎917-292-1818 케일라(부)
--------------------------------------------------------------------

퀸즈  Junction Blvd New 3패밀
리, 꾸민지하, 지하철 반블럭: 
$165만
☎917-292-1818 케일라(부)
--------------------------------------------------------------------

브루클린, Mixed Building, 1 스토
아+6패밀리, 7% Cap Rate, 지하

철 원블럭: $216만
☎917-292-1818 케일라(부)
--------------------------------------------------------------------

코로나, 41ave 2016년식 7 
Family, 모두 2 베드룸: $429만
☎917-292-1818 케일라(부)
--------------------------------------------------------------------

E. Elmhurst 은행집, 노던근처, 3
패밀리, 74만9천
☎917-292-1818 케일라(부)
--------------------------------------------------------------------

플러싱 노던근처, 2016년 
Commercial 건물, 10년 리스테
넌트, $750만
☎917-292-1818 케일라(부)
--------------------------------------------------------------------

플러싱 유니온상가, 1스토아+4 오
피스, 베스트 로케이션: $282만

☎917-292-1818 케일라(부)
--------------------------------------------------------------------

플러싱중심, 대지: 32*112, R3X, 
$85만
☎917-292-1818 케일라(부)
--------------------------------------------------------------------

플러싱중심, 대지: 40*100, R3X 
Zoning, 2패밀리 도면허가, $102
만☎917-292-1818 케일라(부)
--------------------------------------------------------------------

그레잇넥 노던선상 커머셜건물, 
Brand New 1층: 2700sf, 2
층:2700sf, 풀 지하, 파킹 6대, 
$2.28m
☎917-292-1818 케일라(부)
--------------------------------------------------------------------

먹자골목, 상용건물, 순수입: 8만4
천, 매매가: $139만

☎917-292-1818 케일라(부)
--------------------------------------------------------------------

Middle Village, 3 패밀리 하우스: 
$63만
☎917-292-1818 케일라(부)
--------------------------------------------------------------------

퀸즈 Junction Blvd 10스토아, 순
수입 100만, 매매가: $1200만
☎917-292-1818 케일라(부)
--------------------------------------------------------------------

업스테잇 쇼핑몰: $1100만
☎917-292-1818 케일라(부)
--------------------------------------------------------------------

맨하탄 1층상가 5000sf, 핫로케이
션: $1000만
☎917-292-1818 케일라(부)
--------------------------------------------------------------------

큐가든 77Ave

646-662-1076(부)

메인 1블럭 2층

주디어 2BR

관리비 $746

매매가 18만불 

베이사이드 2BR

917-939-3940(부)

코압 67/223PL 가든포함

1층 월유지비$825 수리

된유닛 새파킹 2년후렌트

허용,펫 ok 25만 9천

포레스트힐 매매

347-400-3372(부)

1BR 1Bath 콘도 386만 
시작. 포레스트 힐 위치 

( F, E 트레인 도보)
아주 좋은 위치! 강추! 

빨리 연락 주세요! 

리틀넥 콘도 매매

347-400-3372(부)

첫집마련하시는 분께 강
추! 가든콘도 아주밝은 
3BR 2.5Bath $569K

알리펀트공원 근처 넓은
거실 새부엌,발코니

한국 송도 분양

718-926-2030(부)

아파트,오피스텔 외국인

단지 분양,전화주시면 

상당부터 계약까지 가능

프라미스(부) 리차드박

플러싱 34/유니온

917-939-3940(부)

구조좋은 코너 2BR

좋은전망 월유지비 $928

전기세 포함

가격 29만 9천 

남도 먹거리 특판전이 추수 감사절을 맞아 

뉴저지 포트리 한남체인에서 17일~27일까지 

열린다. 

여수 특산품 수출협의회 소속 종말이 푸드, 

흥진, 그린 씨푸드, 종말이 푸드 등 10개 업체

의 피문어, 멸치, 여수 가막만 홍합부터 광양 

매실 액기스, 밑반찬까지 40여 종류의 제품이 

선보이게 된다. 

곽훈 회장은 “품질 좋은 특산품들을 한국에

서 가져와 추수 감사절을 맞아 판매하고 있

다”며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게 덤도 푸짐

하게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한남체인에 들러 

맛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201-224-

0036

한남체인 '남도 먹거리 특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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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640-8084
기타 구인

가족같이 도와줄 간병인구함
(여자분)오전7시-12시,시간당
$20 (체크지불), LIRR43 에서 2
마일, 시간조절가능,무경험가능
☎917-439-0486
11/19/16-------------------------------------------------------------------12/10/16

타주에서 장판까는일 하실 건강
한 여성분구합니다. 숙식제공, 월
수입 3천불 이상 신분관계없음, 뉴
욕 직행버스 있음
☎317-471-9173
10/29/16-------------------------------------------------------------------11/28/16

롱아일랜드 플랜뷰 미용사 구함 
중간기술자, 샴푸하실 분(샴푸걸)
☎516-749-8241
9/27/16-----------------------------------------------------------------11/28/16

미국최대의 보험회사인 
매스뮤츄얼 (Mass Mutual)에서 
한국인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201-266-0072 
☎845-553-4861
10/2516-----------------------------------------------------------11/24/16//

의류 판매 하실분 노던 156 H-mart 
입구 가게에서 일하실분
일요일도 가능하신분
☎718-321-8535
10/416------------------------------------------------------------11/3/16

베이비시터구함 (베이사이드)
매 주일 3시간 
오전10시-1시까지 
☎646-752-1453
 10/22/16---------------------------------------------------------11/11/21/16

고객 서비스 담당자 구인
바쁜 서비스 회사에서 고객 서비
스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유쾌
한 성격, 뛰어난 언어 및 의사 소
통 기술, 그리고 다중 작업, 일정
과 약속에 스케줄 능력, 전화 응답 
☎212-804-6777(Max)
10/416------------------------------------------------------------11/3/16

미국 다이너,미국식당겸 랍스터 하
우스(탑판pappan 옆 rout 303 
blauvelt 지역)에서 웨이트리스, 
웨이터, 디시워시 구합니다. 

☎845-359-5159 
☎909-859-5082 
9/24/16------------------------------------------------------------10/23/16

네일가게에서 가족처럼 지내며
훼이셜,네일,왁스 열심히 배우면
서 일하실분.☎646-265-9932
9/27/16--------------------------------------------------------------------10/26/16

1.동양건강요법사(인턴겸 보조)
근무시간: 8:30AM ~ 1:30PM,  
월-금 ($20-1 Hr)중식제공,이후 
풀타임 전환가능 (대졸 초임 이상) 
한국어,영어 능통자, 용모단정한 (

남)2. 주 2-3 일간 안내하실분 (여) 
($20-1 Hr)후러싱 전철역에서 도보 
10분거리 ☎(646) 384-9997
9/17/16-------------------------------------------------------------------------gu

비철금속 전문 제작업체에서
알곤 용접 비철 금속 제작설치
경력 있으신분 구합니다.워싱턴 북
버지니아,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분
☎703-354-1345
9/17/16--------------------------------------------------------------------10/16/16

급구 웨이터,웨이츄레스
커네티컷 하트포드
한정식당,숙식제공
☎860-878-1929
9/10/16--------------------------------------------------------------------10/9/16

가족처럼 지내실 웨이터
웨이츄레스 구합니다. 
퀸즈지역 한인식당 
☎917-943-8508
8/30/16--------------------------------------------------------------------9/29/16

"소자본으로 사업구상하시는 분
들께 희소식. 영업에 대한 용기와 
열정이 있으시면서 음악연주 좋아

베이비시터구함

646-752-1453

베이사이드
매 주일 3시간 

오전10시-1시까지 

보험사 구인

201-266-0072 
845-553-4861

미국 최대의 보험회사인 

매스뮤츄얼(Mass Mutual)에서 

한국인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장판까는일 구인

845-553-4861

타주에서 장판까는일 하실 

건강한 여성분구합니다. 

숙식제공, 월수입 3천불 이상 

신분관계없음, 

뉴욕 직행버스 있음

주류라이센스 전문

917-868-8484

* 취득 못할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

Liquor license * Not 

approved no charge 

사업자 구인

847-942-0868

소자본으로 사업구상하시는 분

들께 희소식. 영업에 대한 용기와 

열정이 있고, 음악연주 좋아하시

는 분들한테 좋은 사업, 전화주시

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작업

917-882-0131

파운데이션

타일 페이버

비철금속업체 구인

703-354-1345

비철금속 전문 제작업체에

서 알곤 용접 비철 금속 제

작설치 경력있으신 분 구

합니다, 워싱턴 북버지니

아,취업에 결격사유 없는분

튜터 구함

646-667-8314

스페니쉬 전공자 

튜터 구함, 여자분 

10학년 지도하실 분

일요일 하실 수 있는분 

한인식당 구인

917-943-8508

가족처럼 지내실 웨이터

웨이츄레스 구합니다. 

퀸즈지역

한인식당.

미국식당 구인

845-359-5159
909-859-5082

미국 다이너,미국식당겸 랍
스터 하우스(탑판Pappan 
옆 Rt. 303 Blauvelt 지역)
에서 웨이트리스, 웨이터, 

디시워시 구합니다. 

한정식당 서빙 급구

860-878-1929

급구 웨이터,웨이츄레스

커네티컷 하트포드

한정식당

숙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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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사업입니
다.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
겠습니다
☎847-942-0868 (태리 박)
/10/16--------------------------------------------------------------------10/9/16

가사도우미 웨체스터 새벽5시 
출근 톨비제공, 모든 집안일 담당
해주실 분 구합니다.
☎845-664-3122
9/3/16-------------------------------------------------------------------10/2/16

주방 헬퍼 구함 초보자도 환영
뒷일 하실 분도 구합니다
업스테잇 코넬대 근처,숙식제공
☎347-362-3665
8/27/16--------------------------------------------------------------------9/26/16

플러싱 위치한 안과에서 
영어 ,중국어.한국어 하는 30세 
미만의 아가씨 구합니다
☎ 718-200-9650
1/24/15------------------------------------------------------------------------

남부 NJ (숙식제공 필요시)
네일 고급 기술자 &초급&중급.
NJ 라이센스 소지자에 한함
할러데이 페이/쾌적한 근무 환경
(포트리에서 1:30분거리) 
☎ 856-813-0934
7/20/12-----------------------------------------------------------------------OP

초보자 / 중간 기술자 구함 
와잇스톤 지역 
☎ 718-445-6774 
☎ 516-660-7390
7/20/12-----------------------------------------------------------------------O

베이비시터/홈케어 구인 

버겐아울렛몰 5분거리 헤켄색
100일 여자아기 돌보아주실 
출퇴근 베이비시터 구함
7-8 am 사이에서 1-3 pm 까지
급여: 문의바람
☎201-390-6886
11/12/16------------------------------------------------------------12/11/16

(급구) 가정 도우미
베이비시터,가사도우미,산후조
리,간병인,청소, (수시접수함/지
원바람) 가정 도우미 소개소

☎718-844-2244
☎201-898-4595
9/2716------------------------------------------------------------10/26/16

"환자주도 운영 미정부지원 홈케
어직. 무자격증자 OK (현금직 아
님). 낮번(목금2일)+밤번 (화금 
1-2일) 총 주 36-48시간 근무.
근무처 퀸즈블르바드 61가. 시간
당 $10+유급휴가(최장 10일 미
사용시 $1200불환불)+유급병가, 
상해보험,건강보험유.
mk21@columbia.edu”
10/15/16-------------------------------------------------------------------11/14/16

운전 관련 구인 

뉴저지 렌트카 회사에서 일하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뉴저지 거주자.☎ 201-364-8989
12/20/14----------------------------------------------------------=-------------

참신하고 책임감 강하신 
50세이하 트럭기사 구합니다. 
(플러싱 지역)
☎ 718-704-8213
-------------------------------------------------------------------------------

뉴욕 지리 잘아시는 기사분 모집
합니다.일반면허증 됩니다.
트럭운전 나이는 60세 이하.
출퇴근 차 있는분 환영.
☎646-294-0022 
5/16/15------------------------------------------------------------------------

귀국이사전문업체 키워드 익스프
레스에서 기사분모십니다
☎201-672-9400
-------------------------------------------------------------------------------

이사짐 센터에서 
성실한 분 일하실 분 
구합니다(초보자 환영)
☎ 718-813-9696
----------------------------------------------------------------4/30/15

영어 가능한 운전 강사 구함  
☎ 718-762-8500
☎ 718-762-8300
04/01/13------------------------------------------------------------------------

자격증/라이센스 관련  

주류 라이센스 전문
*취득 못 할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
Liquor license
*Not approved no charge 
☎917-868-8484
7/30/16--------------------------------------------------------3M-11/15/16

구인 지압사·마사지사

버지니아 지압집
마사지사 구함
☎703-401-0032
10/29/16-------------------------------------------------------------------11/28/16

지압사 구함 
버지니아 패어팩스 숙식제공 
☎571-327-9689
10/4/16--------------------------------------------------------------------1/3/17

지압사 급구 
로드아일랜드 지역 
라이센스소지자 환영 수입좋음
☎646-642-1122
☎917-444-0991
9/27/16--------------------------------------------------------------------10/26/16

마사지 라이센스 필요하신분
뉴욕, 테네시, 조지아 등...
☎917-974-7974
9/27/16--------------------------------------------------------------------10/26/16

지압사 구함
용모단정하신분 
☎201-600-1687
9/3/16-------------------------------------------------------------------10/2/16

뉴저지 마사지사 구인 (여자분) 
주1회 전문오피스 Ramsey NJ 
07446 라이센스 없어도 상관없음 
☎ 917-750-5431
9/6/16----------------------------------------------------------------------10/6/16

급구: 타주 마사지사 구함 
경험있는 분
나이는 상관없이 세련된 사람 
☎516-424-5057
8/20/16----------------------------------------------------------------3+2-12/03/16

미용관련  

면허취득과 동시에 취업 연결
토탈 면허 / 스킨 케어 면허 NY 
주 미용감독 이선주 직강  미용연
구반(남자컷,매직 등), 메이크업, 
영구화장, 롱레쉬 저렴한 학비,페
이먼 플랜  대규모 최신 시설.티파
니 미용학교 ☎ 917-406-8897
05/07-------------------------------------------NYF----------------------------op

뉴저지 코스모 뷰티 아카데미 
Cosmo beautyAcademy
토탈 네일 피부미용 헤어 
뉴저지 최고의 한국인 선생님 
러시안 볼륨 속눈썹 교육 
뉴저지 주정부 정식 인가 학교 
미용라이센스 취득 
431 N Midland Saddle Brook NJ
☎201-803-9311(한국어)
☎201-797-8800(영어)
05/07-------------------------------------------NYF----------------------------op

신개념 속눈썹 교육과 도매판매
◆뉴욕 네일협회-매주 월요일 
10am-12pm 교육
◆뉴저지 교육(매일교육) 속성만: 
10am-12pm, 8pm-10pm
-30분에 끝나는 테크닉 
-취업과 수료증, 출장교육 가능함 
La bella7 ☎201-957-3737
05/07-------------------------------------------NYF----------------------------op

스킨케어, 속눈썹연장 &펌 & 염색
*초보자도 바로 일할 수 있는 실전위
주의 속성 교육
*스킨분석 방법 및 그에 따른 관리
와 기계 설명 
*시술 및 교육 (재료 Full Set 포함) 
*최신 Layer기법 1 to 1기법
*(더빨리, 더쉽게,더 많이 붙일 수 있
는 기법) 
*아이래쉬 디자인에 따른 연습 포함
*일본제 100%실크 속눈썹
다년간의 미용학원 티칭 *시술경력
*뉴욕주 교사 자격증 소지
*속눈썹 관련 재료 판매 
예약필수 (Certificate 발급가능)
☎917-319-2903
10/27/15------------------------------------------------------------------1/26/16

통역·번역

Will 번역 통역 이민 서류, 법률 서
류, 법정 통역, 비즈니스 통역, 논문, 
각종 서류 모든 것 (영어 그룹 지도) 

leenewyork@hotmail.com
☎ 646-640-6204 
☎ 917-849-9266
11/111/14---------------------4m--------------NY------------------------11/10/15 

유아원·방과후 학교 

꿈나무 유아원 
뉴욕주 그룹 homeday care 
license, 밝고 깨끗한 환경 연령에 
맞는 다양한 교육 유아 교육 전공, 
선생님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잘 돌
보아 드립니다. nursey 0-2세반 
toddler 2-4세반  특별활동(몬테
소리 가베교육) 야외활동, 차량 운
행 (43-20 Murray St) 
☎ 917-882-2725
02/22/14-----------------------------------N.Y------------------------------04/21/1

 엘림 유치원 (유치원&방과후학교)
*오랜 역사의 뉴욕주 license 학교.
*수시등록가능  *엄마손 홈 메이드 
점심*다양한 시간선택 가능 (월~토  
7AM - 8PM)*연령별 철저한 학습
지도와 다양한 예능교육*연령별 재
미있는 뮤지컬 수업
*최고의 교육환경과 안전한 야외놀
이시설 *자연과 함께하는 유아 숲 교
육 프로그램 운영*썸머캠프 운영, 연
장가능, 차량운행 
☎ 718- 406-1329
주소 : 157-15 Oak Ave Flushing  
12/01/11---------------------------------------------NY-------------------12/31/12

<7일 오픈 데이케어>
(뉴욕주 정부 인가)20년 경험을 바
탕으로 시간제한 없이 사랑으로 돌
보아 드립니다 대상(1세~4세),
미술,색종이 접기,피아노 지도,차
량 운행 (140-02 Poplar Ave.) 
☎ 718-888-9022
05/1/14-----------------------------------N.Y------------------------------06/230/1 

틀니전문 치과 

곽명순 치과 틀니전문 치과 
무료 상당환영 틀니당일 수리 
한시간내에 가능 
30년 경력 기공사와 의사 
진료 과목: 임플란트 일반치과 
신경치료 교정 사랑니 발치 
142-10B#21루즈벨트 7번종
점3분 ☎ 718-359-2519
05/07-------------------------------------------NYF----------------------------op\

스케일링 $40 
 

무료 검사 스케일링 $40 
치과 항목 : 잇몸치료 크라운 
사랑니 급성치통 틀니교정 각
종 틀니 신경치료 충치치료 각
종발치 월~토 9:30~6PM 
136-08 38TH Ave.#303
(7번종점 1분) 
☎ 718-939-1989
05/07-------------------------------------------NYF-------------------------------o

건축·보수·목수

해바라기 건축 전기 목수 중축 보
수등 상/하수도 가스 공사 화장실 
보일러 세면대 욕실 부엌 
싱크 닥트 히팅 스프링 쿨러 
플러밍의 모든 설치 
☎ 718-644-5071
--------------------------------------------------------------------------------

김목수 (심양 건축) 
풍부한 경험으로 성심껏 완벽하게 
도아드립니다. 화장실 욕조 주방 
타일 마루 페인트 네일 세탁소 
델리 식당등 모든업소
☎646-243-2202(보험소지)
-------------------------------------------------------------------------------

건축 인테리어 공사 목수일 마루 
타일 페인트 가구제작 상가 가정집 
신/증축 공사 플러밍 변기 욕조 보
일러 드레인 전기 배전판 조명 에
어컨 카메라 모든 전기 전자 배선
공사Lifeline interior <라이센스 
#1268665>   ☎ 917-292-2626
☎ 718-316-8453
7/7/16---------------6m----------------------NY-------------------------------------

한미 종합 건축 집, 가게, 빌딩, 전
기, 개스, 철공, 용접, 보일러, 에어
컨, 목수일, 페인트, 정원공사, 벽
돌, 하수구, 쓰레기 수거
☎ 718-541-6111 (24hr)
-------------------------------------------------------------------------------

수거/청소/수리 전문 

중고 페티큐어 판매(구입) 
다량보유(6개월-1년 보증)
설치, 수리,전문업체
네일가게 용품(판매및구입)가게,주
택(전기,플러밍)모든공사, 82-31 
164th St, Jamaica NY 11432
☎ 718-986-2442 
----------------------------------------------------------------------------

정크 익스프레스 
(뉴욕시 정식 허가 전문 업체) 
각종 공사후 쓰레기,고철수거,
델리,세탁소 라운드리멧 철거, 지하실 
청소,네일가게 페디큐어 콘크리트, 
백야드 쓰레기청소,정크차. 
무료픽업,무료상담,무료견적               
☎ 718-415-2004 
4/01/14-------------------------6M----------------NY-----------------------03/31/16

수리 전문 

의자 천가리 전문업체
네일의자  페디케어체어  식탁의자 
미용실의자 맛사지 침대 부박이소파 
쿠션  주문제작 천가리 전문업체 
네일가구 수리해드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해드림
☎347-786-0111
☎646-581-1200
4/1/15--------------------------------------------------------------------09/31/1

악기 수리 합니다. 얼반뮤직
☎917-882-0131
------------------------------------------------------------------------------

세탁기/드라이어 설치 수리 판매 
가정용, 상업용-Wascomat 50파운

타주 마사지사 급구

917-750-5431

경험있는분 구함

나이는 상관없이

세련된 사람

지압사 구인 

201-600-1687

용모 단정하신 분

좋은 환경

지압사 구합니다

NJ마사지사 구인

917-750-5431

주1회 전문오피스

Ramsey NJ07446

라이센스 없어도 

상관없음

지압사 급구

646-642-1122
917-444-0991

로드아일랜드 지역

라이센스소지자 환영

수입좋음

마사지 라이센스 

917-974-7974

마사지 

라이센스 

필요하신분

뉴욕,테네시, 조지아...

