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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회보집 53 호 8 월 1 일 2011 년 

 

김병희회장 세계한인회장 대회 참석 

 

 
 

  
세계 한인회장 대회가 지난 6 월 14 일부터 3 박 4 일 

간 한국 서울에 위치한 워커 힐 호텔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대회의 목적은 발전하는 고국과 해외 동포들과의 

상호 협조관계 및 세계속의 역활과 더 나은 

해외동포들의 삶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지난해 2010 년 6.25  60 주년을 맞이하여 라구나 

우즈 한인회에서 이곳에 살고 계신 한국 참전용사 

미국분들과 한국분들을 초청하여 보훈감사 잔치를 

했습니다. 그당시 한국 영사관에 우리 한인회를 

정식으로 등록하여 매해 세계 한인회장 대회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회 기간동안 숙식은 주체측에서 제공하고, $200 의 

불우 청소년 돕기 성금을 한인회 기금으로 준비하고, 

그외 경비는 자비로 부담하기로 하여 총이사회 

인준을 거쳐 대회에 참석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회 첫 날 5 대양 6 대주 세계 곳곳에서 모인 일행 

400 여명은 청와대를 방문하여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해외동포들의 힘과 노력이 고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삼부 요인과 각 정당 대표들과 의 모임으로 

세계한인회장들과의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지난 

60 여년간 외국으로 나간 해외동포는 대부분 

태권도 이민으로 시작하여 각 회사의 지사, 상사, 

선교사, 유학생 등 많은 한인들이 세계 각 처에서 

한인회를 조직 형성하여 봉사하며 헌신적으로 지역 

발전에도 나름대로 애쓰며 타 인종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내조국 대한민국이 세계속의 동포들의 힘으로 더욱 

위상을 떨치기를 바라는 한 마음이 되었고 경기도 

지사의 성대한 만찬을 끝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자랑스러운 라구나 우즈를 대표하여 무사히 

다녀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원호박사, Third Mutual Board  

Member 선거에 출마 

 

2005-6 년도 한인회장역임 

한인회원 사상 처음으로  

TMB Member 선거에 출마  

A Voice To Represent  

Korean Americans! 

                                            

지난 2005-6 년도에 한인회장을 역임하여 한인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셨던 장원호 박사께서 오는 

Third Mutual Board Member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 3 년이 임기인 TMB 의 직은 많은 시간과 

열성을 요구하는 자원 봉사적 성격의 명예직이다. 

지난번 선거에서는 중국계 여성 Rae Tso 가 

입후보하여 최다득표로 당선됐고 첫 동양계 Board 

Member 로서 우리 동양계의 의사를 Board Meeting 

등에서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장 박사께서 당선이 되면 11 명의 Board 

 

    한  인   회 보 

Korean American Club  

 Laguna Woods Village, CA 

  발행인  김병희 

편집인  송윤근 

    WWW.lagunawoodskac.com     

949-485-4847/949-485-5812 

http://www.lagunawoodska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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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중에서 동양계가 2 명이 되므로 

우리의권익을 보호,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난번 선거의 예로 11 명의 후보자가 

치열한 경쟁을 거쳐 4 명이 당선 되었고 이번에도 

많은 입후보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임기 만료된 

4 명의 Member 직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리게 

된다.선거는 후보 서류제출이 8 월 말경이며 Third 

Mutual 주민들이 오는 10 월에 직접선거로 하게 

되어 있다.장 박사의 당선을 위해 현재 선거후원회가 

조직되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후원회장으로 

죠셉 최씨와 장 기화씨께서 공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다.장 박사께서는 이미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끝내셨으며 지방신문인 "The Globe"에도 책 소개와 

더불어 입후보자의 소신을 밝힐 것을 기획하고 

계시다. 후원회는 8 월 22 일에 Club House #7 에서 

있을 장 박사의 Book Signing Event 를 비롯해 다 

각도로 선거홍보를 준비하고 있다. 장 원호 박사가 

쓰신 영어판“Destiny of A Running Horse"는 

이미“삶의 넓이와 깊이가 넉넉하다”라는 LA 

중앙일보의 평을 받았으며 그의“74 년 삶의 여정을 

담은 인생 여행기”로 출생에서부터 학창과 

유학시절을 거쳐 언론학 석좌교수를 역임하시고 

은퇴하신 후, 자신의 뜻을 찾으며 사시는 L.W.V 

에서의 삶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로 이 책은 읽는 

이로 하여금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유익할 것임을 

확신하고도 남는다. Create Space 에서 출간된 이 

책은 Amazon.com 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장 

교수에게 직접 연락하여 책을 구입할 수 있다. 그 

외에도 8 월 22 일(월)아침에 CH #7 에서 있을 

중국인회와, 8 월 23 일(화)에는 Men's Club 

Monthly Meeting 에 참석하여 선거를 위한 

자기소개와 소신을발표할예정이다.후원회에서는 

반드시 장 박사께서 당선이 되도록 우리 동포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한인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를 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필요에 따라 회원들의 

도움과 중국계 회원들의 유대관계를 통해 그들의 

지지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문의나 

연락이 필요하신 분은 changw@missouri.edu, 또는 

whchang.tistory.com전화 949-458-3831 로 하면 된다 

강석희 Irvine 시장미연방하원 출마 

  

2 회째 Irvine 시장 연임 

중이며 59 세 민주당 후보로 

48 지역에서 예비선거에 

도전 하게 되는 강석희 

시장을 위하여 우리 

한인회에서 적극 지원 하는 

방법을 연구 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시장실과 협조방법에 대한 대화 

통로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하며, 회원 여러분들에게 

적극적 으로 선거에 참여하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선거에 관한 문의 사항은 김병희회장에게 연락 

바랍니다.  

연락 번호: 949-485-4847 

 

한인회 동정 

행사 및  계획     2011 년도 

2011 년도 한인회 행사 및 계획 

 

1 월: 각종 보험 및 재정 세미나(David Kim Starway) 

          여행지와 일정 세미나(하나 투어 김우진) 

2 월:  1 일 Warner Spring 관광(하나투어) 

         구정 파티, 새 주소록 발간(새 회원 명단 가입) 

3 월: 간병인 세미나(쟈넷 최, 김삼도 담당) 

          건강 세미나(당뇨에 대하여, 여성회 담당) 

4 월:  한인회보 발행 

5 월: 건강 세미나 (Albert Chang M.D.)  

         인생 변형 세미나(Ashley Kraus)   

          상반기 한인 골프대회 

6 월: 한인회장 세계 대회 참석 

             비영리 단체 신청 Non-Profit Organization 

7 월: 건강 세미나(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김방선 내과) 

8 월: 한인회보 발행 

          8.15 한인 야유회 

9 월: 장례 및 산소 구입 세미나(Rose Hill 장의사 

          김경연) 

10 월: 하반기 한인 골프대회 

11 월: 한인회보 발행 

12 월: 한인 총회 및 연말  파티(12 월 7 일 201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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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월 15 일 Dana Point  

여름 Picnic 야유회 

해마다 여름이면 한인회 주최로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 하고 야외에서 하루를 즐기는 날로 올해는 

예년과 같은 장소(DANA POINT)로 아름다운 

태평양의 수평선이 눈앞에 보이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한인회와 후원회에서 

준비한 푸짐한 점심식사와 흥겨운 놀이가 준비 

되었으니 많은 분들( 회원, 비회원)의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8 월  15 일 (월 요일) 11:00am-3:30pm 

장소:  Lantern Bay Park,  Dana Point City 

“준비 관계상 인원 파악이 필요하오니 반드시 8 월 

8 일까지 아래 연락처로 예약 바랍니다.” 

연락처: 회  장 949-485-4847, 노재문 949-768-5657, 

                   양현숙 949-454-0235, 이영옥 949-454-2455 

 

주차 관계상 차 이용은 여러분이 함께하시고 

시원하고 편한 BUS ( 첨부약도 참조 )를 이용 하시기 

바람 

개인 준비물: 모자,  긴소매 옷, 잔디용 돗자리 

 

특히 점심식사(갈비 제공)를 위하여 항상 한인회를 

돕는 StarWay 종합보험, 조셉 전 메디칼,  오문목 

내과 비뇨기과, 김 방선 내과, 월넛약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Club 소개 

 

새로운Club을 소개합니다 

찬양의 쉼터 : 이 덕희 권사님 인도로 매주 월

요일 오후 7:00-8:30에 CH #3 또는 CH#1에서 은혜

로운 찬양의 시간을 갖습니다.  

교파를 초월하여 찬양을 부르고 싶으신 분은 

누구든지 오셔서 영혼의 쉼을 경험하며 특별하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8 월은 방학이며 9 월 둘째 주(12 일)부터 CH#1 Art 

Room 에서 가을학기를 시작합니 다. 

