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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보 55 호 4 월 30 일 발행
한인회장 인사 말씀
라구나 우즈의 성장과
성숙 LWV 의 한인회가 10
여년 전에 형성되어 많은
향상과 발전을 거듭했으며
2011 년에는
명실공히 NON-PROFIT
단체로 등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적으로도 600
여명의 한인들 중 등록회원이 500 여명이나 되는
큰 단체로 발전되었고 Board Member 선거에서
한국인이 최다득표로 선출되는 영광도 갖게
되었습니다.

편집인 김귀양

“우리” 라는 단어를 많이쓰는 민족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라는 말은 함께 도와주고
도움받으며 사는 공생공사의 뜻이라 생각됩니다.
서로 덮어주고, 양보하고, 참고, 감싸주고,
협조하며 살아 간다면 이곳의 생활이 즐겁고
활력이 넘치는 복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성숙한 자세와 남을 배려하는 마음 가짐으로
살때에 아름다운 한인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사는 이 곳, LWV 는 귀한 삶의
터전이며 지상의 낙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은퇴한 후 정리된 삶의 정착지로서 진정 보람있게,

회장 김병희

건강하게, 재미있게 노후를 잘 지내고 싶은
것이 LWV 모든 한인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따라서 한인회에서는 각가지 연중행사도 열어

년 한인회 임원 및 이사 명단

한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게하고,

이사회장 : 조순승

한인그룹을 활성화시켜 각자의 취미대로 자기의
생활에 맞는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회 장 : 김병희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번영과 성장은 물론 다른
인종의 현지인들과의 유대관계도 원활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한편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인들을 위해 봉사회
(가칭)를 구성하기로 마음을 모아 운영과 관리를
위해 여러 뜻 깊은 분들이 이미 조직을 구성중에
있습니다. 내 삶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남을
돌아보며 돕는 선한 삶이 곁들여진다면
진정으로기쁘고 보람된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부회장 : In nomination process
행사 담당 부회장 : 이대형
기획 담당 부회장 : 김귀양
체육 및 섭외 담당 부회장 : 명인선
신입회원 담당 부회장 : 유기숙
예약 및 봉사 담당 부회장 : 권낸시
총무
회계
음악
영성
대외

: 노재문
: 이영옥
및 행사 담당이사: 이덕희
담당이사 : 김삼도, 명순우드워드
협력 및 행사 담당이사 : 박미선

한국사람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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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비데오 담당이사 강태원

United 와 Third Mutual 에는 세개의 중요한

골프 담당이사 전용석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모든 이사들이

상조회 담당이사 이광희

참가합니다, 예산과 재정을 관리하는 Finance,

여성회 담당이사 김화자
대외 섭외 담당이사 박태흥
미디아 담당이사 이명화 글로리아
한인회보 담당이사 이래현 제시카

주변환경을 관리하는 Landscape, 그리고
시설관리를 하는 Maintenance and Construction
Committees 가 있으며, 모든 위원회가 매월 한번씩
모이며, 세개의 Mutual Board 총 회의는 TV6 가 생
중계합니다.
GRF 는 finance, Landscape, Maintenance and

Community News

Construction 이 외에 골프 등 Recreational Program 을 관리하는 Community Activities Committee,

Laguna Woods Village 운영

지역 안전과 교통분야를 담당하는 Security and

장원호

Community Access 와 TV6 와 broadband 를
운영하는 Media and Communication Committee 가

Director,
Third Laguna Hills
Mutual Board

있으며, 이 위원회는 GRF 에서 3 명, United 와
Third 에서 각 2 명 그리고 Fifty 1 명, 총 8 명의
위원이 운영합니다. 저는 이 세개의 위원회에 Third
대표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발효한, 공개회의 주법에 따라서, 모든

12,736 세대가 사는 우리 지역사회는 미국 내 Home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많은 주민들이 회의에
Owners Association (HOA) 중에는 가장 큰

참석하여 그들의 의견을 발표하는데,

조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운영체계가 복잡하여

지금까지 한인들의 참가가 아주 미미하며, 우리들이

실질적인 내용을 아는 주민이 많지 않습니다.