지압사 구인

703-401-0032

버지니아 

지압집에서 

마사지사 

구합니다.

지압사 구인

571-327-9689

정식 지압

버지니아 패어팩스 

라이센스 우대

숙 식 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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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7대, 35파운드 14대, 28파운드 14
대18파운드 7대, Dryer 2층 15대, LG 
드럼용 세탁기/드라이어  
☎201-618-8497             
☎201-313-1686
------------------------------------------------------------------------------

중고 페티큐어 판매(구입) 
다량보유(6개월-1년 보증)
설치, 수리,전문업체
네일가게 용품(판매및구입)가
게,주택(전기,플러밍)모든공가, 
82-31 164th St, Jamaica NY 
11432☎718-986-2442 
05/01/14-------------------------------------------------------------------12/31/15

컴퓨터 수리 전문 

JC TECH 컴퓨터 수리 윈도우 재
설치 40불에 OK / 고장 진단 무조
건무료 플러싱 최저가 수리 / 최저
가 완벽 제작 & 싼 중고 컴퓨터 판
매 / 무료 픽업 서비스& 당일 수리   
☎ 718-461-2050
☎ 914-484-1588 C.P.
10AM-7PM 플러싱 삼원각옆

-------------------------------------------------------------------------2/31/15/

컴퓨터 출장수리 업그레이드 판매 
20년 경력 컴퓨터 노하우/ 출장비 
픽업/딜리버리 공짜, 수리비 $30  
전화 문의 환영  PM 10시까지              
☎ 718-406-6056 
-------------------------------------------------------------------------9/31/15

1:1개인 과외 클래스 오픈 100%
만족 보장 판매 수리 웹사이트 전
문 모든 컴퓨터 문제 해결 깨진 스
크린 수리 휴대폰까지 
HD초고화질 CCTV 설치 
☎718-762-6000 
--------------------------------------------------------------------------------

컴퓨터 출장 수리 & 교육 
업그레이드 컴퓨터에 관한 
모든 문제 해결 픽업 
출장수리 B & B 컴퓨터
☎ 718-279-2685
--------------------------------------------------------------------------------

웹사이트 전문 제작 

회사 기업 단체 교회 식당 등

모든 사업체와 공공기간 
인터넷 쇼핑몰부터 간단한 웹사
이트까지 원하시는 인터넷을 20
년간 경험과 뉴욕 최고의 디자인
의 기술로 쉽고 빠르게 제작해 드
립니다. 
포트폴리오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최저가 보장.
HANAINTERNET.COM
☎917-640-7717
------------------------------------------------------------------------------

네일가게 구인

646-265-9932

가족처럼 지내며

훼이셜,네일,왁스

열심히 배우면서 

일하실 분.

S.NJ 고급 네일가게

856-813-0934

초급&중급&기술자
NJ라이센스 소지자에 
한함, 할리데이 페이

쾌적한 근무환경
(포트리에서 1:30분)

필요시 숙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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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관련 COMpUTeR
컴퓨터 수리 | 출장수리 | 컴퓨터 판매 | 네트워크 | 회사/가정용 | 웹사이트 | 컴퓨터 교육 | CCTV | 업그레이드

--작

웹사이트 전문 제작 

웹사이트 제작(14년간 뉴욕에서)
기업 교회 단체 웹제작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까지

☎ 347-368-6866
11/16/13-------------------3+2---------NY---------------------------------------

회사 기업 단체 교회 식당 등
모든 사업체와 공공기간 
인터넷 쇼핑몰부터 간단한 웹사
이트까지 원하시는 인터넷을 20
년간 경험과 뉴욕 최고의 디자인
의 기술로 쉽고 빠르게 제작해 
드립니다. ☎917-640-7717
포트폴리오는 아래 웹사이트에
서 확인하세요. 최저가 보장.
HANAINTERNET.COM
----------------------------------------------------------------------------

초보.전문 컴퓨터 교육 

사랑방 컴퓨터 교실 컴맹탈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후원비3개월 12회 1시간 30분
씩 $150로 후원비만 받습니다  
41-54 149 PL, 플러싱
사랑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합니다  
☎ 718-888-9080
☎ 646-269-2628
-------------------------------------------------------------------------------

뉴욕 지역  수리 전문 

JC TECH 컴퓨터 수리 윈도우 재

설치 40불에 OK / 고장 진단 무조

건무료 플러싱 최저가 수리 / 최저

가 완벽 제작 & 싼 중고 컴퓨터 판

매 / 무료 픽업 서비스& 당일 수리   

☎ 718-461-2050

☎ 914-484-1588 C.P.

10AM-7PM 플러싱 삼원각옆
--------------------------------------------------------------------------2/31/15/

1:1개인 과외 클래스 오픈 100%
만족 보장 판매 수리 웹사이트 전

문 모든 컴퓨터 문제 해결 깨진 스

크린 수리 휴대폰까지 

HD초고화질 CCTV 설치 

☎718-762-6000 
-------------------------------------------------------------------------------

컴퓨터 출장수리 업그레이드 판매 
20년 경력 컴퓨터 노하우/ 출장비 

픽업/딜리버리 공짜, 수리비 $30  

전화 문의 환영  PM 10시까지              

☎ 718-406-6056 
---------------------------------------------------------------------------9/31/

컴퓨터 출장 수리 & 교육 
업그레이드 컴퓨터에 관한 

모든 문제 해결 픽업 

출장수리 B & B 컴퓨터

☎ 718-279-2685
-------------------------------------------------------------------------------

업그레이드 판매. 
출장비 /픽업 /딜리버리 공짜

20년 경력 컴퓨터 노하우
전화 문의 환영 
 PM 10시까지

TEL. : 718-406-6056

컴퓨터 출장수리
 $30(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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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전문지도 edUCaTION
CDL 라이센스 취득 | 통역/번역 | 취미 | 전문 기술지도 | 마사지 면허 | 미용 자격증 | 여룸학교 | 음악지도 | 과외 

미용 자격증

신개념 속눈썹 교육과 도매판매
◆뉴욕 네일협회-매주 월요일 
10am-12pm 교육
◆뉴저지 교육(매일교육) 속성만: 
10am-12pm, 8pm-10pm
-30분에 끝나는 테크닉
-1일 교육후 영업가능
-취업과 수료증, 출장교육 가능함 
La bella7 ☎201-957-3737
05/07-------------------------------------------NYF----------------------------op

뉴저지 코스모 뷰티 아카데미 
Cosmo beautyAcademy
토탈 네일 피부미용 헤어 
뉴저지 최고의 한국인 선생님 
러시안 볼륨 속눈썹 교육 
뉴저지 주정부 정식 인가 학교 
미용라이센스 취득 
431 N Midland Saddle Brook NJ
☎201-803-9311(한국어)

☎201-797-8800(영어)
05/07-------------------------------------------NYF----------------------------op

면허취득과 동시에 취업 연결
토탈 면허 / 스킨 케어 면허
 NY 주 미용감독 이선주 직강 
미용연구반(남자컷,매직 등), 
메이크업, 영구화장, 롱레쉬 
저렴한 학비,페이먼 플랜  
대규모 최신 시설.티파니 미용학교 
☎ 917-406-8897
05/07-------------------------------------------NYF----------------------------op

스킨케어,속눈썹연장&펌&염색

스킨케어,속눈썹연장&펌&염색
*초보자도 바로 일할 수 있는 실전위
주의 속성 교육
*스킨분석 방법 및 그에 따른 관리
와 기계 설명 
*시술 및 교육 (재료 Full Set 포함) 
*최신 Layer기법 1 to 1기법
*(더빨리, 더쉽게,더 많이 붙일 수 있

는 기법)
*아이래쉬 디자인에 따른 연습 포함
*일본제 100%실크 속눈썹
다년간의 미용학원 티칭 *시술경력
*뉴욕주 교사 자격증 소지
*속눈썹 관련 재료 판매 
예약필수 (Certificate 발급가능) 
☎917-319-2903
10/27/15------------------------------------------------------------------1/26/16

초중고 과외 

여자선생님이 과외지도 
영어수학입시준비
☎ 646-416-0467 
9/10/16--------------------------------------------------------------------10/9/16

초 중고생 영어와 수학을 
정성껏 가르쳐 드립니다. 
☎347-838-1582 
6/25/16---------------------------------------------------------------9/19/16

영어 실력이 부족한 초/중고생, 
한국에서 갓 이민온 학생들 

일대일 집중 지도해 드립니다.
☎ 718-279-2685
3/1/15-----------------------------------------------------------------------

영어 전문 지도

영어회화 개인지도 한달 $150, 
1:1 일주일 두번, 교재제공, 플러
싱 파슨스 Blvd, 뉴욕 15년 강의, 
시민권 공부(모두합격 했음), 왕초
보 대 환영, 한글 영어로 번역, 서
류, 편지쓰기, 동시통역   
☎917-417-9240
1/25/15---------------------------------------------------------------------4/31/16

왕초보 영어 특별지도 월 $99불 
부터 그룹지도, 시민권반, 회화반, 
쓰고 읽기반, 수준별 개인지도
☎ 718-915-2000
------------------------------------------------------------------------------

작가 최복림 씨가 운영하는 영어 북 
클럽이 매 달 첫 수요일 마다 모이고 
있다. 장소는 46-20 Parsons Blvd., 

Flushing. 그 달의 영어 소설을 읽고 토
론하는 모임인데 현재 8-10 회원이 출
석하고 있다. 회비는 월 10 달러, 시간
은  매 달 첫 수요일 저녁 6-8 시.
☎ 917-574-9676.
6/28/16--------------------------------------------------------------------7/27/16

음악 지도

섹소폰, 트럼펫, 플룻, 레슨 
초보부터 리즈마6 어른도 지도함,
작은 파티 출장연주 중고 빈티지 악
기 판매        ☎ 917-678-2957
6/4/16-------------------------------------------6M-------------------11/3/16

6개월 피아노 반주법 완성
주부님들 그룹레슨(초보자환영)
어린학생 기초부터~니즈마 준비 
및 만점 배출,오스트리아 국립음
대 클래식 전공, 메네스 음대 째
즈,NYU실용음악석사및 전 NYU
조교수 (문자 남겨주세요)
☎917-887-5784

10/8/16--------------------------------------------------------------------1/21/17

트렘펫 동호회 브라스 악기 동호회 
매주 목요일 7시 얼반뮤직
☎917-882-0131
-----------------------------------------------------------------------------ku

옷/수선 기술 지도 

명품 가죽백 수리
주문 생산. 핸드백 교실
603B Brord Ave.

꿈나무 유아원

917-882-2725

뉴욕주 그룹 homeday care 
license,밝고 깨끗한 환경 
nursey 0-2세반 toddler 2-4
세반 특별활동,야외활동,차
량운행 (43-20 Murray St)

영어 지도

718-279-2685

영어 실력이 부족한 초

중고생,한국에서 갓이민

온학생, 1:1개인지도

해드립니다.

명품 가죽백 수리

917-355-6151

주문 생산

핸드백 교실

603B Brord Ave.

Ridgefield NJ07650

영어 북 클럽

718-279-2685

작가 최복림씨가 운영
하는 영어북클럽,매달첫
수요일(저녁6-8)그달의 
영어소설을 읽고 토론
(46-20 Prarson Blvd)

6개월피아노반주법 완성

917-887-5784

주부님들 그룹레슨(초보자환영)어린

학생 기초부터~니즈마준비 및 만점

배출, 오스트리아 국립음대 클래식

전공, 메네스음대 째즈,NYU실용음악

석사및 전 NYU조교수(문자주세요)

엘림 유치원

718-406-1329

오랜 역사의 뉴욕주license학

교,엄마손 홈 메이드 점심,다

양한 시간선택 가능(월~토 

7AM - 8PM)연령별 철저한

학습지도와 다양한 예능교육

7일오픈 데이케어

718-888-9022

(뉴욕주 정부 인가)20년 
경험을 바탕으로 시간제
한 없이 돌보아 드립니다 
대상(1~4세),미술,종이접
기,피아노 지도,차량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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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스트레스와 수면 부

족은 땔 수 없는 밀접한 연관관계에 

놓여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잠

들기 힘들거나 수시로 잠이 깨는 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을 확률이 높다

는 것이다. 잠을 제대로 못자면 스트

레스 강도가 높아져 더욱 잠들기 어려

운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미국심리학회에 따르면 하루 수면

시간이 8시간 이하인 사람은 그보다 

길게 자는 사람보다 스트레스 증후군

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 이런 사람들

은 잠들기 전 명상을 한다거나 마음을 

차분하게 달래주는 음악을 들으며 긴

장을 풀어주는 것이 잠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다. 

◆ 수면 환경= 잠을 자는 공간 역시 

잠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신경에 거슬리는 소음이 계속된다거

나 네온사인과 같은 불빛이 창문을 통

해 번쩍인다면 잠들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럴 땐 침실환경을 좀 더 수면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 

빛이 거슬린다면 암막커튼을 치고 

소음이 문제라면 귀마개를 이용한다. 

침대 매트리스 상태, 실내온도와 습도 

등도 수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같은 

부분이 수면을 방해하는 건 아닌지 생

각해볼 필요가 있다. 

◆ 등-허리 통증= 허리와 등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만성요통환자라면 

잠을 잘 때 편안한 자세를 잡기가 쉽

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

를 받는 것이지만 증세가 쉽게 완화

되진 않으므로 수면 자세에 계속 신

경 써야 한다. 

미국 메이오클리닉에 따르면 등으로 

가해지는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선 바

로 누워 자는 것보단 옆으로 누워 자

는 자세가 낫다. 이때 무릎은 가슴 방

향으로 살짝 구부려 당긴다. 또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껴둔다. 통증이 느껴

지는 등의 위치에 따라 편안하게 느끼

는 수면자세는 달라지므로 병원에서 

본인 증세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얻

는 것이 좋다. 

매일 밤 반복되는 수면장애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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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gefield NJ07650
☎917-355 - 6151
10/25/16-------------------------------------------------------------------11/24//17

엘빈 디자인 아카데미 
옷수선반 : 초, 중, 고급반
( 바지부터 자켓, 가죽, 등~ 손님이 
가져 올 수 있는 모든 옷을 다 배움)
리폼반: 헌옷이나 새 옷(싸이즈 30
호를 싸이즈 4호로 만듦.)을 뉴 디자
인으로 만듬.
패턴반: 만들고 싶은 옷을 디자인 해
서, 싸이즈를 재서, 패턴을 제작 한 
후 , 옷을 만듦.(취업을 하거나 비즈
니스를 열면 손님 옷을 맞춰 줄 수 
있게 가르쳐 줌.)1 Northern Blvd. 
(2FL) Great Neck NY 11021
☎718-886-4326 
☎917-670-0301
(택배 , Fedex 2층)
----------------------------------------------------------------------------------------5/7/15

패턴(재단) 옷수선 기술 지도  
뉴욕에서 제일쉽고 정확하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1:1 개인지도
비표준 체격까지 가봉 안해도 옷이 
예쁘게 나오는 특수 패턴 제작법.
각종 디자인의 자기옷을 만들고 싶은분 
패턴을 배운 후에도 옷이 예쁘게 안

나오는 분, 기초부터 뉴디자인의 어
려운 패턴과 소잉까지 완성, 미국 
Parsons Fashion 대학에서 가르
치는 뉴디자인 패턴 지도, Parsons 
&FIT 학생 졸업작품 특별지도, 뉴디자
인의 Bra 등 200여 가지 패턴을 배
울수 있음. 
각종 디자인의 패턴 떠 드림, 30년 
이상 경력 뉴욕에서 20년지도
K&J Fashion ☎ 718-640-8084
----------------------------------------------------------------------------------------5/7/15

유아원·데이케어

<7일오픈 데이케어>
(뉴욕주 정부 인가)20년 경험을 바
탕으로 시간제한 없이 사랑으로 돌
보아 드립니다  
대상(1세~4세),미술,색종이 접기,  
지도,차량 운행
(140-02 Poplar Ave.) 
☎ 718-888-9022
5/1/14-----------------------------------------------------------------june/31/16

예성 데이케어-
1-4세, 제한된 인원수, 건강 식단, 
1:1 교육방식, 풀타임가능, 차량운

행 가능, 뉴욕주 그룹 홈 데이케어 
라이센스,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드립니다.(45-34Utopia Pkwy)
☎718-687-3533
6/11/16-----------------------------------------------------------------9/10/16

엘림유치원(유치원&방과후학교)

*오랜 역사의 뉴욕주 license 학교.

*수시등록가능  *엄마손 홈 메이드 점

심*다양한 시간선택 가능 (월~토  7AM 

- 8PM)*연령별 철저한 학습지도와 다

양한 예능교육*연령별 재미있는 뮤지

컬 수업

*최고의 교육환경과 안전한 야외놀이

시설 *자연과 함께하는 유아 숲 교육 프

로그램 운영

*썸머캠프 운영,연장가능,차량운행 

☎ 718- 406-1329
주소 : 157-15 Oak Ave Flushing 
1/01/14-----------------------------------------------NY------------------12/31/14

애플데이케어&방과후학교 
데이케어 0-4세미만 오전8~오후
8시(월~토) 오랜경험으로 나이 수
준에 따라 다양한 맞춤교육으로 최
고임을 자부합니다. 깨끗한 넓은 실
내외 안전한 놀이시설 간식 및 식사
제공, Pre K-Gr.5(소수인원 모집) 

토요한글학교 숙제 및 수준별 맞춤
교육으로 성적을 향상시켜줍니다.(
차량운행)168-07 35Ave 플 러싱
☎ 347-394-9932
3/19/16----------------------------------------------------------------------사

꿈나무 유아원 
뉴욕주 그룹 homeday care 
license, 밝고 깨끗한 환경 연령
에 맞는 다양한 교육 유아 교육 전
공, 선생님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잘 돌보아 드립니다. nursey 0-2
세반 toddler 2-4세반  특별활동
(몬테소리 가베교육) 야외활동, 차
량 운행 (43-20 Murray St) 
☎ 917-882-2725
02/22/14-----------------------------------N.Y------------------------------7/31/16

통역·번역

Will 번역 통역 이민 서류, 법률 서류, 
법정 통역, 비즈니스 통역, 논문, 각
종 서류 모든 것 (영어 그룹 지도)
leenewyork@hotmail.com
☎ 646-640-6204
☎ 917-849-9266
1/5/16----------------------------------------------------------------------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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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음식에 따라 DNA 배열이 달라진다는 증

거가 발견됐다. 채소를 먹는 판다와 고기를 먹는 

북극곰에는 예측 가능한 유전적 차이가 있을까? 

영국 옥스퍼드대학 식물학과의 켈리 박사와 수

어드 연구원은 이를 검증하고자 진핵생물에 기

생하는 ‘키네토플라스티다’와 박테리아에 기생

하는 ‘몰리쿠테스’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다. 

이 두 생물은 공통조상에서 유래했지만 하나는 

식물에, 다른 하나는 동물에 기생하며 서로 다른 

음식을 섭취한다. 