연락처: 염 춘자 949-951-6980, 김경옥 949-855-0775  

Woodward 명순 949-293-6955 

 

일반 Club 안내 

여성회 : 회장 양 현숙 

일시: 7 월, 9 월, 11 월 3 번째 목요일 12:00-2:30 

장소: CH #7 

연락처: 양 현숙 949-274-2300 

 

합창 반 : 이 덕희 지도 

일시: 매주 목요일 10:30-12:00 

장소: CH #7 또는 CH #3 

연락처: 박 정미 949-951-3978, 이 덕희 949-770-1388  

 

목우회 Line Dance 반  

Brian & Sook Kim 지도 

일시: 매주 목요일 5:30-9:30 

장소: CH #2 

연락처: 최순옥 949-228-6107 

 

수요 Line Dance 반 : Brian Kim 지도 

일시: 매주 수요일 1:00-1:45(초급반),  

                   수요일 12:00-1:00(중급반) 

장소: CH #1 

연락처: Brian & Sook Kim  

 

Auto 하프 반 : 장 화영 지도 

일시: 매주 목요일 12:30-2:30 

장소: 2399 Via Mariposa W.  

연락처: 장 화영 949-354-0765 

 

사물놀이 반 : 

일시: 매주 월요일 12:00-2:00 

장소: 가든 그로브 

연락처: 채 정혜 949-206-0567 

 

요가 반 : MS. 신 지도 

일시: 화요일 4:00-6:00 장소; PCM Rose Room 

금요일 8:00-10:00 장소; CH #7 

미술 반 : 정희자 지도  

일시: 매주 월요일 9:00-10:30 

장소: CH #1 Dining Room 2 

연락처: 정 희자 949-460-9640 

 

기우회 : 마작 및 바둑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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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황 정식 949-768-5336 타이치 반  

일시: 수요일 & 금요일 7:30-8:30,  

          목요일 8:30-10:00(타이치 댄스) 

          토요일 10:15-11:00(타이치 댄스),  

          토요일 9:00-10:00(치꽁) 

         장소: CH #1 

 

Welcome New Members! 

새회원 명단(지난 회보이후) 

                                                   순서 없음 

No 성     함 연락 전화번호 

1 김영은/강재희 949-206-0310 

2 현영하/재희 949-540-9594 

3 한재룡/미자 949-364-2128 

4 김선길/계옥 949-887-3088 

5 김학수/신정해 949-855-8991 

6 한철수/순애 949-770-6042 

7 염영/신자 949-354-0836 

8 이병우/혜자 949-380-0028 

9 이대형/명화 714-887-9111 

10 박태홍(준회원) 949-244-6401 

11 이송수(준회원) 949-363-8435 

12 박승원/귀옥  949-583-1827   

13 이경평/옥자     571-271-7956c 

14 업홍섭/영애 267-229-6000c    

15 김창호/명순 949-243-0047 

16 김종린/은하 949-454-8585 

17 Young Suk Kinser 949-458-1324 

18 이은자 949-770-7889    

 

COMMUNITY NEWS 
컴퓨터 강의 재개 (제목:  PICASA 3) 

2011년 9월 9일 (금) 개강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가을학기 컴퓨터 강의가 9

월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한인을 위한 강의는 

PICASA 3가 되겠습니다. PICASA 3는 무료로 

Download 받을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여러 방법으로 조작하고 Internet 이

나 E-Mail로 가족, 친지들에게 보낼수 있는 다양

한 프로그램입니다. 

9월 9일 (금)에 시작하여 6주동안 계속 (금요일만) 

되며 한인이면 누구나 수강할수가 있으나 

Digital Camera 와 컴퓨터 기본지식이 있는 분들

에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시간은 아침 10부터 12

시 까지이며 강의는 PCM 3층에 있는 PC Club 

Learning Center (강의실)에서 있겠습니다. 등록

금은 $15.00 (수표만 받음)이고 PC Club 회원이 

아닌분은 2011년 회비($10)을 따로 내셔야 합니

다. 

등록은 선착순으로 21명을 받으며 관심이 있으

신 분은 강사 (박옥동 명예교수)에게 가능한 한 

빨리 전화 (949-770-2832)나  E-Mail 

(okdpark@gmail.com)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마감은 8월 31일 입니다.  
 

LWV 유익 정보 

 

1. 2011-12 Taxi Voucher Available 

 

LW 시에서 보조하는 2011-12 년 Taxi Voucher 를 

City Hall 에서 7 월부터 구할 수 있다. 이 LW 시 Taxi 

Voucher 프로그램은 60 세이상 주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Yellow Taxi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이고 죤 웨인 공항에 가는 Taxi voucher 

는 70 세 이상 주민만이 사용하게 되어있다. 이 

voucher 는 2012 년 6 월 30 일까지 유효하다. 더 

자세한 문의는 949-639-0500 City Hall 에 전화 

연락하면 된다. 

 

2. GRF 2012 년 예산심의와 GRF Fee 인상 

 

GRF 이사회는 지난 6 월 22 일과 7 월 21 일 두차례에 

걸처 2012 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제출된 

잠정적 예산안에 의하면 이 예산 통과시 주민들의 

GRF Fee 가 월 $11.94 올라 $211.65 로 늘어나게 된다. 

이 Fee 인상은 연료비, 상수도비 및 운영비 증가와 

3%임금 조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최종 예산에는 

미미한 수정이 예상될 뿐 잠정예산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3. LW City Council 2011-12 회계년도 

 

mailto:okd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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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million 예산안 의결 LW 시의회는 지난 

6 월 29 일에 2011-12 회계년도 예산 $9.6 Million 을 

의결했다. 이 예산은 $7.7million 지출과 

$5.9million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주요 수입원은 

주정부 Funding 이 35%이고 sales tax 17%, Grants 

11%,Franchise Fee 10%이다. 주요 지출은 77%를 

차지하고 있는 치안비, 사무비, 공공비 등이다. 시 

직원수는 현재의 Full Time 9 명을 계속 

유지하기로했고  Capital Improvement Projects 를 

위해 $3.9 Miilion 을 책정했다. 그리고 16 만 달러 

수입이 예상되는 Cable Franchise Fee 를 부과하기로 

하므로서 Cable 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케이블 요금이 

10 월 부터 인상된다. 따라서 LWV 주민들의 부담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된다. 

 

4. 저소득 LW 주민에게 에너지 효율프로그램 

혜택 

 

LW 시는 7 월부터 주택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CDBG) 의 

Phase IX 를 이행했다. 이는 연방정부 재정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Heat Pumps, Ceiling Fans, 

Thermostats,Dual pane windows 및 기타 에너지 

절약형 시설 등에 적용되고 저소득층 Senior 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2,500 까지 수혜자에게 전혀 

부담없이 지불된다. 수혜자 소득은 개인의 경우 

$19,400 부터 $39,000, 가정당 소득은 $22,200 부터 

$43,500 이고 임시 Application 을 7 월 

29 일까지 City Hall (24264 El Toro Rd)에 제출해야 

한다. 

연략은 Patrick Foley, 949-639-0562.  

 

5. Home Improvements Fee 인상 

 

LW 시는 City Permits 이 요구되는 주택 

Improvement Cost 를 7 월 18 일부터 인상했다.  

이 Permit Fee 는 2007 년부터 최소 $50 이었으나 

7 월부터 $69 로 $19 이 오른것이다. 이 Fee 는 Permit 

Processing, One Inspection Cost 를 포함하며 

한번이상 Inspection 의 경우 매당 $44 이 추가된다. 

그러나 Bathtub 이나 Shower Renovation 은 

Project 당 $11-$29 이 줄어들고 Washer 또는 

Dryer 를 Hook-up 하는 Fee 는 $15 이 인하되어 

$69 로 되었다. 

 

Golf 장에서의 Common Sense Etiquet 

 

Tee Time 을 잡아놓고 이용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전화로 오전 7:30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여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계 이름으로 

예약을 해 놓고 아무도 나오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Golf 를 하는 도중에: 

즐거운 이야기도 많겠지만 근처에 있는 Green 이나  

Tee Box 에 있는 다른 Golfer 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좀 조용히 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은: 많은 남자 분들이 Golf 하는 

날입니다(약 240 명) 우리 집과 이웃 집 남편들에게 

좋은 하루를, 또 즐거운 Golf 를 하실 수 있도록 

연습장(Drive Range)과 Putting Green 을 오전 

11:00 까지만 양보하시고 사모님들께서는 조금 늦게 

오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꼭 수요일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저녁 늦게: 

무료 Golf 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한국계 분도 있다하니 염두에 두시고 나 

하나의 행동이 전체 한국계 사람들에게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의 글은 골프장에서 한인 Golfer 들에 관해 

들려오는 내용들입니다.우리 모두가 공중 예의를 

지켜 개인 또는 한국인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 

합시다. 

 

2011 년 상반기 골프 대회 

성황리에 개최 

 

A Green Beauty at Laguna Woods CC. 

 

 

http://www.golflink.com/golf-courses/course-flyover.aspx?course=7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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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상반기 골프대회가 많은 골프 애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5 월 22 일 성대히 치루어졌다. 

이날 대회에 출전한 63 명의 회원및 비회원들은 좋은 

날씨를 벗삼아 평소에 기른 실력을 힘껏 발휘, 모두 

좋은 스코어를 기록했고 대회장 명인선 이사의 

헌신적 봉사로 푸짐하게 마련된 점심과 저녁식사를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만족스럽게 즐겼다.  

이날 대회에서 좋은 기록을 낸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우승자         남 자            여 자           

Champions       노성채            박옥순            

Medalist        김길용            최순옥         

Net 1 등        이 훈               김 호경 

2 등             김재경            박미나 

3 등             최선의             정숙손          

근접상           장기화       강청자          

  
이들 수상자들에게는 명목상의 상금이 주어졌다.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많은 

회원들이 격려해 주었고 특히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10 월 23 일에 개최 예정인 하반기 대회에도 계속 

지원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번 대회 수입금은 2010 년 이월금 $352.97 을 

포함해 모두 $3090.69 이었고  지출액은 Green Fee 

$548 과 식사비 $1,201.61 등 총계 $2,900 

로서  $190.67 의 밸런스가 남았다. 

 

Golf 후원금 기증 

1.  Golf Smith $1500 불 상당 Coupon . 

2.  O’Connor Mortuary $500 

3.  장준 전회장 $200 

4.  한인희 $200 

5.  Starway $123 

6. 김병희 $100 

7. 유기숙 $100 

 

한인회 발전 후원 기부  

1,   무명인 $500  

2.  송미미  부동산 $500 

3.  하나투어 $300 

 

한인희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상기 후원단체와 

개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여러분의 동참의식 없이는 이러한 활 동은 

불가능 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동참을 바랍니다. 

 

노년찬가(老年讚歌) 

 

 

인생 나이 70 을 넘으면 이성의 벽이 허물어지고 

가는 시간 가는 순서 다 없어지니 남녀 구분없이 

부담없는 좋은 친구 만나 산이 부르면 산으로 가고  

바다가 손짓하면 바다로 가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 마음껏 다 하며 

남은 인생 후회없이 즐겁게 살다 갑시다.  

 
한(恨) 많은 이 세상 어느날 갑자기  

소리없이 훌쩍 떠날적에 돈도 명예도  

사랑도 미움도 가져갈 것 하나 없는 빈 손이요,  

동행해 줄 사람 하나 없으니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다 쓰고  

쥐꼬리 만큼 남은 돈 있으면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다 쓰고  

 

행여라도 사랑 때문에 가슴에 묻어둔  

아픔이 남아있다면 미련없이 다 떨쳐버리고  

"당신이 있어 나는 참 행복합니다"라고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 만나  

남은 인생 건강하게 후회 없이 살다 갑시다.  
 

“세상에서 진실한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행담 (호주 와 뉴질랜드 )          정  용일 

 

여행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흥분과 동시에 많은 

기쁨을 준다. 여행 떠나기 전의 설레임 또는 다녀온 

후의 후유증과 피로감이 남지만 그것이  다 없어 



 KAC News Letter Release Aug. 2011 

Page 7 

 

  

지기도 전에 다시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단지 여행을 좋아하는 나만의 습성은 

아닌것 같다. 

또 내나름 대로 여행의 의미와 요령도 생겨 가방은 

적고, 가볍게 여행지의 구경은 볼수 있는한 최대의 

모습을 보자는 것이다. 

그동안 여행을 좋아 한다는 이유 하나로 이곳 저곳 

미국내는 물론 유럽, 아시아, 남미, 중동의 여러 

나라를 두루 여행을 많이 했다. 은퇴 후에는 

관광(sight seeing)을 위주로 더욱 여행을 즐긴다. 

내 경우 은퇴한 후의 노후 관광을 겸한 여행은 더없는 

즐거움과 활기찬 여생을 보낼수 있어 이웃 친구 

들에게 권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 다녀온 여행은 Laguna woods 에 사시는 

분들과 함께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여행으로 우리 

일행을 위하여 관광회사 김 우진 사장의 배려로 

편안하고 재미 있었던 여행이었다. 

 호주와 뉴질랜드 두 나라는 섬이라고 하기에는 

상상이 안가는 큰 대륙과 같은 호주(한 섬), 뉴질랜드 

(두 섬)를 여행한다는 궁굼증과 떠나기 전 지진의 

피해가 있었던 뉴질랜드 Christ Church 라는 도시를 

지나간다는 소리에 묘한 기분까지 들었는데 막상 

그런 염려는 잊고 지냈다. 

먼저 호주에서항구도시 Sydney 항의 모습은 세계 

3 대 미항의 하나로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전경이었으며 더욱이 주변에 위치한 Opera 

House 와 Harbour Bridge 의 위풍은 관광객을 매혹 

시키기에 충분하였다.     

Blue Mountain, Bondi Beach, 야생동물원 등의 

관람을 마친후 유람선에서의 Sunset Dinner 

Cruise 로 낭만적인  시간을 보냈다. 

 뉴질랜드 남섬의 최대 휴양지 Queens Town, 

Mountain Cook 로 이어지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답고 황홀감까지 느끼게 하는 여러 호수와 

장엄한 산맥이 이어지는 대 평원에 양떼, 사슴떼, 

소떼, 알파카(신이내린 동물 이라고 함. 초년에는 양 

같고 중년에는 사슴같고 말년에는 낙타같이 모습이 

변한다는 동물로 수명은 10 년-12 년)의 모습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대 자연의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또한 북섬의 온천으로 유명한 

Rotorua 에서 유황 온천욕, 마오리 원주민 Dinner 

Show, 개 들의 양 모리 시범, 양 털깍기 Show, 

한국인이 경영하는 아산농장에서의 사슴고기, 

양고기로 요리한 저녁식사는 기억에 남는 호식 

이었다. 

이번 여행이 더욱 의미있고 뜻깊은 것은 나와 같이 

전우가 되어 육이오 한국 전쟁에 참여한 뉴질랜드 

군인들의 참전 용사비가 잘 보존 되어 있는 공원을 

방문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도 한 것은 나의 

여행기억에 오래 남을것이다. 끝으로 갈수 있는 곳이 

있고, 갈 수만 있다면 나 의 여행은 계속 될 것이다. 

 

내 고향  나의 어린시절         한  환복 

 내 고향은 충청남도 한산이다. 세모시로 유명한 

그곳에서 9 남매의 8 번째로 태어나 어린시절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음) 를 

고향에서 보낸 후 중학교 부터는 서울에서 학업을 

했다.   초등학교 시절로 가득찬 나의 어린시절의 

추억은 생각만 해도 그 때 그 시절이 그립고 가슴 

뿌듯하다. 봄이오면 우리동네 제일 높은 돌산에는 

진달래가 진분홍 색으로 수를 놓았고, 동네 어귀에는 

복숭아꽃, 살구꽃이 만발한 동네였다. 

또 우리집 꽃밭에는 매화,함박꽃, 작약, 난초, 치자꽃, 

석류나무에 꼬마 등잔같이 매달린 붉게핀 석류꽃, 

그야말로 꽃잔치로 봄의 향기가 가득한 곳 그곳이 

나의 고향이었다.  돌산에서 친구들과 진달래 한아름 

꺽어들고 집에 올 때면 숨어있던 이웃집 개구장이 

들이 우리의 꽃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또 같은 짓을 하며 놀던 나어린시절. 여름이면 산이 

깊어 우거진 나무사이로 하늘이 보이지 않고 

그 나무 나무 사이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 지던 곳, 그 

산자락 옆에 있던 우리집. 새벽이면 밭에 나가 이슬이 

온통 종아리를 적시는 것도 잊고 토마토를 따먹던 

야채밭, 알이 익기도 전에 따먹던 청포도의 그 신맛. 

집앞에는 수양버들 흐느적 거리는 사이로 실개천이 

흐르고 토기풀 꽃으로 반지, 팔지, 목거리 만들며 

친구들과 깔깔 거리다 개울에 빠져 내 작은 무릎이 

깨지면 근처 야산의 황토 흙으로 문지르기만 해도 

어느새 다 낫다고 하며 놀던 나의 어린시절. 가을을 

제일 먼저 알리는 나뭇잎 색이 변하는 벽오동 나무, 

향나무, 목련,단풍나무  황금벌판의 아름다움, 넓은 

타작 마당 그곳에서 북새통을 떨며 뛰어 놀던 그 때, 

그 곳. 겨울에는 유난히 함박눈이 많이 오던곳, 

끝없이 보이던 은빛 세계 그 곳이 지금도 눈에 떠 

오른다. 그 때 그 어릴적 배운 천자문, 붓 글씨는 

지금까지도 나의 삶에 여유를 준다. 육이오 동란 

때에도 다행히 많은 피해가 없었고, 그 후에는 아버지 

께서 사립학교를 설립하신 내 고향. 지난 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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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과 어울려 고향을 방문했다. 민속촌으로 

충청남도 문화재로 바뀐 나의 어릴적 내 고향,내집의 

옛모습은 찻기 힘들고 웬지 텅 비어있는 기분만 

들었다.  그러나 타작마당은 서양식 정원으로, 집앞의 

논은 인공호수로, 실개천이 흐르던곳으로소방도로가 

나있고 여기, 저기가 어디 였었다고 설명을 들으니 

감개가 무량했다.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그대로 

벗꽃이 만발한 모습인데 같이 놀던 옛친구는 다 

어디로 가 있을까? 허둥대면서 살던 지금까지의 

세월 , 꿈속에서나 잊지않고 있던 내 고향 ,나의 

어린시절. 나는 지금 내 여생의 마지막 단계를 

아름다운 이곳 라구나 우드에 정착하여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어느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나의 삶을 

잘 마무리 할 수있도록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한다. 