연구진은 이들 생물이 섭취하는 질소 수준에 

따라 DNA배열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저질소, 고당 음식을 섭취하는 생물은 고

질소 고단백을 섭취하는 생물보다 DNA 배열

을 구성하는 원자인 질소 수준이 더 낮았다. 이

런 결과는 세포대사와 진화 사이의 숨겨진 관계

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DNA 배열은 음식에 

대한 적응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유전자 분석

으로 유기체가 섭취하는 영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동안 아주 가까운 두 유기체가 왜 유

전적 구성에서 그토록 다른지는 불명확했다. 이

에 켈리 박사는 “우리 연구는 이런 차이를 설명

하고 우리 자신은 우리가 먹는 것의 결과라는 주

장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과가 더 복잡한 유기체에도 해당

하는지 후속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32 Piermont Rd. Ste7 Cresskill  NJ  07626

201-567-3879

음식이 DNA 구성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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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머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선발된 학생

들과 함께 공부하며 생활하면서 경쟁력도 키울 

수 있으며 또 상당수 프로그램들이 대학 기숙사

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심을 키

우는데도 도움이 된다. 단점은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가 경비다. 대학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은 

곳은 수천달러에서 많게는 1만달러를 훌쩍 넘는

다.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

는 곳도 일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공부한 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 여부

다. 이는 재학 중인 학교의 방침에 달려 있다. 또 

고려할 사항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겠지만, 학교에서 제

공하는 것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본 뒤 결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입시에 도움되는 지 냉정히 생각해본다

각 대학별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인 대학 서머 프로그램은 영리가 

목적이며 3주 정도의 코스를 밟으면서 대학생활

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명문 대학에

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모두 교수들

이 직접 참가하는 것은 아니며 돈을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유명 대학들마다 이런 프로그램

들을 실시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석했다고 해

서 나중에 그 대학에 지원했을 때 혜택을 받는 

것은 없다. 그러나 선발과정부터 까다로운 프로

그램들이 있다. 

예를 들면 MIT가 진행하는'MITES'(Minority 

Introductionto Engineering and Science) 같

은 프로그램은 선발만 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

추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 가운데 

30%가 후에 MIT에 합격한 사실이 이를 잘 증

명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이라면 도전해 볼 만하

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선배 학생들이 있

다면 반드시 평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웹사이트

에 나온 정보와 실제 프로그램을 들어본 학생의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가치판단이 가장 중요

자신의 관심사와 확실한 필요성에 의해 결정해

야 한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은 곤란하

다. 자칫 잘못하면 시간과 돈의 낭비가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

지를 알고 그에 맞는 것을 찾아야 한다. 과학이나 

수학, 역사 등 자신이 흥미롭게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참여해야 경쟁자들에 비해 훨

씬 내실 있는 스펙을 갖출 수 있다. 

이는 입시에서 자신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표

현할 때 다른 수험생과의 차별화를 이룰 수 있

게 된다.

단지 대학입시용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

신의 대학원 혹은 커리어까지 연결되는 매스터 플

랜으로 설정해 접근한다면 더욱 더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을뿐더러 실패할 확률도 줄어들게 된다.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전 꼭 살펴봐야 할 요소

1. 커리큘럼-자신의 그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새로운 것, 도전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지 봐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아카데믹 및 과외활

동에 도움이 돼야한다. 자신에게 꼭 필요하지 않

은 내용이라면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 있다.

2. 강사진-대학에 따라 다르다. 교수가 강의를 

맡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강의 

질에 관한 문제다. 미리 강의를 들어본 선배들

이 있다면 정말 강의가 괜찮았는지 조언을 구

해본다.

3. 위치와 거리-학생의 성격에 따라 새로운 환

경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 3~4주 코스지만, 

집을 떠나 있는 게 부담될 수 있다. 로컬에서도 

만약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굳이 멀리 있는 

곳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다.

4. 비용-부담해야 할 돈이 만만치 않다.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그 프로그램 

대신 다른 방법과 로컬 프로그램에 훨씬 적은 돈

을 투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꼼꼼하

게 따져봐야 한다. 

'대학 서머 프로그램', 입시에 정말
도움되나 냉정히 따져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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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지는 손가락에 끼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반지(斑

指)의 ‘반(斑)’은 ‘나누다’는 뜻이고 ‘지(指)’는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반지는 사람들이 손가락을 걸고 뜻

을 나누는 의미로 끼우는 물건입니다. 

 사람들은 금반지를 볼 때 눈앞의 반짝임에 현혹돼 금

에만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그러나 금반지에서 중요한 

것은 ‘금’이 아니라 ‘반지’, 그러니까 손에 끼워지는 것

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가락에 끼어

진 반지를 보면서 변함없는 사랑의 언약을 상기하지 않

습니까. 그러나 금반지를 보면서 금덩어리에 초점을 둔

다면 반지의 고귀함은 사라지고 그저 욕망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학식 재능 외모 성공 물질…. 이것들은 모두 금이 아니라 

금반지입니다. 모두 하나님나라를 위해 잘 사용돼야 합

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이 주신 반지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주님은 이웃을 복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금반지를 주셨

는데 스스로 반지의 구멍을 막아 금덩어리로만 가지고 

있으려 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

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시 116:12)

금보다 금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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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동호회

천자봉 산악회 (최신15인승벤)
등산길 매번 다른코스 50여곳
노련한 산악대장이 즐거운 하루를 안
내합니다. 등산요일: 월,목,토 8시 
베이사이드 출발 플러싱 경유 
☎646-691-0551
9/13/16------------------------------------------------------------------------------------8/12/17+1m

하늘 산악회 
하늘이 주신 건강을 하늘 산악회와 함께 
하세요. 건강과 즐거움이 함께 합니다. 
·산행요일: 화, 목, 토, 일 
·픽업장소: NY(노던선상 베이사이드 ~플러싱) 
NJ (한남체인, 브로드 Ave 선상, 킹 사우나) 
·매달 1회 Catskill 산행 및 이벤트 있음
(전화문의 요망) ☎ 917-741-0505
2/20/16------------------------------------------------------------------------------------09/19/16

미동부 산악 스키연맹 
전통과 권위있는 미동부 산악스키연맹에
서는 한국 산악계의 원로와 전문 산악인
이 함께하는 해외 원정과 등산 안내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원정: 제12차 알
프스 등반(등산 가능한 남,여) 2016년 6월
22일(수)부터 6월30일(목)까지(8박9일)
·등산안내:주2회(화,토) 오전 8시30분 출
발(유니온 한아름 앞) ·산악상담: 기초 및 
전문지식과 미국 및 해외 산악에 관한 모
든 문의사항 ☎718-219-6645
10/17/15-------------------------------------------------------------------------------------10/16/16

늘푸른 산악회 최신 15인승 밴과 함께
즐겁고 기분좋은 등산을 하십시오. 
베이사이드 지역은 픽업해 드립니다. 
화/목 오전 9시  노던 한양마켓 
주차장에서 출발  
☎ 917-650-3234 (Mr. Kim)
9/15/15--------------------------------------------------------------------------------------03/14/16

미용관련 

신개념 속눈썹 교육과 도매판매
◆뉴욕 네일협회-매주 월요일 10am-
12pm 교육
◆뉴저지 교육(매일교육) 속성만: 10am-
12pm, 8pm-10pm
-30분에 끝나는 테크닉 

-취업과 수료증, 출장교육 가능함 
La bella7    ☎201-957-3737
05/07-------------------------------------------NYF-----------------------------------------------op

인터내셔널 미용학교 (주7일 휴무)
미용에 관한 모든 라이센스 취득,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합니다. 토
탈 미용 라이센스.스킨케어 라이센
스 .네일 라이센스.왁싱 라이센스 
.속눈썹 연장 교육. 한국어로 시험
가능. 저렴한 학비  |  분할납부가
능  |  학생비자 I-20 발급 연방 이
민국 정식인가 학생비자 발급기관  
|  뉴욕 주정부 정식인가 미용면
허 교육기관International Beauty 
Institute, Inc. 42-02A Bell Blvd. 
Bayside, NY 11361  
☎ 718-423-3300
05/07-------------------------------------------NYF------------------------------------------------op

면허취득과 동시에 취업 연결
토탈 면허 / 스킨 케어 면허 NY 주 
미용감독 이선주 직강  미용연구반
(남자컷,매직 등), 메이크업, 영구화
장, 롱레쉬 저렴한 학비,페이먼 플
랜  대규모 최신 시설. 티파니 미용
학교 ☎ 917-406-8897
05/07-------------------------------------------NY--------------------F----------------------------op

스킨케어,속눈썹연장&펌&염색

스킨케어, 속눈썹연장 &펌 & 염색
*초보자도 바로 일할 수 있는 실전
위주의 속성 교육
*스킨분석 방법 및 그에 따른 관리

와 기계 설명 
*시술 및 교육 (재료 Full Set 포함) 
*최신 Layer기법 1 to 1기법
*(더빨리, 더쉽게,더 많이 붙일 수 
있는 기법)
*아이래쉬 디자인에 따른 연습 포함
*일본제 100%실크 속눈썹
다년간의 미용학원 티칭 *시술경력
*뉴욕주 교사 자격증 소지
*속눈썹 관련 재료 판매 
예약필수 (Certificate 발급가능)
☎917-319-2903
10/27/15----------------------------------------------------------------------------------1/26/16

Eyelash Extension
시술&교육& 판매
미용 제품 & Supply 판매
☎646-630-0533 
--10/27/15---------------------------------------------------------------------------------1/26/1

메디케어 / 오바마 보험 

2017 메디케어 보조플랜 내용: 메디케
어 환자가 병원 입원시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20%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여 개인비용
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김운경 
☎516-707-0709 ☎201-305-3356 
10/11/16-----------------------------------------------------------------------------------------------11/10/16

모든 생명 보험에 대한 상담해드립니다.
토마스 킴 ☎917-892-9951
10/18/16------------------------------------------------------------------------------------------------11/17/16

2017년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
건강보험 전문 ‘조은 Agency’에서 도와 드
립니다. <메디케어>65세 이상
1.신청기간:  10/15/16 ~ 12/7/16
2.내용: 신규 가입(52년생) 및 플랜 변경
3.월보험료 $0, 주치의 방문 $0 Copay, 
No-Referral, 무료 운동 회원권, 침술, 치
과, 안경 및 OTC카드 혜택
** 현재 보유하신 플랜의 변경 상담
** 처방약 보조(Extra Help) 및 의료비 경감
(MSP) 신청
<오바마케어>65세 미만
1.신청기간:  11/1/16 ~ 1/31/17
2.내용: 신규 가입 및 플랜 갱신/변경
3.발효일:01.01.2017(금년 12/15까지 가입 시)
** Essential 플랜: 소득에 따라 월보험료 $20
이하, $0 Deductible
** 메디케이드 및 어린이 건강보험 신청 

만남의 광장 TIMeS bOaRd
사람을 찾습니다 | 산악회 | 동호회 | 구혼 | 심부름 센터 | 이혼 소속 | 무료강좌 | 홈케어

65세이상 메디케어 
65세에 이상되시는 분께 

제공되는 정부 건강 보험인 
메디케어 가입을  

전문가가 도와 드립니다. 
51년 또는 이전 출생하신 분, 
오바마 케어 특별가입 신청 
917-750-5424

오바마 케어 65세미만

917-750-5424

1.신청기간:11/1/16 ~ 1/31/17

 2.내용: 신규 가입 및 

플랜 갱신/변경

3.발효일 : 01. 01, 2017

(금년 12/15까지 가입시)

** Essential 플랜: 

소득에 따라 월보험료 $20이하, 

$0 Deductible 

** 메디케이드 및 어린이 

건강보험 신청

조은 보험

65세 이상 어르신

718-717-7617
201-399-0277

주목해 주세요! 시니어를 

위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 

롱아일랜드 낫소/서폭 카운티

$0보험료 플랜으로 

부담을 줄이세요 

1951년생은 지금 

연락 주세요!!

모든 생명보험 상담

917-892-9951

모든 생명보험에 대한

상담해드립니다.

토마스 킴

MD불체자 운전면허

301-787-5250

정식 발급 시행, 15년 이

상 경험, 신규, 갱신, 면허

정지 해제, 모든 문제해결



B36 Saturday, November 19, 2016         www.FindAllUSA.com

162-23 Depot Rd. Ste #202 Flushing, NY 
11358 <조은보험>
☎ 917-750-5424 (C) /718-886-5792 (O)
04/22/14-------------------------NY-----------------------------------------------------------------------------

사회 보장 서비스   

사회복지혜택 신청 및 갱신 상담 및 서비스
(자비원 회원 희소식)
1.노인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혜택
(푸드스탬, 메디케이드, 사회보장연금 등)
2. 노인 아파트, 시영 아파트 시청
3. 시민권 신청, 영주권 갱신, 여권 갱신
4. 실업수당, 세금환급, 지하철 카드신청
5.비영주권자 및 신분미비자를 위한 평생
6. 통역 및 서류 번역 등, 무료 병원카드, 
신분용 카드 발급, [ 전 자비원장, 노인 상조 
회장 역임한 최인배 씨가 직접 서비스 ]
149-18 41Ave Flushing
(전상록회 건물) 
☎917-554-8446 ☎718-460-1004
11/5/16-------------------------------------------------------------------------------------------------------6/4/17

메디케이드, 스넵 신청 및 갱신(후드)
(본인 안감) 뉴욕, 낫소, 써퍼., 용커스, 메디케
어비$104.90삭감,(1인/$1,328, 2인$1,793미만), 
약카드 기본료 면제, 일하는 장애인 메디케이
드 (1인/$2453, 2인$3319미만). 메디케어, 은
퇴자금,아파트 등은 본협회에서 신청. 렌트비/
생활비 보조, 에스에스아이, 장애인연금, 62세
이상 노인/62세 미만  장애인 렌트비 억제, 신
분없는이/수입많은이 병원카드, 응급실 병원
비 삭감, 장애인무료 직업알선및 배정, 훈련, 
장/단기 학교 등록금지원, 영문서류 무료해
독, 대리운전/인턴쉽 및 자원봉사자 수시모
집 (노던 147가 던킨도넛츠뒤) 한미 장애인 재
활협회 (회장 이명자) ☎ 718-445-3929
05/1/13----------------------------------N.Y--------------------7--------------------------10/30/14/1

평생 공짜 무료 보험, 세금환급. 
반가운 소식.영주권 없는 서류 미비자나 
여권 연장 안되는 분에게도 평생 무료 종
합 병원 카드혜택과 사진있는 신분용 은행

카드, 절호의 기회-65세 이상 반액 지하철 
카드, 영주권 있는 분, 무료 종합 병원카드
는 물론이고 생활보조비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시민권 신청, 시영 아파트 
(영주권 5년, 65세이상 SSI 수혜가능)
136-80 41Ave.2fl. 플러싱 NY 11355
☎646-339-6091천주교명 요한 김
☎917-326-0053 플러싱 노인회 
☎718-762-3515 뉴욕 한인 상조회 후원
2/1/15-------------------------------------------------------------------------------------------------------10/31/15

사회복지 혜택 서비스 신청  
AM 8:30~PM3 까지 노인층 저소득층을  
위한 전반적인 복지혜택 서비스와 
무료건강 보험을 상담 신청 
☎ 718-321-2400  가정 문제 연구소
03/05----------------------------------------------NYF-----------------------------------------

맞춤형소셜서비스제공해드립니다.
푸드스템프/렌트비및현금보조신청
/은퇴연금/장애자연금
저소득층노인생활비보조/노인아파트및 
62세 이상 노인 렌트비 고정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음)/ 저소득층 아파
트/메디케이드,메디케어 월불입금 면제/신 
분없으신분들 병원보험혜택/통역,서류번역
Coway제품구매 및 렌트 상담 환영합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반신 사우
나, 무릎 사우나        
문의: 남정현 ☎ 917-838-9975
08/22/14------------------------------------------NY------7M------------------------------------------------------9/20/

이혼 전문 수속 

합의 이혼 $500 / 파산 $1500 전문 변호
사가 도와 드립니다. (인지대 별도)
35-14 150 Place, Flushing, NY
☎ 718-461-7102
11-------------------------------------EH----------------------------------------------------------

구혼·교제

50대의 시민권자인(신장178cm) 남성 
영주권없어도 무관, 꼭 결혼을 원하시는 

분만(여자분) 연락바람 (3PM 이후) 
(좋은 친구되실 분도 연락주세요) 
☎646-975-0089
9/17/16--------------------------------------------------------------------------------------10/16/17

60대 초반 시민권자 남성 
마음씨 착한 50대 여성 친구로 
삼고싶습니다.
신분도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718-216-6073(오후4시이후)
10/8/16-------------------------------------------------------------------------------------11/7/16

53세 남성이 반려자 구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917-484-0048
10/4/16-------------------------------------------------------------------------------------11/3/16

***싱글(Single)결혼중매*신분해결***
ㅇ.꿈×행복=쌍(짝)*Couple.
ㅇ.정식허가.무료상담.시민권회원많음.
E:Korean88815@gmail.com
☎1-201-723-3838
3/1/16----------------------------------------------------------------------------------------9/28/16

짝 찾기 대 운동본부 짝 찾기 대 운동본부
에서 남여누구나 짝을 찾아 드립니다. (초혼
재혼)결혼 꼭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
락주세요. 부장 Mr 심:917-922-2525
Miss 박: 516-528-9119  
카톡아이디:Shim2424
Email:energyshim@gmail.com
10/22/16--------------------------------------------------------------------------------------------------11/21/16

교육 서비스· 단체·동호회

알콜,도박으로 본인, 가족이 힘드신 분 
초대합니다. 10/26/2016 수요일 저녁 7시 ,(6
시30분부터 무료식사제공)장소:19E Central 
Blvd Palisades Park,NJ 07650
☎347-602-2060 (뉴욕)
☎201-240-6305 (뉴저지)
10/11/16---------------------------------------------------------------------------------11/10/16

엘피스기타동호회 안내 (10년차)
왕초보, 연장자 환영, 악보무료 제공,기타 
무료 대여. 단기간내에 같이 공연하게 해 
드림.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목요일 오

후3시,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10시, 특별
히 원하시는분, 아무때나 Ok,누구든지 환
영함, 동호회 한달 회비 $30
☎ 917-417-9240
12/24/14-------------------------------------------------------------------------------------6/23/15

뉴욕 나무십자가 찬양단 (화요찬양 찬송
모임 오후 4시 30분) 플러싱 순수 찬양,찬
송 부르기 및 중보기도,복음성가 부르기 
2부 순서는 식사 파티.누구든지 환영합니
다. 현재 2년째 모이고 있음. 회비없음,악
보 무료제공,현재 20명 모임
☎917-417-9240
12/24/14------------------------------------------------------------------------------------6/23/15-

주찬양 선교회에서 양로원 및 너싱홈의 
노인환자를 위한 찬양 사역에 봉사 하실
분을 찾습니다.        ☎ 917-415-6995
------------------------------------------------------------------------------------------------

명윤희의 행복한 풍선 마을 
풍선 이벤트 : 돌잔치 결혼식 프로포즈 
생일파티 개업식 
풍선 교육 : 취미반 비지니스 반
(초급,중급,고급) 선교 봉사반 
☎ 201-675-7955
08/31/12---------------------------------------------YS------------------------------------------OP

사랑방 커뮤니티 센터 (사진/수채화교실)
사진 교실 초중고급 
매월 2-3회 야외 수업
수채화/한국화/유화교실
성인반, 아동반, 소묘교실 
☎718-684-9727
☎917-618-0051
2/14/12--------------------------------------------NYF------------------------------------------

꽃꽃이 수강생모집(NY.NJ)
(사)한국 꽃문화 진흥협회
화예 원예 디자인 강사 
성전 꽃꽃이-절기용 꽃꽃이(12개월)
꽃집 창업반-꽃집 개업경영까지/창업실
무 정보및 상품 제작법
플로리스트 자격증반- 어런지멘트 식물심
기 부케 테이블장식 핸드타이드 
웨딩부케 전문과정-웨딩부케 코사지등등 
꽃꽃이-초급에서 사범까지 
실내조경 마스터과정 
영심 꽃 예술 중앙회 회장 김영심
☎ 718-506-4352
8/27/16-------------------------------------------------------------------------------------9/26/16

무료카페 & 문화교실 오픈
1. 정기적 다민족 공동체모임, 주일 오전 영
어 주일 학교 연령별 모임: 10AM-11AM  주
일오전 대 예배 (영어 예배): 11:15 AM-12:30 
PM -한국어, 중국어,스페인어 번역을 매주일 
제공함 2. 2016년 하반기 무료 성인 다민족 언
어 학습 교실- 무료 커피와 베이글 제공/ 교
재비 별도 개인 부담 - 수강 기간: 9월 13일 (
화)-12월 16일(금)까지 3개월/수시, 등록 가능 
화요일 수업,원어민 영어 초/중급 회화 : 10:30 
AM - 2:30 PM (원어민 지도) 기초영어 문법&
회화: 10:30 PM -12:00 PM 일본어 반:기초 
회화 1:00-2:00 PM(학생 모집 중 등록 요함) 
문의: 516-749-1744 (이재숙선교사)
주소: 45-11 149th St. Flushing, NY
04/22/14-------------------------NY----------------------------------------------------------------------------------

뉴저지 가곡교실 시간: 매주 화요일 저녁 

8시~10시(발성 및 악보읽는 법 개별지도) 
장소:65Robinhood Ave Closter,N.J. 
07624 ☎ 212-567-6919
------------------------------------------------------------------------------------------------

뉴욕 판소리 동호회 회원 모집

한국 전통 문화인 판소리와 민요를 좋아하고, 
배우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초보자 환영 합니다. (*참고:장구, 북, 발림(무
용), 가야금도 배움) 민요, 판소리 지도 선생님 
: 소 명숙 명창(만정 김 소희, 박 초월 인간 문
화재 로 부터 사사 받음.)
모임시간: 매주 일요일 저녁 5시 모임.       
장소  : 158-14 Northern Blvd.
( Black Belt Taekwondo)        
☎동호회 회장 ( 917-670-0301 )
------------------------------------------------------------------------------------------7/1/15--

취업 이민 모집 

취업 이민 모집 (비숙련공)
확실한 고용주 확보
닭공장 닭공장,햄.소세지공장.
청소회사. 등 
최단기간 영주권 획득
자격 제한 없음
조선족 미국 비자전문 
유학생 특별 상담  
☎ 703-409-3535
(희망 이주 공사 ,이원희)
03/05----------------------------------------------NYF-----------------------------------------

우리 동네  한의원 

청일한의원의 한달내 치료 보장 
(12번의 침치료와 한달치 한약)
1. 아토피 2. 여드름
3. 고혈압 (위수치 150이상은 20% 이상, 
150이하는 120 또는 그 이하로 내립니다)
한달내에 치료가 안 되면 두번째달은 무료
로 치료해 드립니다. 그래도 치료가 안 되
면 지불하신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718-228-1972
5/1/14-----------------------------------------------------------------june/3------------------1/15

치과 스케일링 $40 

무료 검사 & 스케일링 $40 
치과진료 : 잇몸치료, 크라운, 사랑니, 급
성치통, 틀니교정, 각종 틀니, 신경치료 ,충
치치료.각종발치(월~토9:30~6PM )
136-08 38TH Ave. #303
(7번종점 1분) ☎ 718-939-1989
05/07-------------------------------------------NYF------------------------------------------------o

 틀니 전문 치과 

곽명순치과 틀니전문 치과(무료상담환영)
틀니당일 수리 1시간내에 가능 30년 경력 
기공사와 의사 진료 과목: 임플란트, 일반
치과,신경치료, 교정, 사랑니 발치 
142-10B#21루즈벨트 7번종점3분
☎ 718-359-2519
05/07----------------------------------------------------------------NYF---------------------------op

30대 구혼(중국인)

646-523-5345

비지니스 하는 남성

영어약간 가능하거나

중국말가능한 20대 여성을 

결혼전제로 찾습니다.