병상회복기 

                                                        신  춘호 

인생의 종착역으로 생각하고 이곳 Laguna Woods 에 

정착 한지도 5 년이 넘었다. 다행히 Golf 장이 있는 

곳이라  좋아하는 Golf 를 즐기며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일주일에 세 네번씩 푸른 초장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부터 뒷 

머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평소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 먹기 시작한 

약이 안 듣는 줄 알고 이약 저약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바꿔 먹었다.  또 의사의 권유로 MRI 도 찍고  

별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하였지만 나의 뒷 머리 

아픈것은 차도가 없어 나는 계속 통증을 호소 했다, 

오진인지도 모르고 지내던 어느날, 나는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쓰러진 나를 발견한 아내는 즉시 응급실로 나를 

데려갔고 80% 정도나 되는 뇌출혈로 사경을 헤메고 

있었다. 다행히 고명한 전문의사들의 신속한 

움직임으로 수술을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다. 나의 

수술소식을 듣고 기도와 격려로 용기를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후에 수술한 머리가 안정되고 회복되기 위하여 

11 일간의 COMA 상태로 지내는 동안 나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했다. 천국에는 갖은 꽃이 어울려 

만발한 나지막한 동산과 골프장(아마 내가 골프를 

즐기는  때문일까에서 골프도 치고 그리운 고향 

한국에도 가 보고, 솔직히 COMA 상태는 

즐거웠고  그 기간이 조금더 길었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참으로 우리의 영의 세계는 신비하기만 하다. 

그러나 그동안 중환자 실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가족이나 친지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기적으로 회생하여 의식이 돌아오고 

지금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어 다행이다. 벌써 

2 달이나 지난 오늘, 처음으로 정들었던 골프장에 

나가 골프채를 휘둘러 보니 감개가 무량하다. 

이 글을 마치면서 그동안 나를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힘을 북 돋아 주신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드리며 모두들 건강하시고, 

즐겁고, 평안하게, 보람차게 사시기를 기원하면서 또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라고 다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라구나 우즈 텃 밭에서    김귀양 
                                                                                 

뜨거운 태양이 지구 위에 끓어 대드니 

심어놓은 채소들이 하늘을 향해 

가지마다 싱그러운 열매를 달고 

푸르름을 자랑하며 팔을 벌린다 
 

둥글둥글 틀어 올린 줄기 따라 

먹음직한 오이들이 주렁 주렁 

늘씬하고 멋있는 놈 따 큰딸 주고 

예쁘고 귀여운 놈 따 작은딸 주고프다 
 

"아지직" 깨무는 소리 들리는데 

보낼 수 없는 안타까움만 저민다 

멀리 사는 아이들 모습 아려 

가슴 속엔 아쉬움을 쌓는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가 눈길을 주며 

따라는 듯 통통 터질 것 같아라 

알알을 따서 손바닥에 놓으니 

더욱 아이들이 그립고 보고프다 
 

싱그럽게 시 푸른 상추 따고 

꽂히듯 열린 고추 곁 들이고 

아욱 뜯어 된장국 구수히 끓여 

오늘은 유기농 저녁상을 차릴거나 
 

덩치 큰 호박 덩굴은 담장 따라 

왕좌를 틀어 거대함을 자랑하며 

갓 태어난 실파는 여리디 여리지만 

어우러진 삶의 강함이 장하다 
 

하나님은 수고할 때 힘주시고 

추수 때까지 인내로 함께 하시며 

땀 흘려 씨 뿌리고 가꾸는 자에게 

탐스런 열매로 풍성히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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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결실들을 소쿠리 가득 채워 들고이웃과 

나눌흐믓한 마음으로 가득하다 

감탄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니 

기쁨과 즐거움에 발걸음이 마냥 흥겹다                                  
  

종교 

 

구원과 중생           박  은규   목사 

 기독교의 구원과 중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왜냐 

하면 구원받은 자는 중생한 자이며 또한 중생한 자는 

누구나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중생(Regeneration)해야한다.  

중생이란 다시 태어남 (rebirth) 을 의미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나라에 들어 갈 수 없느니라"(요 3;-

5)하셨다.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뻳전 1:23)고 

했으며,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것이라(딛 3:5)고 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오직 한분 

뿐이신 구원자라고 소개한다. 또한 성경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롬 1:16)인 복음을 선포한다. 

구원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의 사건인 동시에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 현실로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 시키신 자로,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이 곧 

"구원자"를 의미한다(마 1:21). 이와같이 "구원"은 

신구약 성경전체의 중심주제이다. 공관복음서(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님의 선교는 구원사역에 

FOCUS 를 맞추었다. “인자가 온것은 잃어 버린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하심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힌 것으로 "범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떠난자들을 찾아 구원시키려고 

오신것"임을 뜻한다. (마 10:6, 15:24, 18:12-14) 

 기독교의 구원은 죄의 용서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룩함으로 넘치는  평화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눅 7:50, 19:9)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엡 2:5)와  선물(엡 2:8)이며 하나님의 사랑 (롬 5:8)과 

자비(딛 3:5)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게 된 것이다(고전 1:18) 이 소중한 

구원을 받은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며(벧전 1:5),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며(벧전 4:13),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며, (요 3:4) 또한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  (빌 4:3, 계 3:5) 

생활 정보 

 

자동차 오일 체인지 3000 마일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30,40 년 전 차량에는 그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현대 차종 차는 그렇지 

않으며 자동차 메뉴얼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내만 타는 차는 5000 마일 마다 하시면 

되고 고속도로를 타는 차는 7500 마일마다 하시면 

됩니다.  BMW, Mercedes Benz 는 10,000 마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시간과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랜스미션, 브레이크 오일도 교체해야 

함 Transmission Oil/Brake Oil 

메뉴얼(Manual)에서 추천 하는대로 하시는 것이 

차동차 수명에 절대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엔진 

오일과 다릅니다. 교체 시기도 다르니 Manual 

추천대로 하시면 됩니다. 

타이어 밸런스 및 로태이션 

Tire /wheel Balance  and Rotation  

이것은 보통 5000 마일마다 하셔야지 승차감과 

타이어 수명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한인중엔 이 

사실을 몰라 멀쩡한 타이어를 교체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얼라인먼트 Alignment 

이것은 바퀴가 커브를 박았다든가  충돌이 없었다면 

잘 나가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타이어의 공기 유지  

이것은 메뉴얼대로 파운드 유지를 하지 않으면 

승차감은 물른, 타이어 소모를 증가 시키며, 휘발유 

소모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안전 운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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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칩니다. 급 정지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차량도 바람이 조금씩 샐수 있으며 여름과 

겨울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온에 따라 타이어 속 

공기가 수축 및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검사 

습성을 기르셔야 합니다. 

Recycling (재활용품)에 대하여 

Recycling 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망서려 진다.  우선 Recycling 으로 수거 할 

수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Aluminum Cans  

우리가 흔히 마시는 Coke, Pepsi, Sprites, Beer 등의 

Soda 깡통 

Steel Cans  

Soup cans, Veggie cans, Coffee cans 등으로 깡통에 

붙은 labels 은 떼지 않아도 됨. 

신문, 잡지  

사이에 끼인 광고 용지 포함. 

Boxes 

반드시 납작하게 접어야함.(피자 box 는 안됨) 

종이 

일반 사무용품, 공책, 과자봉지, 달걀 box( 종이로 

만든것). 

Plastics 으로 만든 제품 

Milk jugs, Shampoo Bottles, 빨래비누통, 

물통,소다통, Plastics Label( PETE  1, HDPE  2)이 

붙은제품 (뚜껑은 없어도됨). 

유리제품 

Beer , Wine 병, 김치병, 젤리병,등의 유리제품. 전구, 

Pyrex, 거울은 안됨. 

이상은 우리가 쉽게 할 수있는 것으로 집 근처 빨래장 

옆에있는 BLUE 색의 Recycling 통에 넣으면 된다. 

빨강색 큰통은 일반 쓰레기, 까만색 통은 주로 신문 

잡지, 휴지용. Recycling Center 에 Plastic 이나 

Can 으로 된 물통이나 소다통은 무게에 따라 

현금으로 바꿔준다. 근처 Recycling Center 는 

Moulton 과 El Toro Shopping Center 에 있음. 

Recycling 이 허용 되는것 

All metal, Plastic & Glass Containers, Aluminum Foil, 

Oil & Metal Scrap, Mixed Paper (Magazines, Junk Mails, 

Phone Books, Cardboard, Cereal Boxes, Grocery Bags 

(Paper, Vynle) 

Recycling 이 허용  안되는 것 

Mirrors, Safety/ Window Glass & Light Bulbs 

Food Waste & Green Waste, Clothing, Carpet & Other 

Textiles, Construction Waste, Styrofoam, 

HHW( Household Hazardous Waste 집 고칠때 생긴 

쓰레기), E-Waste(Electronic devices), 전기, 전자용품 

Battery, 의료기구, 약은 Recycling 통에 넣으면 안됨. 

그러나 거의모든 HHW,E-Waste, Dry medication, 

Battery, 작은 전기제품, 형광등, 전화기, Printer 

Cartridges 는 City Hall 에(949) 639-0500 연락하면 

집에 와서 pick up 하거나 본인이 직접 Drop off 

하면된다. 

등산 

우리의 삶을 신선하게 하는 등산! 

무리하지 않는 등산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운동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근처의 

등산을 할 만한 산이나 공원을 몰라서 또는 경험 

부족으로 두려워서 또는 친구가 없어서 등등 많은 

이유로 선 듯 나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근처에는 정말 

등산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의 높은 산은 없지만 

1000feet 미만의 Hiking Trail 로 자전거와 승마도 

함께 할 수 있는 코스들이 있다.  

 

등산 할 때의 준비물은 모자, 물, Sunglass, 

Sunblock lotion, 휴지, 쓰레기 봉지, 복용 약, 간식, 

지팡이(필요시), 개인적 용품 등등... 

 

등산객들이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로는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지도(길을 잃을 때 꼭 필요)와 

신분증(사고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이 

신분을 Ranger 나 경찰에 알릴 수 있음)을 지참한다. 

-4 월부터 6 월 중순까지는 뱀이 동면에서 일어나고 

알에서 깨어나는 시기로 가장 독이 강할 때이다. 모든 

야생동물들은 보호 대상이므로 뱀을 보더라도 나를 

공격하지 않는 한 죽이지 말아야한다.  

-큰 소리로 떠들거나 “야호” 같은 고함은 절대 

금물이다. 동물들이 놀라서 갑자기 뛰어나와 공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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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Mountain Lion 이나 Coyote 같은 

야생 동물의 좋은 먹이가 되므로 멀리서도 냄새를 

맡고 공격할 수도 있다. 

-에너지 소모가 많으므로 갑자기 어지럽거나 진땀이 

날 때, 길을 잃어 산에서 헤매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쵸콜렛 같은 비상용 간식을 지참한다. 

-물은 손에 들고 자주 마신다. 

-쓰레기는 봉투에 넣어 가지고 다니다가 쓰레기통에 

버린다. 

-등산 중에 만나는 분들과 인사를 한다. 

-주로 산 입구에 화장실이 비치되어 있지만 산 속에서 

피치 못하게 대변을 보고 휴지를 버려야 할 경우, 

구덩이를 파고 일을 보고 휴지까지 땅에 묻어야 한다.  

-때로는 계곡의 맑은 물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달팽이 

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먹지 말고 또한 

가져와서 다른 용도로 쓰지 말아야 한다.  

-산에 있는 식물이나 돌 등, 어떤 물건이라도 

변형시키거나 움직여서 자연을 파손하는 행위는 

삼가야한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걸리면 200 불 

이상의 벌금이 부과 된다. 

-Back Pack 은 뒤로 넘어질 때 허리 다치는 것을 

방지하고 어깨뼈를 뒤로 젖히게 하여 곧은 몸을 

유지하게 하므로 되도록 메고 다니는 것이 좋다. 

-지팡이를 쓸 때는 2 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몸의 

균형을 잡아 주어 좋다고 한다.  

-걷는 동안 손이 아래로 향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어 손이 뻣뻣하고 부을 수 있으므로 때때로 손을 

위로 올리고 운동이나 마사지를 해 주어 혈액 순환을 

도와준다. 

-구매한 1 일 Parking 영수증은 차 안에 잘 보이도록 

비치한다.  

-비가 올 때는 전화나 컴퓨터(www.ocparks.com)로 

집에서 떠나기 전에 Trail 이 닫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1mm 비가 오면 2 일 정도 산을 말려야 

한다고 한다. 

근처의 공원을 크게 나누어 보면 City 나 Orange 

County 에서 관할하는 Regional Park 와 Wilderness 

Park 가 있고, 연방정부에서 지정한 산림 보호구역인 

National Forest 가 있다. 

Park 는 Parking Fee 가 평일은 3 불, 휴일이나 

주말에는 5 불이다. 

1 일 티켓은 Parking 장에 설치된 기계에서 사거나 

입구의 관리소에서 산다. Regional 

Park+Wilderness Park 의 1 년 Pass 는 

Ranger 가 있는 입구의 관리소에서 살 수 있으며 

일반가격은 55 불, 60 세 이상이면 35 불이다 덧 붙여 

Orange County 관리 하에 있는 Beach Parking 도 

Annual Ticket 이 55 불이며 60 세 이상은 35 불이다. 

만일 2 가지를 모두 합해서 사면 일반이 80 불, 

Senior 는 50 불이다. 8 월 이후에는 반값으로 살수 

있다. 

 

National Forest 는 Parking fee 가 1 일 5 불이며 

기계가 설치 안 된 곳은 비치된 봉투에 돈을 넣어 

함에 넣고 영수증을 찢어 차에 비치한다. 1 년 Pass 는 

30 불이며 지정된 N.F. 관리 사무소에서 구입한다.  

위의 모든 Pass 는 미 군복무를 하신 분은 무료라고 

한다. 또한 62 세 이상 되신 가주 거주자는 평생 쓸 수 

있는 Golden Age Card 를 지정된 관리 사무소에서 

10 불에 살 수 있고 그 카드로 전액이나 반액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가까운 등산로의 주소와 연락처이다. 

1.  Aliso & Wood Canyons: 949-923-2200 Entrance는 

     Awma. 

2.   Laguna Coast Wildness Park: 20101 Laguna Canyon    

     RD. Laguna Beach, 949-923-2235 

3.  Limestone-Whiting Wild. Park: Portola Parkway &      

     Market, Trabuco Canyon 949-923-2245             

4.  Riley Wild. Park: 30952 Oso Parkway,  

     Coto de Caza: 949-923-2265 

5.  Mason regional Park: 18712 University Drive, Irvine,    

     949-923-2220 

6.  Caspers Wild. Park: 33401 Ortega Hwy. San Juan   

     Capistrano, 949-923-2210 

7.  Laguna Niguel Reg. Park: 28241 La Paz Road,   

     Laguna Niguel 949-923-2240 

8.  O'neill Reg. Park: 30892 Trabuco Canyon, Trabuco   

     Canyon, 949-923-2260 

9.  El Toro에서 Laguna Woods Village Gate 9 을   

지나자마자 Aliso Creek 가 시작되는 곳에서 

올라가는 Laguna Coast 줄기의 하나인 등산로가 

보인다. 언덕을 넘어 계속가면 Orange 

County 에서는 유일하게 자연으로 생긴 2 개의 

연못이 나오고, 직진으로 133 HWY 다리를 

지나면 Nix Center 를 만난다. Nix Center 를 지나 

계속 산등선까지 올라가면 Laguna Coast 등산로와 

만나게 된다. 

10. National Forest 로는 74 FWY 동쪽으로 20 여분 

운전하면 오른 쪽으로는 Candy 상점이 보이고 

왼쪽으로 San Juan Loop 라는 파킹장이 보인다. 

등산로가 계곡을 따라 계속되어 물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있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11. Holy Jim 은 O'Neill Reg. Park 를 지나 3 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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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운전하면 Angel Canyon 을 지나 다리를 

건너자마자 왼쪽으로 비포장 길로 접어든다. 

비포장 길로 5 마일 정도 더 가면 깊은 산속에 

Parking 장이 있다. 

다음회보에는 특정한 한 곳 한곳의 Park 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문의: 김귀양 949-951-7896 

요리  

담백하고 만들기 쉬운 밑 반찬                                                                       

무 동치미                                    강 영애 

무우 (5-10 개, 주먹만한것) 를 길이로 4 등분으로 

자른다. 무우를 큰 김치병에 넣고 나머지 무우는 따로 

둔다. 

김치병에 넣었던 무우를 큰 그릇에 담고 여기에 소금 

3/4 Cup, 설탕 1/2 Cup, 식초 1/2Cup 을 넣는다.  

24 시간후 절여진 무우와 생긴 국물을( 간에따라 

남은 무우를 넣는다) 김치병에 넣고 2 주일간 

냉장고에 보관한 후, 무우를 납작하게 썰고 국물과 

함께 먹는다 

 양배추  절임                          전   정숙 

양배추(5 lbs.  적은 size 3 통)를 먹기 좋게 썰고 매운 

고추(3 개)는 잘게 썰어 둔다.  물 3C,  소금 1/4 C,  

설탕 1/2C  을 끓여 식힌 후 식초 1/4 C 을 넣은 

국물을 양배추와 고추썬 것에 부어 절여진 것을 

냉장고에 보관한 후 먹는다  

건강 Health 

 

※건강에 관한것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잘못된 健康常識 

 
일본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소는 70 세 이상 

노인 5000 명을 대상으로 

 

8 년간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양 섭취가 좋지 

않고 마른 체형의노인의 경우 노화가 빨리 진행될 

뿐만 아니라 수명도 줄어든다고 밝혔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결국 몸이 일찍 쇠약해진다는 것이다.  

여태까지 동맥경화와 당뇨병 등을 우려해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 게 곧 장수하는 지름길이라 믿어 온 

미국과 유럽 등지의 상식을 뒤엎는 결과다. 

이에 따르면, 나이 든 노인일수록 식사를 잘 챙기고 

고기와 생선을 다 잘 먹는 등 고 칼로리 식사를 해야 

한다. 최근 도쿄 건강장수 의료센터 연구소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내용을 묶은 < 쉰을 넘기면 

식사를 잘 챙겨라라는 책을 발간했다. 

노인은 칼로리를 제한하면 영양섭취가 안 좋아져 

수명이 짧아진다는 게 결론이다. 

또 나이 들어 마른 체형이 되면 체력을 기르기가 더 

어려워져서 50 세부터 미리 영양 상태에 신경 써야 

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마른 사람이 뚱뚱한 

사람보다 지병이 확률이 낮다. 그러나 이번 장기간 

역학 조사에서는 마른 체형의 노인이 더 빨리 

죽었다고 한다. 