짝찾기 대 운동본부

917-992-2525(Mr심)
516-528-9119(Miss박)

짝 찾기 대 운동본부에서 남여 
누구나 짝을 찾아드립니다.

초혼재혼,결혼 꼭 망설이지 마시
고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mail:energyshim@gmail.com

사랑방 커뮤니티센터 

718-684-9727
917-618-0051

사진 교실 초중고급 

매월 2-3회 야외 수업

수채화/한국화/유화교실

성인반, 아동반, 소묘교실

메디케어/시니어플랜

917-291-5993

오바마 케어 도와드립니다.

65세 이상 메디케어 우대 

플랜파트 C, D. 어드벤더지 가입

변경, 기독상조회

신청도와드립니다

하늘 산악회

917-741-0505

산행요일: 화,목,토,일 픽업장소: 

뉴욕 (노던선상 베이사이드 ~플

러싱) 뉴저지 (한남체인, 브로드 

Ave 선상, 킹 사우나) 매달 1회 

Catskill 산행 및 이벤트 있음

65세 이상 메디케어

917-750-5424

월보험료 $0, 주치의 방문 $0 

Copay, No-Referral, 무료 운동 

회원권, 침술, 치과, 안경 및 OTC

카드 혜택 * 처방약 보조(Extra 

Help) 및 의료비 경감(MSP)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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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전문 &서비스  

델리,식당, 스시 베이커리 등 모든 
식품업계 장비를 사고 팝니다.

각종 델리슬라이스 머신을 수리,

판매 고장난것 매입도 합니다. 

고장난것 새것과 교환도 합니다.

☎917-957-1994

10/8/16--------------------------------------------------------------------4/7/17

중고 페티큐어 판매(구입) 
다량보유(6개월-1년 보증)
설치, 수리,전문업체
네일가게용품(판매및구입)
가게,주택(전기,플러밍)모든공
가, 82-31 164th St, Jamaica 
NY 11432 ☎718-986-2442 
05/01/14-----------------------------------------------------------------12/31/15

SK플러싱/핸디맨 막힌하수구,욕
조,싱크, 화장실 각종보일러 힛팅
수리, 냉장고,세탁기,드라이기 수
리,전기,연.정수기, CCVT 설치, 
잠긴문, 열쇠,디지털도어락설치(
저렴한 가격, 7일/24시간)
플러밍 /핸디맨의 모든작업 
☎201-503-7611
10/22/16-----------------------------------------------------------------11/21/16

세탁기/드라이어 설치 수리 판
매 가정용, 상업용-Wascomat 
50파운드 7대, 35파운드 14대, 
28파운드 14대18파운드 7대, 
Dryer 2층 15대, LG 드럼용 세탁
기/드라이어 ☎201-618-8497 
☎201-313-1686
--------------------------------------------------------------------------------

의자 천가리 전문업체
네일의자,  페디케어체어, 식탁의자, 

미용실의자,맛사지 침대, 부박이소파 

쿠션  / 주문제작 천가리 전문업체 

네일가구 수리해드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해드림

☎347-786-0111

☎646-581-1200

4/1/15--------------------------------------------------------------------03/31/16

상업용품 무빙세일 
1. 6단 와이어 크롬선반36세트

   (48"WX18"LX72"H)

2. 5단 스틸선반 24세트   

   (48"X24"X72")

3. 키친캐비넷 30세트  

   (36"x18"X12")

4. 6피트 쇼케이스 4개

5. 아래 3개 서랍장있는 디스플레  

    이용 슬락보드 7세트

6.버찌 합판(24X48") 80장, 

   그외 다수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드립니다.

☎917-335-9521

4/1/15--------------------------------------------------------------------03/31/16

구합니다 

칼라젤 LED 라잇 머신 
네일가게에서 사용하는  
LED 기계 구합니다. 
상태 좋은 것
☎718-504-0548
4/1/15--------------------------------------------------------------------03/31/16

새끼 고양이를 파실 분 연락주
세요. ☎718-335-9521 

4/1/15--------------------------------------------------------------------03/31/16

스마트폰 싸게 주실분 
T모빌 또는 ATT사용가능한 폰
☎347-363-9411 
10/11/16-------------------------------------------------------------------11/10/16

가정용 대 냉장고 구합니다. 
2도어 아이스 메이커 기능 있는 냉

장고 구합니다. ☎347-535-3318

물품매매 bUY&Sell GOOdS
우리동네 비지니스 | 귀금속 | 상업용품 | 가정용품 | 무빙세일 | 물건수리 | 악기 | 애완동물 | 티켓 

중고 네일용품

718-986-2442

중고 페디큐어판매 및 구입 다량
보유(6개월1년 보증) 설치,수리,전
문업체,네일가게용품(판매및구입)
가게,주택(전기,플러밍 모든공간)  

82-31 164th St, 
Jamaica NY 11432

세탁기/건조기 판매

201-618-8497

라운드리하실 분 파격세
일,가정용 세탁기/드라이
어 보유 모든 상업용/가
정용 전문, 세탁기계 

수리 설치 관리

네일 니퍼 샤프닝

347-907-5523

sharpening 가는기계
미사용,구입 

$2800,
판매 $1500

(퀸즈)

삼성김치 냉장고

844-651-8282

미주총판 및 에프터 서
비스,최고의 성능, 

디자인의 삼성김치냉장고 
판매 및 에프터서비스를

책임집니다

한국면세담배(香烟)

929-342-9703

저렴한 가격에 드립니다 

모든 종류의 담배 

판매(타주 배송가능)

상업용품 무빙세일

917-335-9521

1.6단 와이어 크롬선반    
  (48"WX18"LX72"H)36개 
2. 5단 스틸선반 24세트 
3. 키친캐비넷 24세트 
    (36"x18"X12")
4.  6피트 쇼케이스
5.아래 3개 서랍장있는 디
스플레이용 슬랏보드 7개
6.버찌 합판(24X48)80장
그 외 다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드립니다.

의자천가리 전문업체

347-786-0111
646-581-1200

네일의자  페디케어체어  
식탁의자 미용실의자

맛사지 침대 부박이소파 쿠션  
주문제작 천가리전문업체 네

일가구 수리해드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해드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크로아티아 정부가 최근 자국

의 닭과 칠면조 농장이 AI 피해를 입었다고 국제수역사무국

(OIE)에 보고한 데 이어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도 충남 천안 

풍세면 냇가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1일 공식 발표했다. 

AI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와 철새에서 발생하는 급성 바이

러스성 전염병을 말한다. 이들 가금류와 접촉한 사람이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도 650여건에 달한다. AI 바이러스

는 크게 H5N1형(2013년까지 주로 유행한 AI 바이러스)과 

H7N9형(2014년 이후 중국 등에서 유행) 두가지 타입으로 나

뉜다. 각 치사율은 25∼30%, 50∼60% 정도다.

AI가 사람 간 전염병으로 발전한 사례는 아직까진 보고된 

바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은 변종 AI 바이러스가 나타나

고 있어 마냥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다. 미국 과학자들이 AI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서 ‘대변이’를 일으켜 전지구적으로 호

흡기 전염병을 유행시킨다는 팬데믹(pandemic)이 발생할 

경우의 대응법을 내놨다고 영국 매체 가디언이 10일(현지시

간) 전했다.

마이클 워로베이 애리조나대학 ‘생태학과 진화생물

학’(EEB) 연구소장은 세계적 과학저널 ‘사이언스’ 최신호에 

‘H5N1과 H7N9형에 대응하는 유년기 혈구응집소 경유 잠

재적 보호법’이라는 제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가디언은 

"AI와 독감, 신종플루와 같은 모든 종류의 인플루엔자에 대

한 면역력은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의 나이가 아닌 생애 처음 경험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어떤 것이냐에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독감 면역력 나이보다는 
태어난 생년이 좌우"

한국 면세 담배

917-860-7747

뉴욕

뉴저지

타주 배송

한국 면세 담배

917-595-7346

착한가격

뉴욕, 뉴저지 

맞춤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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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은 현대인에게 감기처럼 쉽게 

찾아오는 질환이지만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금방 

뚝 끊기는 질병도 아니다. 장기적으로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건강한 식습관

과 운동요법을 병행해야 개선효과가 

높아진다. 

◆ 당근=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 색

소의 일종인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다. 

이 성분은 호박, 고구마, 시금치 등을 

통해서도 보충가능하다. 지난 연구에 

따르면 이 영양소는 우울증 수치를 떨

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우울증을 완전

히 예방하거나 완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개선 효과가 있단 것이다. 

◆ 조개와 홍합= 조개와 홍합 같은 

해산물은 비타민 B-12의 풍부한 공급

원이다. 이 비타민이 결핍되면 우울증 

위험률이 높아진다. 비타민 B-12 부

족은 아데노실메티오닌이라는 물질

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아데

노실메티오닌은 뇌에서 기분을 북돋

우는 화학물질을 처리할 때 사용된다. 

비타민 B-12를 보충하려면 해산물뿐 

아니라 기름기 적은 소고기, 우유, 달

걀 등을 먹으면 된다. 

◆ 커피= 커피에 든 카페인은 각성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생기를 되찾

아주는 효과가 있다. 좀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 

또 우울증 위험률을 떨어뜨린다는 연

구결과도 있다. 단 산후우울증이나 공

황장애 같은 특정 유형의 우울증은 카

페인 때문에 오히려 증상이 나빠질 수

도 있다. 카페인이 기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심이 든다면 커피를 마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심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칠면조 고기= 국내에선 칠면조 

고기가 미국처럼 흔한 식재료는 아니

지만 우울증과 불면증 완화에 효과가 

있단 점에서 시도해볼 수 있겠다. 행

복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생성할 때 필

요한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

기 때문이다. 

우울증과 싸울 때 힘을 보태주는 음식

'노년기 우울증' 정상은 아니지만 매우 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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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16-------------------------------------------------------------------5/19/16

밥솥을 구합니다.
교회에서 쓸 수 있는 큰것

코웨이 공기 정화기와 밥솥큰것과 

바꾸실 분도 찾습니다.

☎718-640-8235
4/19/16-------------------------------------------------------------------5/19/16

네일 손톱 가는 기계 중고 구합니다. 
좋은 가격에 주실분 문자 남겨주
세요          ☎718-751-9381
11/7/15-------------------------------------------------------------------12/7/1

포장박스 수거해 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금방 픽업 갑니다.
☎347-853-9293
11/7/15-------------------------------------------------------------------12/7/1

무빙세일 

많은 물건 싸게 팝니다. 
대나무 돗자리,스탠냄비,양푼(
새것)도자기 그릇, 일제접시,밥
상, 에어컨,전기힛터(박스체 보
관),DVD플레이어,복사기,볶음
용팬, 불고기판 등등 여러가지 싸
게팝니다.오클랜드 가든 57-61 

228St(부재시메세지요망)
☎347-235-4861
11/19/16------------------------------------------------------------------12/18/16

플러싱 무빙세일 
(11/14(월)~19일(토)까지) 
찬장,싱글침대 교자상,마이크로
웨이브 오븐, 2도어 냉장고, 2인
용식탁,등등 팝니다.
☎718-321-0027 
11/12/16------------------------------------------------------------------12/11/16

무빙세일 합니다. (급 처분)
배드룸셋 다이닝셋 리빙룸셋 고
급가구 돌침대(2짝) $900, 김
치냉장고(딤채)$500,그외 그
림 다수 1 Grace Sun Terrace 
Wharton NJ 07885
☎201-835-8397
11/12/16------------------------------------------------------------------12/11/16

무빙세일 딤채 큰 사이즈 $300 
김치 냉장고팝니다.
(그레익넥)(픽업 가능하신분) 
☎516-503-4731 
11/5/16------------------------------------------------------------------12/4/16

베이사이드 지역 
하우스 무빙세일합니다. 
식탁,에어컨, 선풍기, 김치냉장
고등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픽업
해 가세요 (운반 가능하신 분)
☎917-862-9944 
927/16---------------------------------------------------------------------10/26/16

무빙세일(그레잇넥) 
다이닝테이블,찬창,의자세트, 
소파,테이블,의자2개(소파세트)
킹사이즈 침대 등 여러가지팝니
다.    ☎516-503-4731
10/4/16--------------------------------------------------------------------11/3/16

무빙세일 팝니다. 
소파, 책장 2개, 서랍2개,
작은 테이블등$300에팝니다. 
☎347-301-1174
☎718-450-2202 
9/24----------------------------------------------------------------------10/23/16

팝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팝니다. 
$100(내고가능) 
☎516-375-5282
10/29/16--------------------------------------------------------------Free

암웨이 물건 필요하신 분. 
당일 배달합니다 (뉴욕 뉴저지)
암웨이 사업하실 분도 
연락주세요.☎718-772-8400
03/18//14-----------------------------------NY------------------------1/16/1

주끼 제봉틀 팝니다. 
거의 새것과 같음, 연락주세요 

$300       ☎917-747-9015
10/18/16-----------------------------------------------------------------11/17/16

고급 중고가구 매매
식탁과 의자6개. 찬장.
꽃받침대 2개(영어로 전화요망)
☎201-906-9588
☎201-592-6575
10/15/16-----------------------------------------------------------------11/14/16

중고 페디큐어의자 4대 싸게 드
립니다, 3년 사용 상태좋습니다
딜리버리 와 설치 까지 해드릴수 
있슴 ☎ 646-400-1775
10/4/16--------------------------------------------------------------------11/3/16

가정용품 세일, 
TV 42인치 $100 냉장고$80 
아주작은 냉장고$30 싱글침대
New $50 운동용 밴치 $50 전
기힛터 $50,스노우 클리너 $50 
☎646-509-0220
10/4/16--------------------------------------------------------------------11/3/16

☆한 국 담 배☆ 
착한가격 뉴욕, 뉴저지 
맞춤배송, 카카오톡 cloud345
☎917-595-7346
6/21/16/-------------------------------------------------------------------10/22/16

우울증은 질병의 일종인 만큼 정상적인 건

강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감기처럼 매우 흔

하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65세 이

상 고령층에겐 제법 강도 높게 오랫동안 지

속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는 사

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노년층의 우울증 증세는 다양한 형태로 나

타난다. 또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질병 혹

은 질병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

용에서 기인하는 증상으로 착각하고 넘어가

는 일도 많다.

그렇다면 노인의 우울증은 젊은 사람의 우

울증과 어떻게 다를까. 노년기에 경험하는 

우울증은 다른 의학적 질병 혹은 장애와 동

반돼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심장질환 위험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 위험률 증가

와도 연관성을 보인다. 사회로 다시 복귀하

기 위해 재활치료를 받는 노인에게는 이 같

은 치료효과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

다. 

신체질환 때문에 요양소를 찾은 노년층 환

자들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이들 중 우울

증을 보이는 환자들은 신체질환이 점점 악화

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노인에

게서 미약하게나마 우울증이 감지된다면 곧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노년기에 이르면 은퇴 후 주거지를 이동하

거나 배우자, 형제, 친구 등의 죽음을 경험하

면서 가까이 머물며 의지할 존재가 줄어든

다. 정신건강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가족이 가까이 있다 해도 노인은 점

점 몸의 움직이기 둔해지고 표정변화가 적

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을 것이란 사실을 

눈치 채기 어렵다. 이로 인해 치료시기가 지

연되면 효율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

를 놓치게 된다. 

미국노인의학회(American Geriatric 

Society)에 따르면 불면증은 우울증의 가

장 흔한 증상이다. 반대로 불면증이 우울증

을 일으키거나 재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

다. 따라서 불면증을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완화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 

단 신경안정제인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

물이나 수면제 사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노인학 전문가들의 조언한다. 이는 이 같은 

약물이 노인이 쓰러지거나 호흡기능 저하를 

보이는 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

해 적절한 항우울제를 찾아 복용해야 한다. 

우울증 고위험군으로는 여성, 미혼, 이혼, 

사회적 네트워크 부족,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 등이 있다. 우울증 위험률을 높이는 질

환으론 뇌졸중, 고혈압, 심방세동, 당뇨, 암, 

치매, 만성통증 등이 있으므로 이 같은 질환

이 있을 땐 정신건강에 좀 더 신경 써야 한

다. 더불어 특정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거나 

약물 남용, 정신질환에 대한 가족력,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런 점

을 알아두면 노년기 정신건강을 지키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냉장고 구함

347-535-3318

2도어&아이스

메티커 기능 있는 

냉장고를 구합니다

네일 기계 구함

718-751-9381

네일 손톱가는 기계 

좋은 가격에 주실 분 

연락 부탁드립니다

밥솥(가정용)구함 

516-399-1882

상태 양호한 가정용 

압력 밥솥 구합니다. 

쿠쿠 압력밥솥 좋은 

가격에 주실 분 

무빙세일 급처분

201-835-8397

배드룸셋 다이닝셋 리빙
룸셋 고급가구, 돌침대(2
짝) $900, 김치냉장고(딤
채)$500,그외 그림 다수
1 Grace Sun Terrace 
Wharton NJ 07885

칼라젤  LED

718-504-0548

네일가게에서 사용하는  

LED 기계 구합니다. 