사인은 대부분 암이나 폐렴 등이다. 

그러나 사망까지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 나이 들어 

몸 상태가 허약해지는 과정이 뚜렷이 보인다고 한다. 

그러니까 병은 죽음을 앞당기는 방아쇠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몸이 마르고 허약한 상태라면, 마치 마른 나뭇가지가 

쉽게 툭 부러지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병에 걸리기가 

매우 쉽다.  

그중에서도 특히 마른 체형에 영양 섭취가 좋지 않은 

노인이 걸리기 쉬운 병은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이다. 

고 영양과 저 영양 상태로 그룹을 나눠 살피면, 저 

영양 상태 그룹 노인이 고 영양 상태 그룹 노인보다 

10 년 이내에 심혈관 질환으로 죽을 확률이 

무려 2~2.5 배나 더 높다. 

영양 과잉 섭취로 혈관에 지방 등이 쌓여 혈관이 

막히고 결국 뇌경색과 심근경색에 이른다고 보는 

일반 상식을 뒤집는 것이다. 

뇌경색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아테롬성 혈전성 

뇌경색은 혈관에 죽처럼 끈적이는 덩어리인 

아테롬(Atheroma)이 달라붙는 것이다. 

라크나 경색'은 약해진 혈관 내벽에 상처가 나 작은 

동맥류(동맥에 생긴혹)가 생겨 결국 혈관이 파열돼 

뇌출혈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영양 과다인 구미에서는 '아테롬성 뇌경색'이 많은 데 

비해 일본에서는 식사를 소홀히 하는 노인이 '라크나. 

경색'에 걸리기 쉽다. 이유는 단순하다. 근육을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단백질을 비롯한 영양소라서 

저 영양 상태가 지속되면, 신선하고 튼튼한 혈관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또 저영양 상태로는 치매가 빨리 오기도 한다. 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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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물질을 구성하는 단백질인 알부민(Albumin)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이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신카이 쇼지 도쿄 건강장수 

의료센터 연구소장은 "고기를 잘 먹는 노인일수록 

알부민 수치가 높다"고 강조한다. 

신카이 소장은 < 주간문춘 > 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의학계가 일반적으로 칼로리 섭취를 제한해야 

수명이 늘어난다고 보나, 이는 미국 의학계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본에서는 남녀 모두 체 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이면 과체중이라 본다. 이번 조사결과 체 

질량지수 25 인 노인이 사망할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걷는 속도나 손아귀 힘도 

수명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특히 걷는 

속도가 빠른 편이 느린 편보다 순환기 계통 질병 

사망률이 낮다. 

흥미로운 점은 특정 운동을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쇼핑이나 가벼운 산보, 취미 활동이나 자원봉사 등 

사회적인 활동을 하며 자주 움직이는 사람이 

장수한다는 점이다. 

운동을 격하게 하면 그 시간 이외에는 집에서 

빈둥거리게 돼 전체적인 활동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 걷는 게 힘든 경우라도 지팡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밖으로 자주 나간 노인일수록 수명이 길다. 

치매의 경우도 마찬가지. 밖으로 자주 나가 활동하는 

편이 집에만 있는 것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도 적다. 

 

또 손아귀 힘이 세지 않을수록 8 년 이내 사망할 

확률이 크다. 

근육량이 충분하고 체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장수한다는 뜻이다. 

 

신카이 소장은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영양, 사회적 활동, 체력 등 삼박자를 갖춰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위험한 10 가지 증상들” 

다음을 무시하고 넘길 경우 생명이 危險할 수 

도있는 10 가지 증상들이다.  

 
1. 이유 없는 체중 감소체중 감소는 대부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다이어트 노력 없이, 체중이 크게 감소한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기준은 한달 안에 체중의 5%가 

빠지거나, 

12 개월 안에 체중의 10%가 빠지는 경우다. 

원인은 갑상선 이상, 우울증, 간 질환, 암, 장내 

신진대사 이상일 수 있다. 

 

2. 지속적인 열  
기준은 섭씨 38 도 이상의 체온이 지속되는 경우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의 감염 염증, 임파종, 

억제제  때문일 수 있다. 항암 치료 같은 화학 요법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특별한 이상이 아닐 수 있다. 

뻣뻣한 목, 발진, 혼미, 발작, 시각적 이상, 말하기 

어려움, 씹을 때 통증, 두피 통증과 함께 나타날 경우 

반드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한다. 

 

3. 호흡 곤란  
일반적인 코 막힘이나 지나친 운동에 의한 호흡 

곤란이 아니라면 이는 건강의 분명한 적신호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고질적 기관지염, 천식,심장이상, 

정신적 쇼크, 폐렴, 폐 혈전, 폐 섬유증, 폐 고혈압 

등이 원인이다. 특히 가만히 앉아 있는데 호흡 곤란 

증세가 온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4. 배변 이상  

이유없이 배변에 이상이 왔다면 캄필로박터, 

혹은 살모넬라 같은 박테리아 감염이거나, 

대장 질환, 혹은 대장암일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틀 이상 지속되는 극심한 설사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약한 설사 

 2 주 이상 지속되는 변비 

 이상하도록 갑작스러운 배변욕구 

 혈변 

 검거나, 혹은 찐득한 변 

 

5. 정신적 이상  
사람이 갑자기 성격이나 행동, 사고 방식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감염, 뇌 부상, 뇌졸중, 혹은 

저혈압의 영향 일 수도 있다. 아니면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다. 

다음 증상일 경우 반드시 병원을 찾도록 한다. 

 갑작스러운, 혹은 지속적인 정신 혼란 

 갑자기 방향감각을 잃거나 혼미해지는 경우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공격성 행위 

 환영, 환청 (이 경우 전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 해당된다. 

 

6. 갑작스러운, 전례없던 극심한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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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신이 특히 50 세가 넘었을 경우 주의해야할 

사항이다. 갑작스러운 두통은 뇌졸중, 혈관 내 염증, 

수막염, 뇌종양, 동맥류 이상 확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 등이 원인이다.  

 

7. 단시간 시력 상실, 언어장애, 행동불능  
뇌졸중이나 일과성 뇌허혈 발작 (transient ischemic 

attack: TIA) 일 가능성이 있다. 다음의 증상이 함께 

나타날 경우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일 수 있으니 
재빨리 응급실로 옮겨져야 한다. 갑작스러운 무력감, 

얼굴 마비, 한쪽 팔이나 다리 마비 

 갑작스러운 시력 이상 

 말하기나 듣기, 이해하기 어려움 

 벼락처럼 닥치는 두통 

 갑작스러운 현기증, 넘어짐 

8. 눈 앞이 번쩍임  

망막 박리 (Retinal detachment) 초기 현상일 수 

있다.그냥 두면 시력이 크게 손상될 수 있으니 병원에 

가도록 해야한다 

 

9. 조금만 먹어도 배부름  
만일 이 증상이 구토증과 함께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췌장암, 위암, 

난소암 등 여러 종류의 치명적 질병이 원인일 수 있다. 

 

10. 관절이 붓고 뜨겁고 붉어짐  

대개 관절 감염이 원인이다. 그냥 두면 세균이 다른 

부위로 퍼져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 바로 병원을 

찾도록. 물론 특정 종류의 관절염이 원인일 수도 있다 

내 돈, 어떻게 관리할까? 

요즘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경기상승 

둔화시기를 맞고 있다. 금번의 경기침체 및 둔화는 

이전과 달리 그 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이 다르다. 

그동안 부동산의 거품(bubble)이 줄어듬과 동시에 

미국가부채의 증가가 맞물려 미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쓸 수 있는 경제정책 도구가 거의 없어졌다는 

점이 현재의 경기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다. 경기침체를 위한 저이자율정책의 지속도 

미국가부채상환 및 유지를 위해서는 쉬운일이 

아니고, 양적팽창정책도 인플레의 유발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세금수입 확대 역시 경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미달러화의 약세로 인해 미국경제의 대외적인 

체력도 그만큼 약화되었다. 

이러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때에, 나의 돈 특히 

장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는 노후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관심이 요즘 매우 높다. 장기적인 

노후소득을 위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수 

있으나 그동안의 재고부동산의 양과 그동안 발행된 

부동산투자 관련 파생상품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단기적인 부동산 경기의 회복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데이터인 

미국의 인구구조를 고려해 볼 때, 현재 은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약 15 년에 걸쳐 계속 은퇴연령으로 

들어가게 될 많은 베이버부머들이인구와 앞으로 

사회로 진출하거나 이미 사회에 진출하여 부동산을 

수요하는 젊은 연령의 인구를 비교한 인구구조를 

고려해 볼 때, 향후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나 아직도 과거 부동산 투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게다가 부동산에 대한 

관리문제, 세금, tenant 관리 및 유치문제 등을 

고려하면 지역적인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권장할 

만한 투자로 보기 어렵다. 