상태 좋은 것

싱글 매트 구함 

201-688-7877

가볍고 온열 되는 
싱글 사이즈 매트 구
합니다. (플러싱 주변 
지역픽업가능한 곳)

'노년기 우울증' 정상은 아니지만 매우 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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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거 쥬기(Juki) 미싱
DDL550-seven 가격 $800,
이외 노래방기계와 다수 물건
있습니다. ☎516-713-6566 
9/24/16--------------------------------------------------------------------10/23/16

대박세일 네일 앞치마
4가지 색상,무조건 $14.99
노던한양 속옷코너
☎718-886-9301
------------------------------------------------------------------

식물성 눈썹 영양제 
속눈썹 연장,인조눈썹,마스카라로지

친 눈썹에 영양을 주세요. 글로우래

쉬는 이런 손상모근에 영양을 줌으

로 속눈썹이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646-630-0533
---------------------------------------------------------------------------1/8/15

포장박스 수거해 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금방 픽업 갑니다.
☎347-853-9293
11/7/15-------------------------------------------------------------------12/7

세탁기/드라이어 파격 판매
가정용 세탁기 드라이어보유
모든 상업/가정용 전문 세탁기계
수리 설치 관리*라운드리 하실 분.
파격세일    ☎ 201-618-8497 
2/7/15---------------------------------------------------------------------3/6/1

악기 조율 수리

피아노조율수리전문
외국인 음악가도 인정하는
야마하공인 조율사 제임스박
☎917-385-8239
---------------------------------------------------------------------

섹소폰,트럼펫,플룻
레슨, 현 뉴욕 심포니 팝 오케스트

라 멤버, 중고 빈티지 악기 판매 

☎917-678-2957
---------------------------------------------------------------------5/31/16

황일봉 피아노 조율 수리 전문
40여년 경력의 피아노 조율사로

써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본인이 

직접 저렴하게 봉사 합니다. 
☎718-539-5700
-------------------------------------------------------------------------

피아노 관악기 현악기 출장수리 
피아노 조율 및 모든 악기 완벽히 

수리  저렴하게 봉사함  

☎917-678-2957
12/01/14----------------------------------YS-------------6M----------11/31/15

악기 매매

Kawai Baby Grand 피아노 

급매 5‘7“ Model G2N 검은색 

거의 신품(6개월사용) 신품과 동일 

상태 최상의 소리 $8,500 

☎201-707-0561
02/04/05-J----------------------------------------------------------------

알토 색소폰  테너 색소폰
클라니넷, 중고 Used 있음 
☎917-678-2957
10/15/10-------------------------------------------------------------11/31/15

섹소폰 알토 악기 새것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섹소폰 판매합니

다.$399불  

☎917-991-9647
10/10/114--------------------------------------------------------------11/9/14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 G -1
Model. 5’ 3”거의 신품 검은색 

상태 최상 $7,500

☎201-707-0561 
07/17/12---------------------NY-------------------------------------------9/27/12

무료로 드립니다. 

골프체와 골프가방을 무료로 드

립니다. 교회반주나 결혼식축가
도 원하시는분 연락주세요.(무료) 
☎201-668-8375 
111/1616----------------------------------------------------------------12/18/16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일본 엔카노래를 즐기는 할아버
지,할머니분 무료로 부담없이 
편안히 보세요. 
언제든지 전화환영합니다.
☎516-982-4435
6/18/16------------------------------------------------------------------7/17/16

이삿짐·픽업 서비스

깡통밴 이삿짐 미국 전지역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합니다. 

장/단거리 이삿짐, 창고, 사무실, 

유학생 이사, 작은짐(룸메이트)

☎ 718-813-9696
-----------------------------------------------------------------------------

대박 이사짐 센타 

요즘 힘드시죠. 

저렴하게 옮겨드립니다 가정집 

학생  사무실 이삿짐 전문 

☎ 646-294-0022 Mr. 강 
-----------------------------------------------------------------------------

◆ 바쁜 스케줄이 주범= 터벅터벅 느릿느릿 걷더라도 온

종일 걸었다면 발이 부을 수 있다. 천천히 걷거나 가만히 서

있더라도 오랫동안 이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체중을 감당해

야 하는 발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 끈으로 결박하는 신발= 구두 앞코의 모양, 높이, 끈 등

이 발 건강을 좌우하기도 한다. 앞코가 뾰족하거나 굽이 높

다거나 끈이 꽉 조이면 발 건강을 위협받게 된다. 발과 발목

을 꽉 동여매는 끈 달린 신발은 발을 바짝 압축시키는 역할

을 한다. 이로 인해 혈액을 비롯한 유동체가 이동하는데 제

한이 생겨 붓게 된다. 

◆ 임신 혹은 불어난 체중= 몸무게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

게 되면 하체가 지탱해야 할 무게가 늘어나면서 발이 좀 더 

잘 붓게 된다. 임신 후반기 여성들에게서 발 통증이 잦은 이

유다. 또 임신을 하면 우리 몸은 아기를 위해 혈액을 비롯한 

유동체 생성을 임신 전보다 50% 늘리게 된다. 

◆ 혈액순환 장애= 항상 양쪽 발이 동시에 부풀어 오른다

면 하지정맥류와 같은 혈액순환장애가 원인일 수 있다. 하

지정맥류는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돼 피부 표면이 돌출

돼 보이는 질환이다. 

◆ 박테리아 감염= 발이 박테리아나 곰팡이에 감염돼도 

붓기가 생길 수 있다. 염증 때문에 발진도 함께 생긴다. 이

럴 땐 병원에서 감염증 치료를 위한 항생물질을 처방받아 

치료받으면 붓기 문제가 완화된다. 

발이 자꾸 부풀어
오른다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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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삽니다/팝니다 

자동차 삽니다
정크 차 고장난 차.
사고난 차 삽니다. 
Mr.권에게 연락주세요.
☎  917-336-6135
12/28/14-------------------NY--------------------------------------------03/27/16

출장 자동차 수리 

45% Off 자동차 출장 수리 
컴퓨터 첵업 무료/최저가 보장
브레이크 $30  팬벨트 $60 
타이밍 벨트 $200 튠업 $150
☎ 917-681-2281
-----------------------------------------------------------------------------5

자동차/트럭 매매

2010년 니산 무라노
(MURANO) SLAWD 
2만 9천 마일, 원오너(무사고), 
풀옵션, 힛팅씻, 블루투스 
가격: 1만 7천불 
☎917-923-2654
11/8/16----------------------------------------------------------------12/7/16

중고트럭 매매
2012년 미쯔비시,7만 2천 마
일,컨디션 최상급,가격 2만9
천,one  owner  무사고,엔진
포함 자세한 사진 전송 가능
☎410-404-8683
11/8/16----------------------------------------------------------------12/7/16

2010 HONDA ODYSSEY 
EX 138500 miles $6900
☎201-515-0373
---------------------------------------------------------------------------NY

2005년 ISUZU 14피트 트럭  
6만마일, 가격 5천500불 
☎646-895-3181
10/28/16----------------------------------------------------------------11/27/16

2001 LEXUS SE 300
흰색 상태 매우 양호
(풀옵션)$3,200
☎917-528-9488
9/24/16----------------------------------------------------------------10/23/16

2005년 볼보 S80 세단 
6만 9천마일, 상태좋음, 
매매가: 2천500불 
☎718-679-1321
9/24/16----------------------------------------------------------------10/23/16

2009년 렉서스 ES350
13만마일, 가격:9천500불 
네비게이션,선루프(풀옵션)
☎646-400-8282 
10/8/16------------------------------------------------------------------11/7/16

2010년 현대 베나크루즈 
SUV 상태최상, 가격 9천불 
무사고, 1인 오너
☎347-707-0160
9/27/16----------------------------------------------------------------10/26/16

2009년 벤츠 C-300(4x4)
7만5천마일,그레이,상태아주
좋음,가격 1만 3천불(가격내
고가능함)☎646-262-1050
☎646-823-8320
10/4/16------------------------------------------------------------------11/5/16

2000년 니싼
Maxima(Manual,수동)

143,655마일, 그레이, 상태
아주 좋음, New clutch 가격: 
$3,000 ☎917-617-9654
10/4/16------------------------------------------------------------------11/5/16

1996년 도요타 Camry 
99,999마일, 블랙컬러, 상태
아주좋음 가격:1,100
☎917-617-9654
10/4/16------------------------------------------------------------------11/5/16

2003년 Acura 3.2TL
125,000마일, 그레이컬러,
상태 아주 좋음, $3,000
☎917-617-9654
10/4/16------------------------------------------------------------------11/5/16

2007년 Mercedes 벤츠
E350 4 Matic 115,000마일,실
버컬러,가격:7천불,상태아주좋음
☎917-617-9654
10/4/16------------------------------------------------------------------11/5/16

2006년 BMW 325i,6만7천
마일 8천 500불 
☎718-938-7421
9/10/16----------------------------------------------------------------10/9/16

자동차 CaRS/aUTOS
자동차 튜닝 | 수리 | 대형밴 | 트럭 | 깡통밴 | 승용차 | SUV | 운전보험 | 운전학원 

16 렉서스 ES350 

646-206-8728

리스 36개월

10 K/Y 

$2,500 DOWN

$299/M

08 도요타 Sienna

718-664-3100

minivan,10만 5천마일, 

상태 매우 좋음, 

실버칼라, 1주인, 

매매가 $5,200

16 렉서스 RX350

917-434-4567

AWD리스, 36개월, 

10K/Y

$2,000DOWN

$399/M

16 렉서스 IS300

646-206-8728

AWD 리스, 36개월, 

10K/Y

$2,000DOWN

$299/M

06 BMW 325i

718-938-7421

 상태 좋음

6만 7천 마일 

가격 8천500불

09 혼다 오딧세이

718-737-2228

EXL BLK/GRAY 

네비, 후방 카메라

78,200MI, $12,900 

09 렉서스 ES350

646-400-8282

ES350, 13만마일, 

가격:9천500불 

네비게이션,선루프

(풀옵션)

2001 LEXUS SE

917-528-9488

2001 LEXUS 

SE 300

흰색 상태 매우 양호

(풀옵션) $3,200

2010 니산 무라노

917-923-2654

2010년 (MURANO) 
SLAWD ,2만 9천 마일
원오너(무사고),풀옵션,

힛팅씻, 블루투스,
1만 7천불

05 ISUZU 트럭

646-895-3181

14피트 트럭  

6만 마일, 상태좋음

가격 5천500불 

09 벤츠  C-300

646-262-1050
646-823-8320

(4x4) 7만5천마일,
그레이, 상태아주좋음,

가격 1만 3천불
(가격내고가능함)

45% Off 자동차 
출장 수리 

컴퓨터 첵업 무료/
최저가 보장

브레이크 $30  팬벨트 
$60 타이밍 벨트 $200 

튠업 $150

 917-681-2281

[ B43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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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서부 최대 규모의 자동차 박람

회인 ‘2016 LA 오토쇼’가 지난 14

일 미디어데이를 시작으로 LA 컨

벤션센터에서 개막한 가운데 현대

와 기아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자

동차브랜드들이 프레스 컨퍼런스를 

갖고 자사가 보유한 최신 기술과 출

시를 앞둔 모델에 대해 발표했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은 

오후 진행된 프레스 컨퍼런스 현장

에서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아이오

닉’시리즈를 소개하고 친환경 전기

자동차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아이오닉 언리미티드 플랜’을 발표

했다.

순수전기(EV)와 하이브리드, 그

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구분돼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순차

적으로 미국시장에 출시될 계획인 

아이오닉 시리즈는 ▶동급 최고 수

준의 연비 ▶저중심 설계에 따른 안

정성 ▶공기역학적 디자인 및 하이

텍 기술을 접목한 실내 ▶동급 최대 

안전 및편의사양 등으로 무장한 현

대차의 야심작이다.

HMA 데이브 주코스키 CEO는“ 

아이오닉은 하이브리드 전용 1.6리

터카파엔진 및 영구 자석형 모터, 

그리고 6단 듀얼클러치 미션을 탑재

해 최대 141마력의 넉넉한 힘을 발

휘할 수있다”며“ 초반부터 높은 토

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돼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의 단점을 보완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주코스키 CEO는 이어 “아이오닉 

EV차량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

아이오닉 언리미티드 플랜’은 차량

등록비와 전기충전료 등이 전폭적

으로 지원되는 새로운 개념의 리스 

오너십프로그램”이라며 “현대 아

이오닉의언리미티드 플랜은 미국

의 친환경차보급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자신한다”고 강조했

다.

기아차 미국판매법인(KMA)은 

이날 ‘에코 다이나믹스’라는 주제로 

진행된 ‘아시안 미디어 라운드 테이

블’공개행사를 통해 내년 상반기 출

시예정인 하이브리드 CUV 니로와 

옵티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미국시장의 베스트셀러인 

쏘울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쏘울 

터보를 전격 공개했다.

KMA가 이날 최초 공개한 쏘울 

터보는 1.6리터 터보 GDi 엔진을 

탑재 최대 201마력의 강력한 성능

을 발휘하며 7단 듀얼클러치(DCT) 

변속기를 장착해 역동적인 가속력

을 느낄 수있도록 제작됐다.

KMA 관계자는 “기아차의 베스트

셀러인 쏘울에 터보 엔진을 장착해 

운동성을 극대화 시킨 쏘울 터보 모

델이 미국 소비자들을 찾게 됐다”며 

“역대 최대 연비를 실현하는 하이브

리드 CUV 니로의 시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고 말했

다. 마즈다는 이번 LA 오토쇼를 통

해올 뉴 CX-5를 공개했으며 도요

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인 

프리우스 프라임을 발표했다.

한편 LA 오토쇼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LA 컨벤션센터에서 일반

방문객을 대상으로 공개되며 입장

료는 5~15달러 선이다.

'2016 LA 오토쇼', 현대·기아차, 친환경 기술 접목 다양한 신차 공개
현대 아이오닉 EV 전용 언리미티드 리스 플랜 발표
기아 강력한 심장 탑재한 쏘울 터보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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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도요타 RAV4 
급매 3만마일 가격:8천500불 
☎718-460-5154
9/10/16----------------------------------------------------------------10/9/16

2007년 도요타 씨에나 LE 
미니벤 상태좋음 6천500
불,2006년 벤즈 상태좋음, 7
천불 ☎917-794-0505
9/3/16----------------------------------------------------------------10/2/16

뉴저지 원오너 운전자가
2006년 혼다PILOT. GRAY 
칼라.8.8000MILE. $ 6500
에 매매☎917-687-3127
☎347-843-5353
7/16/16-------------------------------------------------------------------9/14/16

2012년 혼다 8인승 미니밴 오
디세이,하이웨이로 18만 마일
무사고, 풀옵션 $13000
☎516-965-1717
7/12/16-------------------------------------------------------------------8/11/16

미쯔비시 16피트 박스트럭
2십만 마일리지 상태양호
$9500 ☎929-453-7712
7/5//16-------------------------------------------------------------------8/4/16

2000년 구매 토요타 씨엔나
다크그린 13000 마일리지
수리완료 상태양호 가격: 
$2500 ☎516-815-0451
7/5//16-------------------------------------------------------------------7/30/16

2001년도 현대 XG 300 
97,000 miles, air conditioner 
excellent, 성능 우수 , 가격 
:$1500관심잇는 분만 연락바람 
☎347-251-2440
6/11/16-------------------------------------------------------------------7/10/16

2004 Ford Freeatar
미니밴 SES 7인승,165K, 
miles 트랜스미션, 배터리, 제
네레터,타이어, 3개월에서10개
월 전에 새로바꿈,Very good 
maintnance, 성능 매우 뛰어
남,현 상태 매매가$2750 ☎ 
646-301-0011
7/5/16-------------------------------------------------------------------8/4/16

NEW 2017 KIA SPORTAGE 
AWD  39개월 LEASE 10K/Y 
2500 DOWN 169/M   
☎201-515-0373
10/13/15-----------------------------------------------------------------11/13/1

15 Ford mustang v6 LED 
21K $19800 
☎646-664-7468
----------------------------------------------------------------------------YA

2016 렉서스 RX350 AWD
리스, 36개월, 10K/Y
$2,000DOWN, $399/M
☎646-206-8728
10/13/15-----------------------------------------------------------------11/13/15

2009 HONDA ODYSSEY EXL 
BLK/GRAY
78,200MILES, 네비, 후방 카
메라,   가격 : $12,900
☎718-737-2228
10/13/15-----------------------------------------------------------------11/13/15

2006년 아큐라(acura) MDX

흰색 12만5천마일,상태최상
가격:8천500불(무사고,첫주인)
☎917-763-7263
☎516-462-0641
1/16/16-------------------------------------------------------------------2/15/16

2016 렉서스 ES350
리스, 36개월, 10K/Y
$2,500DOWN, $299/M
☎646-206-8728
10/13/15-----------------------------------------------------------------11/13/15

2016 렉서스 IS300 AWD
리스, 36개월, 10K/Y
$2,000DOWN, $299/M
☎646-206-8728
10/13/15-----------------------------------------------------------------11/13/15

2008 AUDI A6 AWD BLACK 
네비, 후방카메라,가죽,선루프
70K 장기렌트 가능 $12500
☎718-737-2228
----------------------------------------------------------------------------NY

2008 Porsche Cayenne 
GTS 80k miles $25500
☎201-515-0373
----------------------------------------------------------------------------NY

NEW 2016 AUDI A3 AWD
36개월 LEASE 10K/Y
$2000 DOWN $259/M
☎201-210-5855
----------------------------------------------------------------------------NY

NEW 2017 AUDI A4 AWD
36개월 LEASE 10K/Y
$2000 DOWN $369/M
☎ 201-310-8800
----------------------------------------------------------------------------NY

NEW 2016 INFINITI Q50 
PREMIUM AWD, 39개월 
LEASE 10K/Y $2500 DOWN 
$279/M ☎201-515-0373
----------------------------------------------------------------------------NY

NEW 2017 Infiniti QX50 
AWD  39개월 LEASE 10K/Y 
2000 DOWN 289/M   
☎201-515-0373
----------------------------------------------------------------------------NY

NEW 2016 HONDA 
ODYSSEY LX 36개월 LEASE 
10K/Y $2500 DOWN $229/M 
☎ 718-362-3555
-------------------------------------------------------------------------NY

NEW 2017 HONDA ACCORD 
LX 36개월 LEASE 10K/Y
$1000 DOWN $189/M
☎917-434-4567
----------------------------------------------------------------------------NY

NEW 2016 HONDA PILOT 
AWD LX 36개월 LEASE 
10K/Y $3500 DOWN $319/M 
☎201-210-5855
----------------------------------------------------------------------------NY

NEW 2016 NISSAN SENTRA 

SV  36개월 LEASE 12K/Y 
2000 DOWN 89/M   
☎201-515-0373
----------------------------------------------------------------------------NY

NEW 2016 NISSAN ROUGE 
S AWD 36개월, 12K/Y
$2300 DOWN $149/M
☎201-515-0373
----------------------------------------------------------------------------NY

NEW 2016 JEEP COMPASS 
LATITUDE 4X4
36MO LEASE 10K/Y
$3500 DOWN $99/M
☎718-799-9124
----------------------------------------------------------------------------NY

NEW 2016 JEEP RENEGADE 
SPORT 4X4 36MO LEASE 
10K/Y $3000 DOWN $139/M 
☎718-737-2228
----------------------------------------------------------------------------NY

NEW 2017 LEXUS NX 200T 

AWD  36개월 LEASE 10K/Y 
3000 DOWN 299/M  
☎917-434-4567
----------------------------------------------------------------------------NY

NEW 2016 LEXUS RX350
36MO LEASE 10K/Y
$2000 DOWN $379/M
☎201-515-0373

----------------------------------------------------------------------------NY

NEW 2016 LEXUS IS300 
AWD 36MO 10K/Y
$1500 DOWN $289/M
☎718-737-2228
----------------------------------------------------------------------------NY

NEW 2016 BMW 320i xDrive 
36MO LEASE 10K/Y
$2500 DOWN $239/M
☎718-799-9124
----------------------------------------------------------------------------NY

NEW 2017 BMW X1 xDRIVE 
28I 36MO LEASE 10K/Y
$3000 DOWN $359/M
☎201-267-7277
---------------------------------------------------------------------------NY

NEW 2017 TOYOTA CAMRY 
SE 36MO LEASE 10K/Y
$2000 DOWN $149/M
☎201-515-0373
----------------------------------------------------------------------------NY

NEW 2017 ACURA RDX 
AWD 36MO LEASE 10K/Y
$0 DOWN $399/M
☎201-515-0373
----------------------------------------------------------------------------NY

NEW 2016 ACURA MDX 
AWD 36MO LEASE 10K/Y
$2000 DOWN $399/M
☎917-434-4567
----------------------------------------------------------------------------NY

NEW 2016 BENZ C300 AWD 
36MO LEASE 10K/Y
$3000 DOWN $299/M
☎201-515-0373
----------------------------------------------------------------------------NY

NEW 2017 BENZ E350 
AWD36MO LEASE 10K/Y
$3000 DOWN $549/M
☎201-267-7277
----------------------------------------------------------------------------NY

NEW 2016 BENZ GLC300 
AWD 36MO LEASE 10K/Y
$3000 DOWN $459/M
☎718-737-2228
----------------------------------------------------------------------------NY

15 Infi QX60 BK 3rd seats 
40K miles $32800
☎646-664-7468
----------------------------------------------------------------------------YA

13 Benz ML350 GPS New 
brake Black Color 
40K miles $32800 
☎646-664-7468
---------------------------------------------------------------------------YA

14 Benz EJ50 Sport GPS 
AWD 37K $29800
☎646-664-7468
---------------------------------------------------------------------------YA

13 Audi Q5 White Blue in 
stock GPS Keyless 30K 
$29800☎646-664-7468

---------------------------------------------------------------------------YA

13 Porsche Cayenne, GPS 
AWD 44K $39800
☎646-664-7468
---------------------------------------------------------------------------YA

13 Honda ody 40K $15900
☎646-664-7468
---------------------------------------------------------------------------YA

13 Toyota Venz AWD GPS 
BK 23K $21900
☎646-664-7468
---------------------------------------------------------------------------YA

14 MDX GPS 7seats 38K 
miles $33000 BK color
☎646-664-7468
---------------------------------------------------------------------------YA

13 Acura TL 29K miles 
$19900 white color
☎646-664-7468
---------------------------------------------------------------------------YA

13 BMW 535X1 37K miles 
GPS AWD BK $29800
☎646-664-7468
---------------------------------------------------------------------------YA

13 BMW X5 43K miles GPS 
sport AWD BK $29900
☎646-664-7468
---------------------------------------------------------------------------YA

14 Town R county 7seats 
DVD 26K miles $18800
☎646-664-7468
---------------------------------------------------------------------------YA

13 BMW X6 GPS BK 24K 
miles $42800
☎646-664-7468
---------------------------------------------------------------------------YA

13 Dodge Dart Limited 
Leather GPS RVC 31K 
$13800☎646-664-7468
---------------------------------------------------------------------------YA

13 Honda ody EX BK Power 
sliding DRS 37K miles 
$18800☎646-664-7468
---------------------------------------------------------------------------YA

14 Jeep G cherokee 40K 
White $1990 
☎646-664-7468
---------------------------------------------------------------------------YA

13 Land Rover LR4 
GPS AWD 3rd seats 33K 
$36800☎646-664-7468
---------------------------------------------------------------------------YA

13 Lexus ES 350 GPS RVC 
36K miles $2290
☎646-664-7468
---------------------------------------------------------------------------YA

14 Lexus RX350 BK GPS 
30K miles $31800
☎646-664-7468
---------------------------------------------------------------------------YA

2016 혼다 PILOT LX
리스, 36개월, 10K/Y
$3,500DOWN, $299/M
☎646-206-8728
3/15-----------------------------------------------------------------11/13/

소음이 거의 없이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친

환경차에 대해 연방정부가 저속으로 주행 때 차량 소음

을 높이도록 의무화했다.

연방 교통부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가 19마일이하로 전진을 하거나 후진을 할 경우 보행자

들이 차량 접근을 들을수 있도록 차량의 소음을 높이노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조사는 저속으로 주행할 때 알람을 설치하

거나 엔진소음 등을 높여야 한다. 새 규정에따라 제조사

들은 오는 2019년 9월1일까지 새 친환경차에 대해 이같

은 보행자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9마일 이상 주행

할 때는 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연방 교통당국에 따르면 친환경차가 증가하면서 매년 

전국적으로 보행자 2,400여명이 친환경차에 치여 부상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발표된 한 조사

에 따르면 친환경차와 보행자의 사고위험이 일반 차량에 

비해 1.6배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저속 주행 때
소음 높이는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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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프리미엄 브랜드 '

제네시스'가 LA 오토쇼의 제네시스 

독립 전시장에서 'G80 스포츠'를 미

국 최초로 공개했다.

한국에서 먼저 출시돼 매월 500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제네시

스 G80 스포츠는 기존 G80 모델에 

3.3리터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해 최

대 370마력을 발휘하는 고성능 스포

츠 세단으로 일반 G80 모델에 비해 

더욱 날카롭고 공격적인 외형을 지니

고 있다. 제네시스 G80 스포츠는 ▲

쿼드 이그저스트 ▲대형 브레이크 캘

리퍼 ▲세미 버킷 스포츠 시트 ▲카

본파이버 실내 마감 등을 적용해 스

포츠 특화 모델임을 부각시켰다.

G80 스포츠는 내년 상반기부터 미

국시장에서 판매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가 수출 40주년을 맞아 누적 수출 2363

만여 대를 달성했다. 

현대차는 에콰도르 과야킬 시에서 ‘현대자동차 수

출 40주년 기념식’을 열고 아이오닉 신차 발표회

와 시승회를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과야킬 시는 

1976년 6월 현대차가 처음으로 수출한 ‘포니’ 6대가 

입항했던 항구 도시다.

현대차는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에 힘입어 1976년

부터 올해 10월까지 184개 국가에 신차 2363만2832

대(누적 기준)를 수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

자는 “수출 대수만큼의 아반떼를 일렬로 세우면 지

구 둘레(약 4만 km)를 2.7바퀴 도는 거리”라고 설

명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올해 유럽 시장에서도 선전하

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1∼10월 유럽연합(EU) 28

개 회원국 시장에서 41만5360대를 팔아 작년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8.6% 증가했다. 기아자동차도 

같은 기간 전년 대비 13.8%가 증가한 36만3755대의 

신차가 유럽 시장에서 팔렸다.  이 같은 호실적에 

따라 현대.기아차의 유럽 시장 신차 판매 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오른 6.3%를 기

록했다. 반면 유럽 시장에서 일본 도요타그룹의 신

차 판매 점유율은 4.2%, 닛산은 3.7%를 기록해 작

년과 같거나 소폭 하락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인텔이 

자율주행 차량 시대에 대비해 약 

3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크러재니치 인텔 최고경영자

(CEO)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

린 'LA 오토쇼'에서 향후 2년동

안 자율주행 차량 기술 개발에 

총 2억5천만달러를 투자하겠다

고 밝혔다. 인텔 CEO가 오토쇼

에서 강연자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텔이 얼마나 자동차 

업계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단

적으로 보여준다.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자율주

행 자동차의 직접 제작보다는 차

량에 필요한 핵심 컴퓨팅 기술

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크러재니치 CEO는 "미래로 갈

수록 차량의 컴퓨팅 기능이 (성

능의)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 자동차 산업에 공을 들이

는 것은 인텔만이 아니다.

미국 반도체 제조사 엔비디아

는 전기차 기업 테슬라 최신 모

델에 반도체 칩을 납품하고 있으

며, 스마트폰 반도체 분야의 강

자인 퀄컴은 지난달 에어백 등 

자동차 관련 시스템에 강점을 지

닌 네덜란드 NXP 반도체를 총 

470억 달러에 사들인 바 있다.

인텔 "자율주행차 기술에 2억5천만불 투입"

제네시스 'G80 스포츠' LA오토쇼에서 첫 공개

현대자동차 수출 40년…총 2363만대 판매
포니 자동차 첫 수출한 에콰도르에서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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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요요현상

으로 몸무게가 원래대로 돌아가더

라도 체중 감량 경험이 있으면 다

이어트를 하지 않아 계속 비만인 사

람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으

로 나타났다.

미국 오하이오대학 연구팀은 비만 

쥐 30마리를 세 그룹으로 나눠 4주

간 실험했다. 한 그룹은 고지방 식

단을 먹여 살을 찌우고 다른 그룹

은 저지방 식단을 먹여 체중감량

을 시키는 한편 나머지는 둘을 섞

어 다이어트 후에 요요현상이 오도

록 했다.

그 결과, 다이어트에 성공한 그룹

과, 일단 시도했지만 실패한 그룹 

모두 약 2년씩 살아 계속 비만 상태

였던 그룹보다 반 년 정도 오래 사

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그룹은 다른 그룹보다 많이 

먹어 체질량지수 수치가 높았으며 

혈당량도 높아 당뇨병을 앓거나 당

뇨병 초기 증세를 보였다. 

요요현상을 겪은 그룹은 저지방 

식단을 먹는 동안 체질량지수나 혈

당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다시 살

이 찌더라도 비만 그룹보다는 훨씬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의 에드워드 리스트 박사는 

“지방세포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염

증을 일으키고 혈당수치를 높이는 

등 건강에 해가 되지만 비록 기간

이 짧다 해도 체중을 줄인 시간만

큼은 이 호르몬이 줄어든다”며 “비

만인 사람은 다이어트 시도를 포기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 코넬대학 의학대학원 루이

스 아론 박사는 “다른 연구에서 사

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며 “요요현상 때문

에 다이어트에 실패하더라도 건강

을 해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도

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그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오랫동안 이

어진다”며 “이상적인 몸매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의 이점을 위

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덧붙

였다. 이런 내용은 미국 과학전문

지 사이언스데일리 등에 실렸다.

요요 겪어도..일단 살 빼면 건강에 도움돼

여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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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기업체 출연

으로 민간재단이 만들어진다. 관심을 갖

고 지켜보라”는 뜻을 전해줬다고 최순실

(60.구속)씨가 검찰에 주장했다. 

그간 미르.K스포츠재단을 좌지우지하

며 국정농단을 주도한 당사자로 지목됐

던 최씨가 ‘박 대통령의 아이디어’였음을 

밝힌 셈이다. 검찰이 “의혹들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고 공언한 데에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씨는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

속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의 문화융성 

관련 재단 설립 아이디어를 들었다고 검

찰에 말했다. 최씨는 이른바 ‘문고리 3인

방’ 가운데 정 전 비서관만을 접촉했다고

도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의 정책적 의중을 파악했고, 이를 

통해 향후 문화.체육계의 이권에 개입할 

여지를 얻었다고 의심한다. 최순실씨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이 대통령의 

지시정책이었고, 대기업들의 출연 금액

은 재단 안에 보관되고 있다는 취지로 소

명하고 있다.

최씨가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꼽혀온 미

르.K스포츠재단 설립 아이디어를 대통

령에게서 오히려 먼저 들었다고 진술하

면서 검찰의 대통령 직접 대면조사는 더

욱 시급해졌다. 기소를 앞둔 최씨는 “내

가 잘못한 게 10가지라면, 지금 1000가

지를 잘못했다고 한다”며 억울해한 것으

로 전해졌다. 

또 최순실(60)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과 정책 문서 등을 봐달라고 먼저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에 따르면 최씨는 "나 혼자 국정

을 농단한 게 아니다"라며 사실상 국정 

농단을 인정하면서 연설문 등 청와대 문

서를 사전 열람하고 수정 의견을 개진한 

것이 모두 박 대통령의 부탁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법률.변호사 Law.attorney

상법  | 이민법  | 가정법/이혼법  | 부동산법  | 형사/민사법  | 교통사고/사고상해전문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입천장에 구멍이 생겼다'고 호소하는 환자의 글

을 인터넷에서 삭제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

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

사)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성형외과 원장 A씨

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여성 B씨를 상대

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2016카합

497)을 최근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안면윤곽, 돌출 입 

수술을 받았다가 입천장에 천공이 생기고 치아 

감각 상실, 안면 비대칭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

는 취지의 글을 포털 사이트의 카페 게시판과 온

라인 커뮤니티에 총 70여 차례 올렸다. 

B씨의 글에는 A씨의 이름, 병원명과 함께 '입

천장을 꿰매는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도 아직 작

은 구멍이 뚫려 있어 먹는 것마다 코로 흐른다', '

빨대로 먹어야 하는 음식은 컹컹대는 소리가 나

서 먹을 수 없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B씨는 또 천공이 생긴 입천장이 보형물로 봉합

된 사진을 첨부하며 "재건 병원도 좋고 민간요법

도 좋고 어떤 것이든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될 내

용이 있다면 꼭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A씨는 올해 8월 "이미 3차례에 걸쳐 B씨

를 정상적으로 치료했고, B씨가 게재한 사진은 

수술 초기 상태를 촬영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을 담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

청을 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만약 B씨의 주장대로 증

상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병원

과 원장 이름을 공개해 영업상 손해를 끼치고 명

예를 훼손하고 있어 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게시물 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

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

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게시물로 인해 현

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해야 한

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B씨가 

쓴 게시물이 허위사실이라거나 그 내용이 공공

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

다"며 "게시물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

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

서 A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

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

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게시물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

를 현저히 일탈해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

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가처분으로 게시물을 삭

제하도록 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부

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편 A씨는 B

씨의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 "성형 부작용 인터넷 글 삭제" 의사 신청 기각

"미르-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대통령 아이디어"
최순실, "연설문도 박 대통령이 먼저 봐달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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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CJ그룹을 압박한 결정적 

이유는 영화 <변호인> 때문이었다

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의 증

언이 나왔다. 또 이미경 CJ그룹 부

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넣은 조원동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자체 조사가 이뤄졌으나, 조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전화

를 한 것”이라고 진술해 조사가 중

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문체부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CJ그룹에 대한 청와대의 압력이 본

격화한 것은 2014년 초부터다. 

문체부 전직 고위 관계자는 “당시

는 영화 <변호인>이 1000만명을 돌

파하며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

모의 열기가 다시 살아난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청와대의 

지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철민 

교육문화수석에게 지시해 문체부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1981년 9월 부산 지역

에서 발생한 ‘부림사건’을 바탕으

로 만들어진 영화로, 2013년 12월

18일 개봉해 한국 영화로는 9번째

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기록

을 남겼다. 주인공 변호사의 모델

이 고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점에

서 화제가 됐다.

그러나 “문체부가 청와대의 지시

를 제대로 따르지 않자 그 과제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다”며 “

문체부를 대신해 숙제를 떠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우리가 덤

터기를 써야 하느냐’며 문체부 쪽

에 강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4월 CJ CGV, CJ E&M

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그해 12월 CJ

에 대해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했

다. 

한편, 조원동 수석이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는 녹

음 파일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조원동 수석의 목소리가 담긴 녹

음 파일이 2014년 1~2월 무렵 청

와대에 들어와 민정 쪽에서 자체

적으로 조사에 들어간 적이 있다”
며 “녹음 파일의 진위 여부와 사

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 수석

을 조사했는데 조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전화를 한 

것’이라고 말해 더 이상 조사가 이

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CJ 압박, 영화 <변호인>이 결정적 이유"
문체부 관계자들 잇딴 증언…문체부에 "손좀 봐라"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미경 부회장 퇴진 종용 전화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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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2대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각 부처 실.국장 자리에서 전 

정권 인사들을 전출시키라고 지시하면서, 당

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 전 수석에게 장.차

관의 사생활까지 조사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TV조선이 입수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각 부처 

실.국장 자리에서 전 정권 인사들을 전출시키

라는 지시도 있었다. 

지난 2014년 7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

장은 수석들에게 "사정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직, 민간, 언론을 불문하고 '성향'

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중요부처 실국장의 

동향 파악도 요구했다.

열흘쯤 뒤엔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장

차관의 복무평가뿐 아니라 사생활 조사까지 

맡겼다. 사생활 조사는 민정비서관이나 공직

기강비서관 등의 업무 소관이 아니다.

민간 성향 파악과 사생활 조사 등 사찰성 정

보 수집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향'이 

맞지 않는 지난 정부의 인사를 내보내라는 지

시도 여러 차례 나온다. 

특히 김 전 실장은 "노무현 측근을 서서히 교

체하고 '순혈'로 정비"하라는 명령도 한다. 그

러면서 김 전 실장은 청와대의 인사 관여가 외

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시키기도 했다. 

"대통령 임명직이 아닌 직위에 대해선 청와

대가 개입할 경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

므로 둘러서 알아보라"는 당부까지 했다.

청와대, 장차관들 사찰 정황…
우병우에 사생활조사도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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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앨라배마 주 작은 소도시가 입

양된 가정에서 최소 2년간 지하실에서 

갇혀 지내는 등 갖은 학대로 죽음에 갈

림길에 선 14세 소년의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이 소년은 발견 당시 극도의 영양실

조와 탈수 증세를 보였으며, 체중이 55

파운드(25㎏)에 불과했다고 CBS 뉴

스가 보도했다.

이 14세 소년의 양부모는 모두 아동

학대 등 혐의로 갇혀있으며, 이들에게

는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앞서 경찰은 최근 병원에 입원한 소

년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서 양부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트 폴마르 경찰국장은 브리핑에서 

"이 소년은 만성 영양실조에다 탈수증

을 앓고 있었다"면서 "조사 결과 양부

모는 소년을 최소 2년간 지하실에 가

둬놓고 밥도 주지 않고 방치했다"고 

발표했다.

폴마르 국장은 이어 "이 소년은 관할 

지역 내 어느 공립학교에도 등록돼있

지 않았다"면서 "애를 키우고 있는 아

버지로서 이 소년을 보았을 때 너무 가

슴이 아팠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웃 주민은 "작은 소

년이 뒤뜰에서 잔디를 깎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서 "이 소년의 체구는 매

우 작았으며 잔디 깎는 일을 매우 힘

겨워했다. 소년의 아버지는 그저 이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앨라배마 주 당국은 이 소년의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적용돼 대법원에서 부정경쟁

행위가 인정된 첫 사례가 나

왔다.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은 부

정경쟁행위의 유형 9개만 한

정해 열거했는데, 기술의 발

전과 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

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처하

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2013년 7월 열번째 부정경쟁

행위를 (차)목으로 신설했다.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

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

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S 단팥빵'을 운영

하는 민모씨(소송대리인 김

앤장 법률사무소)가 동종 경

쟁업체인 'N 단팥빵' 주인 김

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6다229058)에서 심

리불속행으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N 단팥빵

은 S 단팥빵과 유사한 간판

과 매장 인테리어 사용을 금

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

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었다.

1.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을 
매우 어둡게 묘사했다. 
그는 극히 소수의 불법이민자들

에게 자녀를 살해당한 10여명의 

엄마들을 "천사의 엄마"(angel 

mom) 라고 하며 강단 앞으로 불

러 내어 포옹을 해주었다.  그리고 

그는 대부분의 불법이민자들을 "

천사 엄마들”의 자녀들을 살인한 

살인자들로 매도했다.  천사엄마

들에게 먼저 삼가 조의를 표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대부분의 신분

이 없는 사람들은 착실하며 이 나

라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다.  

필자가 변호하는 약 95%의 신분

이 없는 불법이민자들은 형사범죄 

전과기록이 없으며 가족들의 생계

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다. 또 본인이 대리하고 있는 의뢰

인 중에 극소수가 음주 운전자이고 

드문 소수가 가정폭력에 관련되어 

있다. 나는 이들의 범죄 비율이 미

국 일반 대중보다 훨씬 낮다는 것

을 장담 할 수 있다.  트럼프는 멕

시칸 이민자들을 강간과 마약 밀수

자라고 표현하며 민중선동적 발언

으로 잘못된 열정과 편

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트럼프는 반복적으로 오바마/
힐러리 정부가 신분이 없는 이민
자들을 추방하는 이민법을 제대로 
시행, 집행하지 않았음을 재차 강
조했다. 그러나 사실상 오바마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민법 시행하고 

있었다. 오바마행정부는 지금까지 

280만명을 추방했다.  

그는 미국의 어느 대통령보다 더 

많은 이민자들을 추방했다. 오바

마대통령은 1892년부터 2000년까

지 19명의 미국대통령들이 추방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추방

했다. 그래서 그는 추방 참모총장 

(deportation in chief)이라고 불

린다.  오바마의 강력한 집행정책

은 이민법정에서 잘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이민법정에 심의조정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2~3년 

걸리게 되었다.

3.그는 반복적으로 일정기간 동
안 미국에 있었던 사실만으론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화 해주는 사면 조
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면은 1982년 공화당 레

이건 대통령 정부때 단 한번 있었

다.  트럼프는 신분이 없는 이민자

들이 미국에서 합법화되는 방법은 

먼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비

자를 다시 신청하는 것이라고 강

조한다. 

그러나 사실은 신분 없는 사람들

이 이 나라를 떠나면 10년동안 다

시 비자를 신청 할 수가 없다.  그

들 대부분이 (멕시칸들의 경우) 비

자를 신청하는 경우 미국시민 배우

자, 부모, 21세 미만의 자녀 둔 사

람이 아니면 약 20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들의 대부분은 미 시민권 

자녀가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

발적으로 자녀를 떠나서 10~20년

을 떨어져서 살란 말인가?  대부분

의 사람들은 그렇 수 없다.  그들을 

가족에게서 강제로 찢어 놓고 추

방시키는 것을 실행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4.트럼프는 또한 미국-멕시코 국
경에 이중의 난공불락의 큰 벽을 
구축하고, 멕시코에게 경비를 부
담하게 하려한다. 