또한 증권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수 있으나 증시 또한 

그동안 하락에 대한 반등의 기대가 자주 무너지고 

있다. 현재 증권에 대한 투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험하다. 우선, 경기의 불투명성과 앞에서 언급한 

경제의 위험구조이다. 또 한가지 장기적인 노후자금 

관리라는 측면에서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경기의 

변동 및 순환이라는 불안정성에 대한 원리이다. 3-

4 년마다 한 바퀴씩 돌아가는 경기변동 

주기(cycle:파동)와 20 년마다 한 바퀴씩 돌아가는 

파동과 장기적으로는 약 70-80 년 주기의 파동이 

겹쳐서 발생하는 경기 파동의 변화를 일반인들이 

모두 감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세계 정치경제의 변동과 

개별기업의 변화에 대한 information 을 개인들이 

감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증시는 장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환상을 말하기는 쉬우나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수 많은 변동을 고려할 때 

개인이 특히 안정되어야 하는 노후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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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기에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투자 방식이라 

하겠다.  

노후자금의 경우 원금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돈을 

불려 나가는 방식의 투자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언제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요즘 보험회사의 투자상품을 잘 선택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의 생존시까지 매달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효자상품을 찾을 수 있다.   

(문의 David Kim : 949-901-0993) 

Common Wealth Business Bank     

커먼웰스 비즈니스 은행은 은행 업무를 혁신하는 

철학을 세우고 2005년 3월 9일 오픈하였으며 

로스 앤젤레스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은행은 전통적이지만 새로운 개념을 추구하며 

은행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먼웰스 어바인 지점은 항상 고객분들을 위하여 

개개인에게 가장 알맞는 재정적인 솔루션을 

기획하고 있으며 저희의 뛰어난 업무 능력을 

통하여 고객분들께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가치를 창출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현재 커먼웰스 은행에서 준비한  다양한 예금 

상품을 통하여 고객분들의 재정적인 가치를 

높이는 좋은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Laguna 

Woods 근거리에 위치한 커먼웰스 은행 어바인 

지점을 방문하셔서 좋은 금리의 상품들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 소개 

 

한국인 한의원 개원 

이웃 소개한국인 한의원 개원 El Toro 와 

Muirland 가 만나는 곳에 원 숙경(Grace One)원장이 

한의원을 개원했다. 원원장은 South Baylo 한의과 

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고 지난 9 년 동안 San 

Clement 와 San Diego 두 곳에서 한의원을 운영했다. 

주로 간질과 통증환자 위장, 혈압, 당뇨, 엘러지, 

불면증 등 만성병을 치료하며 8 월 말까지는 개업 

기념으로 무료 진찰을 시행한다. 또한 운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연락처: 23331 El Toro Road Suit#206, Lake Forest, 

CA 92630 

949-305-8778, Cell 949-241-1172  

FAX: 949-305-4493 

Irvine Hallelujah Church 
김 삼도 목사님께서 Laguna Woods Village 에서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섬기시던 교회를 지난 7 월 

14 일부터 미국교회를 구입하여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새 교회의 이름은 "Irvine 

Hallelujah Church"이며 순교의 결단과 

새로운각오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찬양 시간  : 11:00AM-11:30AM 

예배 시간 :  11:30AM-12:30Pm  

청소년 선교 : 2011 년 9 월에는 청소년을 위한 GIG 

Ministry 를 시작하게 됩니다.   

연락처 Patrik Chun: patrikwc@gmail.com 

주소 :  15520 Rockfield Blvd. Suite E-100,  Irvine, 

CA92618 

전화 : 949-514-4346 Email : samkimrev@yahoo.com 

 

참고 말씀             발행인: 김병희/송윤근 

 

한인회보를  위하여 원고를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내용이나 위치가 편집 및 디자인 과정에서 변경하게 

된 부분에 대해 양해와 이해를 구합니다. 

 

기사 수집, 디자인 및 편집 과정은 시간을 요함으로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다음회보를 위하여 수시로 여러분으로 부터  

받겠습니다.  

 

현재회보 형태의Newsletter양식을 시도한  2011년 

4월 이후  겨우 2 회째 이니 실수가 있을수도 있으며 

앞으로 더 낳은 발전을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회보 발행재원은  몇 회원님들의 시간, 회생과 

불어나는 광고 수입으로 하고 있음을 아울러 

알립니다.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mailto:patrikwc@gmail.com
mailto:samkimrev@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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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란  

 

A Statement Of Disclaimer 

광고 내용과 LWV KAC 와는 무관하며 내용에 

대한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식당 

 

Korea House BBQ Restaurant 

한식전문 

405 FWY 서쪽  0.5 

miles 정도Shopping 

Center에 위치 하고 

있음Michelson/ 

University Dr. 

 

가까운 Irvine에 위치하며 연회석 완비 

예약은 아래 전화로 

Laguna Woods 한인 회원님께  저녁식사 10% 할인    

영업시간 매일 11am-10pm Open Daily 

5305 University Drive, CA 92612 

Tel:  949-552-9998    Fax:  949-552-5690 

특별 여름식이 준비되어 있음. 

Miyako 일식 전문 

Sushi & Teriyaki 일본식 우동 등  

 

다양한 메뉴선택 가능 

 

 

Tel: 949-756-8875 Fax: 949-756-8876 

email: sunkim0130@hotmail.com 

92 Corporate Park Suite H 

Irvine, CA 92606 

Party Platters & Catering 

Free Delivery within Compound 

 BBQ Restaurant 

 
 

아리랑 한국식당 

저녁식사에 한하여 LWV 회원님께 10% 할인 

15-20 분 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내 외국인 손님 접대 하기에 좋은 분위기 

(949) 559-3605, Fax 949-559-3606 
arirangbbq@gmail.com 
4595 Barranca Pkwy 

Irvine, CA 92604  

Barranca 호수 옆에 위치 하고 있음 

교회안내 

 
 

새생명 한인교회  

New Life Korean Church 

Laguna Woods Village 에서  

5-10 분 거리에 위치  

주일 예배 시간: 1 부  9:30 분    2 부  11 시  

새벽 기도회:  5:30AM (화-금) 6:00AM (토) 

담임목사:  정  철 

Tel: 949-341-0022 

15 Goddard, Irvine, CA 92618 

교회 표어 “나를 힘있게  교회를 힘있게” 

 필요하신 분들에께 교통편의 제공도 

함니다. 

 한글 학교 운영 

 노인실버 아카데미 노인대학 

http://maps.google.com/maps?rlz=1T4SNCA_enUS414US414&um=1&ie=UTF-8&q=korea+house+bbq+restaurant+irvine&fb=1&gl=us&hq=korea+house+bbq+restaurant&hnear=0x80dcdd0e689140e3:0xa77ab575604a9a39,Irvine,+CA&iwloc=lyrftr:transit,0x80dcdd942648a549:0x848cfaecf185a04e&ei=DSkoTrr4F8Pz0gGr2c3xCg&sa=X&oi=local_result&ct=transit-link&resnum=4&ved=0CF4QsQUwAw
http://maps.google.com/maps?rlz=1T4SNCA_enUS414US414&um=1&ie=UTF-8&q=korea+house+bbq+restaurant+irvine&fb=1&gl=us&hq=korea+house+bbq+restaurant&hnear=0x80dcdd0e689140e3:0xa77ab575604a9a39,Irvine,+CA&iwloc=lyrftr:transit,0x80dcdd942648a549:0x848cfaecf185a04e&ei=DSkoTrr4F8Pz0gGr2c3xCg&sa=X&oi=local_result&ct=transit-link&resnum=4&ved=0CF4QsQUwAw
http://www.yelp.com/biz_photos/ObQ7fg7DwqgJqd2MxatYLg?select=DUyzAQPc0PPR0WGvqsYn6A
http://www.newlifekp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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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vine Hallelujah Church(구 평강교회) 

Service Time 찬양 예배:    11-11:30 AM 

Worship Time 예배:  11:30 AM - 12:30 PM 

15520 Rockfield Blvd., Suite E-100, Irvine, CA 92618 

찬양, 말씀, 상담, 친교, 식사 

담임 목사:  김삼도  (Sam Kim) 

Tel:  949-514-4346    

구 평강교회가 상기  이름과 주소로  8월 1일 부터 

새곳에서 목회 하게 되었슴을 알립니다. 

 

우림 교회  Urim Church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새벽 기도회: 화-금: 5:30, 토: 6:00 

담임 목사:  오종필 

Senior Pastor: Jong Pil Oh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el: 949-454-2724 Fax: 949-454-2724 

Cell: 949-322-0646 Home: 949-297-4871 

Web: urimchurch.net email     

urim@urimchurch.net 

 

Medical Offices 의료 사업 
 

 

 

조셉 전 메디칼  Joseph Medical Group 

 

따뜻한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건강한 세상 

 62 Corporate Park #130, Irvine, CA 92606 

진료과목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피부과, 소아과, 부인과, 

소아과, 알러지과,내과, ,척추신경, 발(목)  

Tel: 949-222-9158 

 

오문목 내과 비뇨기과    

 

Oh Happy Medial Group Michael Oh, PhD 

Board of American Academy Member 

보험 없으신 분 위한 $99 기본검진  스페셜 

각종 보험취급 

3500 Barranca Pkwy #330, Irvine, CA 92606 

Tel: 949-552-8217         

진료과목: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내과, 피부과, 

소아과, 부인과, 초음파, 각종 암검사, 

응급조치 및 봉합 

 

김방선 내과 

 

종합 검진 Plans:    $199 스페셜 기본  

1  기본 종합겁진+위장 내시경 

2  기본 종합검진+상복 초음파 

3  기본 종합검진+상복 초음파+ 위장 내시경 

4  기본 종합검진+상복 초음파+ 위장 내시경+대장 내시경 

22 년 경험의 내과 전문의 

2500 Alton Pkwy, #108, Irvine 92606 

Tel: 949-552-8282 

진료과목: 위, 장, 직장내시경, 심장초음파, 당뇨, 

성인병,응급 

 

그레이스 침술 및 한의원 

 

개업기념 무료상담 :  8 월 말 까지 

진료시간:  월-금요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토요일 및 휴일은 예약에 한하여 

진료과목 

정신과, 침술, 피부과, 척추과, 부인과,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23331 El Toro Rd.  Suit #206 

Lake Forest, CA  92630 

Tel: 949-305-8778 Cell: 949-241-1172  

 Fax:  949-305-4498, WWW.GRACEACU.com 

mailto:urim@urimchurc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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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넛약국  

WALNUT VILLAGE PHARMACY 

 

Tel:  949-551-4343 

정직하고 저렴한 한국인  

약사(Pharm.D) 부부 

14433 Culver Dr., Irvine 

얼바인 중앙은행 옆 

Laguna Woods Village 회원님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 하겠음 

 

 

 

모든 종류의 보험과  Tax 보고를 한곳에서 ! 