공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멕시코에 정말 모욕적이며 약자를 

괴롭히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왜 

멕시코가 미국이 구축해야 하는 벽

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미국

과 멕시코 국경사이 해당되는 산

악지대, 사막, 캐논, 강사이에 구

축할 벽은 실질적 불가능하며 경

제적으로도 건축과 유지가 실현성

이 없다.  

높은 수준의 기술과 전기 울타리

나 드론 등으로 그러한 장벽 없어

도 국경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

다. 이것은 그의 가장 큰 선동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의 

그러한 "만리장성"이란 표현은 백

인 다수 민족주의와 미국 보호주

의에 호소하여 그런 이미지와 상

징을 통하여 호응을 얻으려는 전

략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반 이민정
책과 이민법 집행 강화"를 말하는 
것은 너무나 위선적이다.  그는 "

친 이민법"이 아니었으면 결혼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이때까지 결혼 및 이혼한 세 

부인들은 모두가 다 이민자다. 더

욱이 그의 회사는 중국, 방글라데

시 또 인도 같은 나라에 수천명의 

일자리를 아웃 소싱했다. 트럼프

의 모델 에이젠시는 이민법을 위

반하면서 많은 젊은 여성 모델들

을 이용했다. 패션 모델로 활동하

려면 H1B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

러나 트펌프 에이젠시는 H1B 를 

내어 주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방

문 비자로 와서 일하게 했다.  

방문 비자로 와서 일하게 하며 그 

모델들에겐 무보수로 일하게 하

며 “노동착취"를  한 것이다. 현재 

부인인 멜라니아도 정당한 비자

(H1B)를 받아 오지 않고 여기서 

누드 모델로 일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업전략은 비양심적이

며 의도적으로 이민법을 위반하

여 젊은 여성모델들을 악용한 것

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돈을 벌기 

위하여 이민법을 의도적으로 위반

했을 뿐 아니라, 이를 악용하면서 

반 이민정책과 이민법 강화를 주

장하는 것은 너무나 위선적인 행

동인 것이다. 

트럼프의 이민법 시행계획은 허구
아무 근거없는 국민 선동적 신화에 불과하다

김기철 이민전문변호사

347-766-6502 /www.igetyouin.com

교회 수련회에서 여중생에게 “넌 

내거야”라고 말하며 강제로 추행하

는 등 손녀뻘 여성들을 상습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 정모씨

에게 항소심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 초중등

부 부장장로였던 정씨는 교회 내 또

는 교회행사 장소에서 교회 신자인 

청소년과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를 강

제로 추행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

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

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

인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13

년부터 2년간 자신이 장로로 있던 교

회에서 10대 소녀와 20대 주일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한 혐

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정

씨는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던 중 한 

여중생에게 다가가 “넌 내 스타일이

야. 넌 내거야”라고 말한 뒤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업무 중이던 초등부 교사들에게 다가

가 강제로 포옹하거나 신체부위를 만

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한 말 때문에 

피해자는 정씨가 밤에 숙소로 찾아올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고, 교

사들이 불침번을 서기도 했다”며 “피

해자들은 정씨를 아빠같은 분이라 생

각해 불쾌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

내지 못하고 넘어갔으나, 정씨는 별

다른 죄책감 없이 점점 더 추행 행위

의 강도를 높여갔다”고 판단, 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PIP 보험을 통하여 매 교통사고시 한 사

람당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으며, 

PIP 에서 지불해 주는 최소한도의 혜택은 

보험가입시 선택사항에 따라 $15,000 에서 

$250,000 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의료비용 (의사검진비용, 응급실방문비

용, 의료검사비용 및 재활치료비용 등)

휴직/휴업등으로 오는 임금 손실: 교통사

고 날로부터 최대 1년까지 매주 최대 $100 

까지 받을 수 있으며, 1년동안 받을 수 있

는 임금손실 혜택은 최대 $5,200.00 에 제

한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수적인 비용: 하루 $12 까지 청구

할 수 있으며, 병원이나 치료를 받으러 갈

때의 교통비용이나 가정부를 고용해아 하

는 등 교통사고로부터 발생한 부상으로 인

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말합

니다.  

한 사고당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기타

부수비용은 $4,380 으로 제한되어 있습니

다. 사망자 발생시, 사망자가 소득자일 경

우 최대 $5,200 까지의 사망보상금이, 사

망자가 비소득자일 경우 최대 $4,380 까지

의 사망보상급이 지급됩니다. 사망자 발생

시, 최대 $1,000.00 까지의 장례비용이 지

급됩니다.  

[자세한 광고사항은 A4 페이지 참조]

7. PIP 보험 혜택사항
(PIP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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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앨라배마 주 작은 소도시가 입

양된 가정에서 최소 2년간 지하실에서 

갇혀 지내는 등 갖은 학대로 죽음에 갈

림길에 선 14세 소년의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이 소년은 발견 당시 극도의 영양실

조와 탈수 증세를 보였으며, 체중이 55

파운드(25㎏)에 불과했다고 CBS 뉴

스가 보도했다.

이 14세 소년의 양부모는 모두 아동

학대 등 혐의로 갇혀있으며, 이들에게

는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앞서 경찰은 최근 병원에 입원한 소

년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서 양부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트 폴마르 경찰국장은 브리핑에서 

"이 소년은 만성 영양실조에다 탈수증

을 앓고 있었다"면서 "조사 결과 양부

모는 소년을 최소 2년간 지하실에 가

둬놓고 밥도 주지 않고 방치했다"고 

발표했다.

폴마르 국장은 이어 "이 소년은 관할 

지역 내 어느 공립학교에도 등록돼있

지 않았다"면서 "애를 키우고 있는 아

버지로서 이 소년을 보았을 때 너무 가

슴이 아팠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웃 주민은 "작은 소

년이 뒤뜰에서 잔디를 깎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서 "이 소년의 체구는 매

우 작았으며 잔디 깎는 일을 매우 힘

겨워했다. 소년의 아버지는 그저 이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앨라배마 주 당국은 이 소년의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

다. 

'미국판 원영이 사건'…2년간 지하실 갇혀 지낸 14세 소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적용돼 대법원에서 부정경쟁

행위가 인정된 첫 사례가 나

왔다.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은 부

정경쟁행위의 유형 9개만 한

정해 열거했는데, 기술의 발

전과 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

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처하

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2013년 7월 열번째 부정경쟁

행위를 (차)목으로 신설했다.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

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

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S 단팥빵'을 운영

하는 민모씨(소송대리인 김

앤장 법률사무소)가 동종 경

쟁업체인 'N 단팥빵' 주인 김

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6다229058)에서 심

리불속행으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N 단팥빵

은 S 단팥빵과 유사한 간판

과 매장 인테리어 사용을 금

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

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었다.

특가 $300->$150  (3개 구입시 $400)  

교회 수련회에서 여중생에게 “넌 

내거야”라고 말하며 강제로 추행하

는 등 손녀뻘 여성들을 상습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 정모씨

에게 항소심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 초중등

부 부장장로였던 정씨는 교회 내 또

는 교회행사 장소에서 교회 신자인 

청소년과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를 강

제로 추행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

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

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

인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13

년부터 2년간 자신이 장로로 있던 교

회에서 10대 소녀와 20대 주일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한 혐

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정

씨는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던 중 한 

여중생에게 다가가 “넌 내 스타일이

야. 넌 내거야”라고 말한 뒤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업무 중이던 초등부 교사들에게 다가

가 강제로 포옹하거나 신체부위를 만

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한 말 때문에 

피해자는 정씨가 밤에 숙소로 찾아올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고, 교

사들이 불침번을 서기도 했다”며 “피

해자들은 정씨를 아빠같은 분이라 생

각해 불쾌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

내지 못하고 넘어갔으나, 정씨는 별

다른 죄책감 없이 점점 더 추행 행위

의 강도를 높여갔다”고 판단, 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손녀뻘 여중생에 "넌 내 스타일…내거야" 장로님의 나쁜 손
10대소녀들 상습 성추행한 60대 장로…항소심도 징역 1년

발견 당시 체중 25㎏에 영양실조…양부모, 학대 혐의 수감

PIP 보험을 통하여 매 교통사고시 한 사

람당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으며, 

PIP 에서 지불해 주는 최소한도의 혜택은 

보험가입시 선택사항에 따라 $15,000 에서 

$250,000 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의료비용 (의사검진비용, 응급실방문비

용, 의료검사비용 및 재활치료비용 등)

휴직/휴업등으로 오는 임금 손실: 교통사

고 날로부터 최대 1년까지 매주 최대 $100 

까지 받을 수 있으며, 1년동안 받을 수 있

는 임금손실 혜택은 최대 $5,200.00 에 제

한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수적인 비용: 하루 $12 까지 청구

할 수 있으며, 병원이나 치료를 받으러 갈

때의 교통비용이나 가정부를 고용해아 하

는 등 교통사고로부터 발생한 부상으로 인

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말합

니다.  

한 사고당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기타

부수비용은 $4,380 으로 제한되어 있습니

다. 사망자 발생시, 사망자가 소득자일 경

우 최대 $5,200 까지의 사망보상금이, 사

망자가 비소득자일 경우 최대 $4,380 까지

의 사망보상급이 지급됩니다. 사망자 발생

시, 최대 $1,000.00 까지의 장례비용이 지

급됩니다.  

[자세한 광고사항은 A4 페이지 참조]

7. PIP 보험 혜택사항
(PIP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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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은행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행장과 일

부 전무급 이상 경영진의 평균 연봉이 1인

당 50만달러인 반면 일반 은행직원들의 연

봉은 9만여달러로 나타났다.

한인은행들의 1인당 연봉 평균치는 하늘

과 땅 차이만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지난해 8개 한인은행의 최고 경영진은 모

두 34명으로 전체 2,667명의 1.3%에 불과

했지만, 이들이 받은 급여의 합은 1,638만

달러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경영진 1

인당 평균 48만달러를 넘긴 것으로 경영진

을 뺀 직원들의 단순 평균 9만4,000여달러

보다 5.1배 많았다.

한인은행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은

행창구의 Teller로 입사하면 초봉이 3만~4

만달러에 불과하고 매년 인상폭이 적어 수

년간 일해도 연봉 5만달러가 넘기가 쉽지 

않다. 건강보험이나 401(k)를 지원해 주어

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수준이다. 

LA한국일보가 은행국 자료를 인용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장 가운데 최고액 

연봉은 구 BBCN의 케빈 김 행장으로 본봉

과 보너스를 합해 약 140만달러를 기록했

다. 이어 금종국 한미은행장이 117만달러

를 넘겼고, 유재환 구 윌셔은행장은 76만달

러를 받았다.

오픈뱅크의 민 김 행장이 66만달러, 태평

양의 조혜영 행장이 64만달러, CBB의 조

앤 김 행장은 51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유니

티의 최운화 행장이 30만달러, US메트로의 

김동일 행장은 29만달러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행장들의 본봉과 기타 보너스만

을 따져봤을 때 지난해 연봉 상승률은 주류 

은행권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는 것

이다. 케빈 김 행장은 2014년 받은 47만달러

의 주식 보상과 32만달러의 옵션 보상을 빼

면 급여 총액은 124만달러에서 지난해 140

만달러로 10.4% 가량 올랐다.

반면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

한 미국 대형 주류은행 CEO들의 지난해 임

금 인상률은 7.6%였다.

회계.회계사 accountant

회계업무 | 재정업무 | 회계사  

아이폰 신모델용 올레드 
수급차질 전망

미국 애플이 내년에 출시되는 아이폰 신모델 

전체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드) 스

크린을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수급 문제로 차질

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한국의 삼성

전자를 포함한 4개 주요 OLED 생산업체에 

OLED 패널 공급을 타진했으나, 이들은 충분

한 생산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난

색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애플이 삼

성전자와 내년도분의 독점 공급 계약을 맺으면

서 5인치 이상의 OLED 패널 1억개를 주문했

지만, 삼성전자는 수율이 낮은 탓에 애플의 늘

어나는 수요를 맞출 만큼 충분한 생산량을 확보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한인은행 임원,직원 연봉차 너무 크다
8개 한인은행 경영진과 직원 연봉 '하늘과 땅'
경영진 50만달러, 직원들의 9만여불보다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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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최순실

의 조카 장시호씨(37.개명 전 장유진)의 

고교 시절 성적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

났다. 대회 수상경력은 모두 대한승마협

회 등에서 주최한 국내대회 마장마술 대

회였다.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이 서울시교육

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시호씨는 고교 시절 3년 내내 최하위 성

적을 기록했다. 

1학년 1학기 때는 재적수 53명 중 52등

을 차지했다.

한편 장씨의 학생부에 기재된 승마대회 

경력은 모두 국내 대회 기록이었다. 장씨

는 이 같은 수상 기록을 바탕으로 현대고

에서 졸업하면서 특별상을 받았다. 또한 

1995년 이후 3년 만에 개인종목 특기생, 

1981년 이후 17년 만에 승마선수로 연세

대 1998학년도 입시에 지원, 입학했다.

다만 장씨의 입학에 결정적 역할을 한 

승마대회 기록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입

학 특혜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 엘시티 비리 철저 조

사 지시, 외교부 제2차관 임명 등 그동안 자

숙모드를 깨고 업무 재개 의지를 밝힌 가운

데,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더욱 떨어진 것으

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11월 3주차 

주중 집계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9.9%

로 집계돼 집권 후 처음 한 자릿수로 떨어졌

다고 밝혔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

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0%

로 선두를 유지했고, 반기문 유엔총장이 

18.4%로 오차범위 내 2위에 자리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11.9%), 

이재명 성남시장(10.5%), 박원순 서울시장

(6.0%),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4.2%) 

순이다.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강성 발언

으로 야권 지지층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재

명 시장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한류그룹 '빅뱅'이 글로벌한 위 상을 확인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

르면 미국의 권위 있는 경제 전

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2016년 

한해 가장 많은 돈을 번 30세 이

하 유명인 상위 30명 명단'에 빅

뱅이 포함됐다. 

빅뱅은 4400만 달러의 연간 수

입을 거두며 최종 13위에 올랐다. 

특히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

위프트, 저스틴 비버, 아델, 리한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유일

한 한국인'으로서 존재감을 드러

냈다. 포브스는 "빅뱅은 미국 대

표 보이그룹의 최대 연간 수입을 

뛰어넘은 액수를 벌었다"고 소개

했다.  앞서 빅뱅은 한국 아티스

트 사상 최초로 포브스가 선정한 

'셀레브리티 100',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유명인사 100인'

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최순실 조카 장시호, 고교 시절 성적 최하위
53명 중 53등…연세대 입학 경위 조사 필요

박대통령 공식 지지율 9.9% 한자리 숫자 추락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첫 10%대 진입

'빅뱅', 30세 이하 가장 많은 돈 번 유명인 13위
연수입 4400만달러…세계적 팝스타들과 어깨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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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뷰티 women.Beauty

여성 | 뷰티 | 패션 | 메이크업 | 건강 | 요리 | 생활 

상쾌하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

는 요즘 같은 날씨는 그 동안 더위

에 지쳐있던 옷장을 정리하기에 안

성맞춤이다. 화려한 컬러와 패턴

을 고집했던 여름과 달리 이제는 

클래식과 모던함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블랙’의 매력속으로 빠져

들자.

■ 오피스 룩의 정석, 블랙 수트

미니멀한 디자인의 구호 수트는 

유니크한 스트라이프 디테일 버튼

으로 포인트를 준 아이템으로 한층 

더 트렌디하고 개성있는 오피스룩

을 완성할 수 있다.

아름다운 바디라인을 돋보이게 하

는 레니본의 수트는 칼라가 없는 

디자인으로 짧은 기장의 자켓에 다

리가 길어보이는 부츠컷 팬츠를 매

치하여 페미닌한 분위기를 연출하

기에 좋다.

우아한 무드의 질 스튜어트 수트

는 원 버튼 자켓으로 편안한 착용

감을 선사하며 롱한 기장의 레이스 

스커트와 함께 고혹적인 매력을 어

필 할 수 있다.

격식 있는 자리에서 착용하기 좋

은 닥스 레이디스 수트는 감각적인 

테일러링으로 브랜드 고유의 핏을 

살렸으며, 클래식한 스타일을 좋아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 블랙 슈즈, 시크한 발걸음

데일리로 사랑받는 락포트의 펌

프힐은 심플한 디자인에 뛰어난 기

능성을 더한 실용적인 아이템으

로 움직임이 많은 오피스 우먼들에

게 추천한다. 트렌드를 적극 반영

한 질 스튜어트의 위시슈즈는 사각

코로 포인트를 주어 세련미를 배가

시켰다.

섹시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락포

트의 슈티는 독특한 펀칭 디테일로 

스타일리시한 면모를 보여주며, 

클래식한 디자인의 T 스트랩 힐

은 베이직한 오피스 룩을 더욱 

우아하게 완성시켜 줄 것 이다.

■ 완벽한 룩을 위한 블랙 백

나만의 커스터 마이징이 가능

한 안나 크루아의 미니백은 무

거운 오피스 룩에 생기를 불

어넣어 줄 통통튀는 아이템으

로 위트 있는 스타일링이 가능

하다. 

하프문 쉐입의 질 스튜어트 액

세서리는 귀여운 디자인으로 이

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 

사원들에게 매력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의상에 포인트를 준 오피스룩

에는 헤지스와 닥스 액세서리의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토트백을 

매치하여 완벽한 스타일 밸런스

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계절, 진가를 발휘하는 컬러 '블랙' 클래식과 모던함 보여줘

피부 건강 위한 간절기 세안법, 아침과 저녁 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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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과 겨울의 중간지대인 간절기는 쌀쌀한 날씨 탓에 

피부 수분을 빼앗겨 피부결이 거칠어지고각질이 일어나 

메이컵을 하기에어려운 계절이다. 

■ 아침 클렌징, 약산성 세안제로 자극 없이

아침은 저녁과 달리 유분이 많이 쌓여있지 않아 세정력

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 각질과 주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저녁 세안의 목적이 짙은 메이컵과 노폐물 제거라면 아

침 세안은 저자극이면서 필요한 유분은 남겨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 저녁 클렌징, 짙은 메이컵 깨끗하게

세정저녁 클렌징 시에는 피부를 깨끗하게 세정하는 것

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붓기와 혈액순환을 위해 일부러 얼굴마사지를 하는 것

은 마치 발을 만진 손으로 얼굴을 마구 문지르는 것과 같

은 효과로, 1차 세안 시 나온 각종 노폐물이 함께 피부에 

흡수될 수 있어 깨끗한 세안에만 집중해야 한다.

피부 건강 위한 간절기 세안법, 아침과 저녁 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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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패션위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기간 중 많은 화제가 되었

던패션쇼장 주변 일반인 패피들의 

스트릿 패션, 셀럽보다 뛰어난 센스

를갖춘 그들의 다양한 스타일링을 

살펴봤다.

■ 개성을 살린 유니크 스타일링

이번 시즌 패션계에서 눈에 띄는 

트렌드는 맥시멀리즘이다. 또한 70

년대 풍의 복고 열풍까지 만나 더

욱 과감해진 분위기가 특징이다. 펑

키한 디자인과 네온 컬러 등 개성

이 뚜렷한 아이템들을 조화롭게 녹

여낸 유니크 스타일링이 각광받고 

있다.

원색의 컬러블록 디자인이 복고적

이면서도 유니크한 점퍼는 레트로 

퓨처리즘 감성을 물씬느끼게 한다. 

과한듯한 컬러감에 깔끔한 실루엣

으로 균형을 잡은 점퍼가 스타일리

시하다.

여기 실버 포인트 키튼힐 슈즈까

지 더하면룩에 확실한 아이덴티티

를 선사한다.

■ 남심저격 걸리시 스타일링

일명 여친룩이라 불리는 걸리시 

스타일링은 사계절 사랑받는 코디

다. 걸리시룩은 과하지 않고 은은한 

스타일링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직

장인 오피스룩으로도 가능하다. 걸

리시 코디에는 여성스러운 분위기

를 표현할 수있는 블라우스나 원피

스, 스커트등이 대표 아이템이다.

슬리브리스 원피스는 어떤 이너를 

레이어드 하냐에 따라 다양한 분위

기를 연출할 수 있어 유용하다. 플

라워 패턴이 은은한 슬리브리스 원

피스에 넥라인 프릴 디테일의 블라

우스를 매치하면 걸리시함을 더한

다. 여기에 편지봉투 디자인의 숄더

백으로 로맨틱한 무드를 극대화시

킬수 있다.

■ 편안하고 트렌디한 

캐주얼 스타일링

캐주얼 스타일링은 평범한 듯 하

지만 편안하면서도 트렌디한 무드

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매력이

다. 캐주얼 스타일링은 심플한 아이

템으로꾸민 듯 안 꾸민 듯한 패션이 

오히려 쿨한 분위기까지 느낄 수 있

게 해 유행을 타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워싱이 빈티지한 매력

의 슬림핏데님은 불륨감 있는 상의

와 매치하면 그 매력을 더한다.

특히 독특한 실루엣을 자아내는 

네오프렌 소재의 블루종 점퍼와 함

께 매치하면 좋다. 전체적으로 모노

톤의 심플한 스타일링에 동그란 프

레임의 선글라스는 룩에 포인트가 

된다.

여성&뷰티 | Women&Beauty

'연예인보다 더 연예인 같은'
일반인 패피들 스트릿 패션 분석하기

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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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직업과 진로, 인생철학 설계에 

도움이 되는 책은 뭐가 있을까. 나에

게 피와 살이 되는 ‘인생 책’을 어떻

게 찾아야 할까. 

‘청년 버핏’ 박철상(32.경북대 정치

외교학과 4년.사진)씨는 질문의 답

을 스스로 찾은 인물이다. 아르바이

트로 모은 수백만원으로 주식 투자

를 시작해 400억원대의 재산을 모았

다. 2013년 장학 사업을 시작해 ‘청

년 버핏’으로 불리다, 최근 아예 전 

재산 기부를 약속해 화제가 됐다. 투

자 활동을 중단하고 ‘전업 기부자’가 

돼, 전 재산을 평생에 걸쳐 기부하겠

다는 것.

박철상 씨는 거액의 재산을 모으고 

기부 결정을 하는 데 독서가 큰 힘

이 됐다고 했다. "시장 너머를 보는

데 독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양

한 분야의 양서가 결정적인 도움을 

줬죠.”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인 독서를 시

작해 매년 130~150권 씩 책을 읽고 

있다. 전업 투자자 시절에도 책을 놓

지 않았다. 박 씨는 “내 인생에 책이 

없었다면 지금의 재산을 모을 수 없

었을 것”이라며 “후천적인 능력을 갖

추는 데 책의 힘이 절대적이었다"고 

했다.

그가 읽은 책은 2600여권…이 중 인

생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은 250권 정

도다. "세상과 사회를 실질적으로 이

해하고 내 직업과 사명을 찾는 데 결

정적인 도움을 준 책들"이라고 했다. 

그는 중학생 때부터 책을 고르는 방

식이 있다. A라는 책을 보고, A에 인

용된 훌륭한 책을 보는 것이다. 일명 

’꼬리물기식 독서법‘이다.

그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양서를 탐

독하는 편인데, 유일하게 보지 않는 

게 재태크책과 자기계발서다. 이들 

책은 ‘성공 스토리’를 담고 있는 공

통점이 있는데, 미화돼 있고 왜곡이 

심하다.

투자자들이 ‘고전’으로 생각하는 워

런 버핏, 제러미 시걸 와튼스쿨 교수, 

짐 로저스 등의 책도 읽은 적이 없다. 

애플이나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기

업의 성공기에도 관심이 없다.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3

권을 꼽는다면 첫째가 김준엽 전 고

려대 총장의 자서전 ‘장정’이다. 독

립운동가 출신으로 그는 '관인엄기'(

寬人嚴己.타인에게 관대하고 나에게 

엄격하라)을 지킨 분으로, 박철상씨

가 일생의 사표로 삼고 있다. 둘째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다. '토지

세'에 관한 책인데, 노력으로 대가를 

얻는 것의 가치를 담고 있다. 

세번째는 존 롤스의 ‘정의론’이다. 

‘어떤 자수성가도 개인의 노력만으

로 이뤄질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주식투자를 통해 얻은 대가가 

내 머리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

이 아니란 깨달음을 얻었고, 기부를 

결심하게 된 철학도 여기서 찾았다

고 한다.

그가 존경하는 3인은 “정조대왕, 김

준엽 전 고려대 총장, 유한양행의 유

일한 창업주다. 정조대왕은 성품과 

능력을 볼 때 인간 이상의 완성형 인

물로 존경한다.

그가 꼽은 250권의 책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양서로 구성됐다. 소설, 정

치, 역사, 철학, 경제 등 다양한 주제

가 망라돼 있다. 소설 중엔 조정래의 

‘아리랑’ ‘태백산맥’, 황석영의 '오래

된 정원',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마라

조프 가의 형제들', 괴퇴의 '파우스

트'가 눈에 띈다. 역사서 중에는 에드

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

찰', 타밈 안사리의 '이슬람의 눈으

로 본 세계사',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 

마리우스 잰슨의 '현대일본을 찾아

서', 마리 클레르 베르제르의 '중국 

현대사' 등이 있다.

'청년 버핏' 박철상씨, 400억 부자로 이끈 '인생의 책'
어릴 때부터 자신을 가이드한 책들 읽어 지금의 재산모아

김준엽 전 고대 청장의 '장정',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존 롤스의 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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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께부터 트럼프 당선 이후까

지 10여일 간 세계 부자들의 자산은 

요동쳤다. 급격히 올랐다가 빠르게 사

라진 재산가치를 환산하면 합계 1800

억달러.우리 돈 200조원 이상이다.

트럼프가 당선을 확정 지은 8ㆍ9일 

이후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빠르게 줄었다. 사흘 간 무려 73조원

(630억 달러)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2주일이 채 안 되는 기간, 지구촌 부

자들 ‘곳간’의 증감 규모 합계를 계산

하면 1820억달러다. 212조원 이상이

다. 각자 들고 있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워런버핏 버

크셔해서웨이 회장이다. ‘오마하의 

현인’으로도 불리는 이 유명한 투자

가는 이번 대선 때 민주당을 지지했

다. 결과는 어땠을까. 버핏이 쥔 자산

은 며칠 새 7조600억원(60억달러)가

량 올랐다. 

이유는 간단하다. 버핏이 갖고있던 

웰스파고 은행 주가가 올라서다. 공

화당 행정부가 들어서면 금융분야 규

제가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었

다. 물론 큰 손해를 지금껏 만회 못하

는 부자도 있다. 바로 카를로스 슬림

(76) 아메리카모빌 명예회장이다. 

멕시코 최대부자 자리를 꿰찬 그의 

자산은 트럼프 당선 직후 6조8200억

원(58억 달러)이 사라졌다. 시장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먼저 손 보려

는 것 때문에 슬림의 자산도 폭락했

다고 해석한다. 바로 북미자유무역협

정(NAFTA)다. 그간 슬림이 부를 독

식해 온 멕시코는 이 협정 최대 수혜

국이었다.

트럼프, 세계 최고 부자 자산 1800억불 좌지우지
한국 돈으로 200조 넘는 돈이 1주동안 널뛰기 

워런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카를로스 슬림 아메리카 모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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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케이크 부티크 지점, 대전 롯

데백화점에 이르기까지 성심당은 곳

곳에 휘날리는 깃발과도 같다. 지점

마다 '튀김 소보로' '판타롱 부추빵' '

대전 부르스 떡' 같은 대표 상품을 맛

보려는 이들이 몰려 늘 길게 줄이 늘

어선다.

성심당은 최근 60주년을 맞았다. '우

리가 사랑한 빵집―성심당'이라는 책

도 나왔다. 일단 그렇게 불이 나서 회

사가 크게 어려워지고 나니, 직원들 

중에서도 회사를 관성적으로 다녔던 

사람, 억지로 다녔던 사람, 회사에 해

가 됐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르

르 다 나가고 진짜 회사를 아끼는 직

원들만 남았다. 위기가 40년 넘게 굴

러온 조직을 걸러주었다.

잿더미가 된 가게를 보고 함께 가슴 

아파해주는 동네 사람들을 보면서 주

인가족은 깨달았다. 성심당은 처음에 

투박한 찐빵집으로 시작했다. 300개

를 만들면 100개를 가난한 사람들에

게 나눠 주는 곳이었다. 그 사실이 다

시 떠올랐다. 주인 가족은 '그래, 우

리 빵집은 굳이 세련될 필요가 없겠

구나. 조금 촌스럽고 투박해도 따뜻

함이 넘치는 곳이어야 하겠구나' 하

는 것을 알게 됐다"

성심당은 그 이후 광고를 하지 않는 

빵집, 시식빵을 어느 곳보다 아낌 없

이 많이 내놓는 곳, 다른 곳보다 빵이 

큼직한 가게, 갓 구운 빵만 내놓는 빵

집으로 소문이 났다. 매출은 곧 화재 

이전보다 30%가 올랐다.

주인 가족은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절망은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는 걸

요.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배

웠다.

사과 23알과 밀가루 두 포대의 기적
성심당 창업자 임길순(1912~1997)

은 함경남도 함주에서 자랐다. 독실

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아내와 네 딸을 

데리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피란길을 

떠난다. 칼바람을 가르며 흥남부두에 

도착했지만, 그곳엔 피란민 10만여 

명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었다. 몇 

척 남지 않은 배를 타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임길순은 가톨릭 신자임을 

표시하는 나무 십자가와 깃발을 들고 

서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때 한 

미군이 다가와 “그 깃발이 무슨 뜻이

냐”고 물었다. 임길순이 묵주를 들어

보이자 미군은 이들 가족을 ‘메러디

스 빅토리아’호로 안내했다. 임길순 

가족은 그렇게 12월 25일 성탄절에 거

제도에 도착했다. 그러나 북에서 가

져온 전 재산이 인플레이션 탓에 사

과 23알 살 돈밖에 되지 않음을 알게 

됐다. 이들은 냉면을 팔며 생계를 이

어나갔고, 진해에서 막내아들 영진을 

낳았다. 1955년엔 대전으로 와서 찐빵 

장사를 시작했다. 대흥동 성당 오기

선 신부가 내민 밀가루 두 포대로 시

작한 장사였다.

임길순씨는 찐빵 300개를 만들면 

200개만 팔고 100개는 남을 주길 평

생을 해왔다.

피란길에서 살아남는 순간, 여생은 

남을 위해 살겠다고 기도했고, 그걸 

지키려고 애쓰셨던 분으로 가족들은 

기억한다. 장사가 목적이 아니라, 먹

을 게 없는 사람에게 뭔가 나눠주는 

게 목적이었다. 당시 워낙 성심당이 

주위 사람들과 먹을 걸 나누는 걸로 

유명하다보니, 전대를 허리에 차고 

지나가도 소매치기들이 할머니는 안 

건드렸다고 한다.

창업주 임길순씨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고 기도로 끝냈다. 

집에는 ‘해돋이부터 해넘이까지 가

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액자들이 걸

려 있고, 항상 집 대문 열고 닫을 때마

다 십자가를 보면서 성호를 그었다. 

그는 번 돈과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

을 ‘복리 계산’이라고 생각했다. 

"'공짜가 아니다,' 100배로 
돌아온다고 했다. 
가족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30

년 전쯤 공장을 증축하려 했던 때였

다. 구청 허가를 받는 게 너무 복잡

해서 그냥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다

가 민원이 들어가면서 철거반이 들이

닥쳤다. 그런데 철거반장이 들어와서 

빵집을 둘러보더니 ‘그냥 나가자’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철거반장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었는데, 

창업주가 그 분 염부터 입관까지 장

례를 치러주는 봉사를 했다는 것이었

다. 철거반장이 그런 창업주를 기억

해내고 그냥 돌아간 것이다. 

2006년은 화재를 딛고 일어선 성심

당이 50주년을 맞은 해였다. 창업주 

아들 부부는 성심당 곳곳에 사훈 ‘모

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

록 하십시오(로마서 12장 17절)’를 적

어 붙여 놓기 시작했다. 회사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도 이 무렵부터 세워나

가기 시작했다.

매달 3000만원어치의 빵을 기부하

고, 회사 수익의 15%는 무조건 인센

티브로 직원에게 돌려주기 시작한 게 

이 무렵때다. 

기부를 많이 해도 회사는 안정적으

로 굴러갔고, 매출도 꾸준히 늘어났

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뚜렷

한데 대충 일하는 직원은 없었다.

답을 아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는다
딸 김미진 이사는 말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매일 가르치는 게 있어

요. ‘내일 당장 망해서 리어카를 끌게 

될지라도, 즐겁고 재미있게 끌 수 있

어야 한다’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성

심당을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하지 않아요. 이건 언제 없어질지 몰

라요. 진짜 물려줄 수 있는 건, 성심

당을 지금껏 끌고 온 우리의 시간이

겠죠.”

임영진 대표가 덧붙였다. “우리는 

2005년 화재를 겪으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답이 무엇인지 한 번 봤어요. 

답안지를 한 번 본 사람은 고민할 필

요가 없죠. 또 위기가 온다면 그만큼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린 적어도 방

황하진 않을 거예요.”

[A48면기사 계속] 

잿더미 빵집에서 '인생 답안지' 찾다  

2005년 화재로 타버린 성심당 1층 매장 

2006년 성심당 50주년 행사 모습. 임영진.김미진 부부(사진 가운데)와 직원들

성심당 창업주인 
임길순.한순덕 부부 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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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쇼핑축제인 광군제(

光棍節ㆍ독신자의 날)의 막이 내렸

다. 매년 11월11일을 ‘쌍11일’로 기

념(?)하자며, 외로운 독신들의 마음

을 쇼핑으로 달래자며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대형 할인행사

가 올해에도 히트를 쳤다. 

이 행사를 주최한 중국 인터넷상거

래업체 알리바바그룹의 하루 매출

은 1207억위안(20조5700억원). 지난 

2009년 마윈 회장의 아이디어로 처

음 행사가 시작된 이래 매년 엄청난 

매출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올해는 ‘왕홍(網紅)’들이 전면에 

나섰다. 왕홍은 중국의 인터넷 스

타이자, 인기를 바탕으로 SNS나 온

라인 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파는 사

람들을 말한다. 한국의 파워블로거

가 물건을 협찬받아 사용후기를 남

기는 식으로 영향력을 끼친다면, 중

국의 왕홍은 직접 물건을 판매한다. 

‘1인 온라인 소매상’ 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알리바바는 올해 광군제를 준비하

며 야심찬 ‘왕훙 마케팅’을 도입했

다. 지난달 21일부터 광군제 당일인 

11일까지 300편 이상의 인터넷 라이

브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냈다. 왕홍

도 16명이나 참여했다. 

중국 최고 왕홍인 파피장(papi

醬ㆍ29)도 생방송에 참가했다. 그

는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 무

려 2001만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

다. 중국 마케팅 에이전시 워크더

챗(Walkthechat)에 따르면 파피

장은 화장품 브랜드 ‘릴리&뷰티’의 

생방송 판매를 맡는 조건으로 2200

만위안(37억4000만원)을 받았다. 릴

리&뷰티는 알리바바의 온라인쇼핑

몰 타오바오(Taobao)가 운영하는 

업체다. 

11일 짧은 시간동안 진행된 이 방

송의 시청자는 150만명, 방송 매출

은 10억위안(1703억7000만원)에 달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알리

바바 매출의 120분의 1가량을 파피

장의 힘으로 벌어들인 셈

이다. 

이처럼 파피장의 ‘몸값’

은 웬만한 대형 스타 못

지 않다. 업계에서는 파피

장의 몸값을 3억위안(509

억8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 

파피장과 비슷한 왕홍으

로는 장다이(張大奕ㆍ28)

가 있다. 패션모델 출신 왕홍인 장

다이는 2014년부터 타오바오에서 

여성 의류를 판매한다. 400만명 이

상의 웨이보 팔로워를 거느리며 판

매하는 옷 설명을 해 인기를 얻었

다. 2015년 타오바오 전체 매출에서

도 장다이의 의류 쇼핑몰이 매출 2

위에 올랐다. 또 그가 지난 6월 라이

브 스트리밍으로 진행한 쇼의 시청

자는 41만명, 매출은 2000만위안(33

억원) 가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유안타증권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에 따르면 ‘왕홍 경제’의 시장규모는 

1000억위안(17조원)에 달한다. 

"대기업 은퇴→협력업체 전관예우…뻔한 공식 싫었다"
방송 매출만 '1700억', 광군제에서도 드러난 '왕홍파워'

2016년 광군제 하루 매출이 보이는 전광판 

올해 광군제 생방송에 참여한 왕훙인 '파피장'(가운데) 

패션모델 출신 왕홍 장다이



김미진(57)씨는 2005년 1월 22일을 

또렷이 기억한다. 성당에서 미사를 드

리고 나서는데 하늘이 시커먼 그을음

에 뒤덮여 온통 먹빛이었다. 사람들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불이

야!" 소리를 따라 가보니 성심당(聖心

堂)이 보였다. 1956년 시아버지가 세

운 대전역 근처 빵집이다. 남편과 그

가 물려받으면서 대전의 명소로 키워

낸 곳이기도 하다. 그 성심당 본점 1층 

매장 일부와 3층 공장이 치솟는 불길

에 휩싸여 있었다. 미진씨는 잠시 넋 

놓고 화염을 바라보다 다시 성당으로 

발길을 돌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 한

참을 흐느껴 울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미진씨는 주먹으

로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남편 임

영진(62)씨와 큰딸 임선(35)은 당시 

서울에 피정 가고 대전에 없었다. 둘

째 아들 대혁(31)은 근처에서 아르바

이트를 하고 있었고, 막내딸 마리아

(24)는 학교에 있었다. 미진씨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마음은 놀랍게도 

후련해져 있었다.

깊은 밤 성심당이 잿더미로 변해갈 

무렵, 남편과 큰딸이 대전에 도착했

다. 식구들은 식당에 모여 늦은 저녁

을 먹었다. TV 뉴스에서 성심당 화재 

소식이 흘러나왔고 여전히 거리엔 소

방차 사이렌이 울렸지만 다들 침착했

다. 미진씨가 입을 열었다. "우리 지

금까지 참 열심히 했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시 대학생이던 큰딸이 

피식 웃었다. "전, 학교 휴학할래요." 

둘째 대혁도 말했다. "전 어차피 입대

하려고 했잖아요. 날짜를 앞당겨 볼게

요." 식구들은 손을 잡았다. "그래, 다

들 고생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날

이 성심당의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

다. 기적은 다음 날 일어났다.

다 잃은 뒤에 비로소 얻다
당시 성심당은 커가는 대기업 빵집

을 이길 방도를 찾지 못해 고군분투하

고 있었다. 당시엔 빚도 많았고 직원

들 월급 주기도 버거웠다. 불까지 났

으니 이젠 정말 정리할 수밖에 없다

고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음 

날 직원들이 잿더미에서 집기를 찾아 

닦기 시작했다. 다들 내 일터를 잃게 

됐다고 생각하니 팔을 걷어 붙인 것이

다. 정작 주인은 접을 마음을 하고 있

는데, 그 춥고 시린 겨울에 직원들이 

제빵기계를 건져내 고쳤다.. 3층 공장

이 전소됐고 1층 매장도 불탔는데, 그

나마 멀쩡한 4층에서 다시 빵 구울 준

비를 했고, 불탄 매장은 칸막이로 가

렸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잿더미 

속 우리 회사 우리가 일으켜 세우자'

라고 써서 붙여놓았다. 정확히 엿새 

후에 그 임시 공장에서 밀가루를 빚

어서 빵을 구웠다. 앙금빵과 카스텔라

를 냈죠. 다들 그 빵을 들고 엉엉 울었

다. 그날 주인 가족과 직원들이 그 빵

을 모두 팔았다.

대전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성

심당의 위용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

다. 대전역사 빵집부터 은행동 원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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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더미 빵집에서 '인생 답안지' 찾다

[A45면에 계속] 

창업 60주년 맞은 대전 성심당 임영진 대표 가족
"빵 나눠주는 건 '복리'…부친이 100배로 돌아온다 했죠"

뉴욕/뉴저지에서 발행하는 주간 기독신문입니다.

구독신청으로 후원해주세요.

Tel. 347) 538-1587  Email. KidokNewsNY@gmail.com

성심당 네 식구. (왼쪽부터) 둘째 아들 임대혁, 맏딸 임선, 아버지인 성심당 임영진 대표, 어머니 김미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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