23461 South Pointe Dr. #210, Laguana Hills, CA 92653 

Tel:  949-581-7827  

Email:  davidkim@starwayinsurance.com 

라구나우즈 모든 Gate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취급종목: 메디케어, 생명보험, 연금, Annuity, 

건강보험, 자동차, 집보험         CA  LIC. # OE93882 

지금 가지신 보험과 비교 하여 보세요 

 

    
 

 

김우진 얼바인 지점장 

15435 Jeffrey Rd. Suite A131 

Irvine, CA 92618 

Tel:  949-726-1212  Cell: 213-210-4597 

 

하나 투어에서는 지구 어디나  모든  여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 상담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Laguna Woods  Village 회원님께는 특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Realty Offices 

 

사진은 특정 기사와 상관 없음 

 

Han K. Chae (채한경) Realtor 

Laguna Woods Properties,  PCM 에이전트 

Tel:  949-636-8989 ©  Res. 949-206-0567 
Office 949-461-9977 Email: hankchae@gmail.com 

www.lagunawoodscommunity.com   

License ID#01797503 

A Division of   PCM Realty and Marketing Inc. 

많은고객이 소문과 소문에 의해 찾아 오시며, 이지역 

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삼익(Samik Chuey)  Realtor 
Team Spirit Realty & Investment 
Tel:  562-301-5485 ©  Office:  949-251-9533 
 Fax: 949-253-9533 

Email:  chuey@TeamSpiritRealty.com 
30 Corporate Office Park, Ste. 207, Irvine, CA 92606 

다년 경험으로 지역을 전문으로 함 

 

송미미 (Mimi M. Song)부동산 

 

L.W.V. Property Specialist  

DRE Licesnse # 01298749 

Tel. & Fax: (949)830-8399 

E-mail: mimimyung@comline.com 

22691 Lambert, Suite 502 

Lake Forest, CA 92630 

mailto:hankchae@gmail.com
http://www.lagunawoodscommunity.com/
mailto:chuey@TeamSpiritRealty.com
mailto:mimimyung@comline.com
http://www.hanatour.com/
http://www.hanatour.com/asp/booking/freestyle/freestyle-main.asp?hanacode=main_02_04
http://www.hanatour.com/asp/booking/airticket/gi-10000.asp?hanacode=main_02_06
http://www.hanatour.com/asp/booking/lodge/lg-30000.asp?hanacode=main_02_07
http://www.hanatour.com/asp/booking/exhibition/ex-00000.asp?hanacode=main_02_18
http://www.hanatour.com/asp/booking/cruise/cruise-main.asp?hanacode=main_02_27
http://www.hanatour.com/asp/booking/local/local-main.asp?hanacode=main_02_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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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ar Realty & Investment  

뉴스타 부동산 

Daniel D. Lee    DRE #01884107 

Gloria Lee                  DRE#01886668 

714-887-9111 /714-882-9389 

Office: 714-832-8888 Fax: 714-838-5826 

Web: danlee.newstarrealty.com 

4790 Irvine Blvd. Suite 201 
Irvine, CA 92620 

 

LK 공항택시 Taxi Service 

승객 보험을 가진 운송전문 업  

 
 

 

예일 Yeil Construction & Interior 

리모델, 건축 전문 

President,  Hae  Chul Lee (이해철) 

Tel: 714-323-6397©  Office: 562-902-0190  

Fax 562-947-5349   

Email: ihcem@hanmail.net 

1251 S. Beach Blvd. Unit D, La Habra, CA 

90631 

 

Cabinet Mastery & Remodeling 

 
“Low Prices For Master’s Quality  

Work” 캐비넷 전문업 

Gi Kim President 

Tel: 800-510-1253 Cell: 714293-0393                                         

Office: 714-533-8986 714-414-9570  

Email: Remodeling007@gmail.com 

Kitchen Cabinet, Counter Top, Windows, 

Flooring 

1518 N. Endeavour Pl. #C 

Anaheim, CA 92801 

한인 회원들께는  특별히 우대 하겠습니다 

 

 

 

 

 

 

mailto:ihcem@hanmail.net
mailto:Remodeling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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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s 4U 꽃집                                    

        

 

한인 운영  

 Gate 5에서 5분 내외 

 거리에 위치 함 

 

Tel: 800-273-Rose  

Tel: 949-586-2110 Fax: 949-586-8135 

24012 Ave. Del La Carlota 

Laguna Hills, CA  92653 

 

 

오렌지 운송 Orange Transportation 

 

 

신춘호(Choon Ho Shin) 사장       

License No. 9099917-2081 

Telephone Nos.  714-636-2424, 562-634-2424 

9710 Garden Grove, CA 92844 

오랜 경험과 Service를 자랑 하며 모든 대소 이삿짐을  

운송 함. Laguna Woods 지역 다년 경험.  회원께 특별 

우대함 

 

 

 
 
 
 
 
 
 

 
  
골프 카트 급매 

 

 

사진은 광고 카트와 다릅니다 

 

가격: $2000  
2000 년도 식  흰색   

New Battery 와 새 Tire 

상태:  대단히 양호 

연락처  949-699-0516  

연락처: 제이슨  김  
 

 

 

 

 

 

 

 

 

 

 

 

 

 

 

 

 

 

 

 

 

 

 

http://www.insiderpages.com/businesses/3710168494/images/172135?type=Business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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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onnor Mortuary, Laguna Hills 

100년 이상의 역사 Over 100 Years Of History 

모 든 장례 절차를 한국어 및 영어로 도와 드림. 언어의 불편은 없습니다. 

 

Internet 통한 전세계에 동시 장례식 방영 장비! 한국에서 동시 시청 할수 있음. 

 

장례 사전 준비와 방문 문의도 항상 합니다.                        “DVD 영상녹음 장치 장비 시설” 

Laguna Hills Chapel and Crematory FD1293  
25301 Alicia Parkway, Laguna Hills, CA 92653 

Tel: 949-581-4300 Fax: 949-581-3231 
 

1898 부터 가족운영 하에 이지역에서 LA 로 부터 San Diego 까지 Serve 하고 있음.  

 

LWV와는 10분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신용을 가장 중요시 함 You can trust us with all your funeral needs. 

화장을 포함 장례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다 할수 있습니다.                                                                                       

               

 Family Service Director                                                                              

이영아 ( Young Ah Lee)                                                                               

Cell: 949-400-9183 Fax: 949-420-0042 

 Insurance Licesnse # OH14710                                                                                                        

youngah@oconnormortuary.com  

 

Price Shopping For Funeral? 장례사 비교 삽핑 합니까? O.C. Register에 의한 Orange 

Count전지역조사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장례사  두 곳 중 하나로 선정된 모범 장의사 입니다. 

mailto:949-581-3231neil@oconnormortuary.com
mailto:youngah@oconnormortuary.com


 KAC News Letter Release Aug. 2011 

Page 22 

 

  

                                                                                                              

  

  

    Laguna Woods 한인회 합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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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의 생활과 연관된 기록 Record Keeping 

가족 인적 사항  Note: 비상시 참고용 

이름 한글 이름 영문 관계 

Relationship 

전화 Tel.   

No. 

휴대전화 주소 영문 

본인       

      

      

      

      

      

      

      

 

약 기록  

처방 약 기록은 비상시 병원에서 절대 꼭 필요한 정보 입니다. 약품명은 영문기록 그대로 하여야 함. 

영문 약 이름 함량 Dosage 

in mg. 

유효 기간 

Expiration Date 

처방 약국명 

영문/전화번호 

약 처방 번호 처방 의사 이름 

      

      

      

      

      

      

      

      

      

 

본인 비상 정보 

본인 이름 영문포함 배우자 이름 집전화 휴대 전화 운전 면허 증 번호 

     

     

 

상기 Table 공란에 적용 정보를  확실 하게 기록 하여 주시면 비상시 여러분의 혼란을 도우며 생명을 

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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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merican Club 

라구나 우즈 한인회 

24338 El Toro Rd. Suite-E (PMB) 406 

Laguna Woods, CA 92637 

 

 

 

 

 

 

 

 

 

 

 

 

 

 

 

 

Tallest Building and Hotel in the World in Dub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