이곳 지역사회에 참여(Integration and Participa-

LWV 는 세개의 Mutual Corporations (United,

tion)하려면, 좀 더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Third 와 Fifty)와 세개를 총괄하는 Golden Rain

모든 회의에는 커피와 회의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Foundation (GRF)가 중앙 관리 기관이며, Profes-

모든 회의는 PCM 입구 게시판에 일일이 공개되어

sional Community Management (PCM)를 계약으로 있습니다.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PCM 의 관리기능을 불신하는 주민이나 이사들은

United 의 6,323 세대와 Third 의 6,102 세대를

900 명이 넘는 이 관리기구를 해약하고 자체로서

대표하는 각 11 명의 이사진이 있으며, Fifty 의

관리하자고도 하나, 워낙 거대한 조직을 바꾸려면,

경우는 351 세대를 운영하는 5 명의 이사가 그 지역

혼란의 위험이 너무 크니,

주민투표로 선출되며, 3 년 임기를 마치면 한번만

일차적으로 거대한 PCM 의 종합체재에서

중임을 할 수 있습니다. GRF 의 경우는 11 명 이사를 우리지역을 관리하는 지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주민투표가 아니라 세개의 Mutual 이사들이
선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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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에게 닥친 두 가지의 커다란 문제는 관리비

2012 년 한인회 행사 계획

절약과 안전보호 문제입니다.

월
거의 반세기가 되는 우리의 주택과 전기, 수도시설은
많은 시설개선비를 필요로하여 우리의 분담금을 현
상태로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현재 총
16 개의 출입용 Gate 는
Digital Technology 를 이용한 최신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최저임금과 일 주일에 20 시간 이내의

일

행사 내역
새 회장단 발족

1
1

17

1 회 이사회

1

16

재정 감사 시행

1

19

여성회 (Starway) 불경기 때의 재산관리
쎄미나

1

21

Sunshine concert 에 합창반 18 명 참가

1

24

임원단 및 이사들과 후원회 상견례
모임

비용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게이트 경비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순찰경비원의 수를

1

25

Community 회장 회의에 참석

늘여야 된다고 합니다.

2

20

2011 년 재정 및 감사보고, 구정 보름
잔치. 새주소록 배부

순찰경비원 한사람을 채용하는데 순찰차(3 만달러),
운영비(2 만달러)와 인건비(5 만달러) 등, 십만달러가 2
듭니다. 금년에 한명을 추가했으며, 몇 명이 더

28

구정파티의 평가 및 골프대회 준비를
위한 이사회

필요하다고 합니다.

15

여성회 (척추신경의 교정 및 마사지 치료

3

쎄미나)

이런 시설과 운영개혁에 관하여 일일이 반대하는
층이 있으며, 빌리지의 장래를 위하여 돈이

4

4

Open 임원 및 이사회

이번에 저는 빌리지 주민의 의사를

4

30

한인회보 발행(1)

알아보려고 Quality of Village Life 여론조사를

5

17

여성회 Laguna Niguel Regional Park 피크닉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5

27

상반기 골프대회

한인들의 위상은 많이 알려져 있으며 우리들

7

8

여름 야유회

7

19

여성회

9

20

여성회

9

9

하반기 골프대회

11

15

한인회보 발행 (2)

11

15

여성회

들더라도 과감히 투자하자는 층도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눈여겨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심해서 이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민족으로 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래에 골프장에서 일어났던 불상사 같은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이곳에 함께 사는 우리 한인들은 서로를 좀 더
아끼고 도와주며 모두가 즐겁고 보람된 은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회(새 회장 선출)

11
12

9

한인 총회 (새 회장 인준) 및 송년 파티
이사회 (예산편성과 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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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등록회원 명단

LWV 봉사회 (가칭) 발족

지난 회 이후 부터
No

성명

전화번호

이가운
늘어나는 한인사회 주민들의 고령화와 성인병
증가등을 감안하며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활력있는 은퇴생활을 정신적으로,

1

최만성/완선

714-447-8008

2

변영석/원경

716-485-1475

3

김정자

562-665-7013

4

신박장/박부옥

949-540-9665

5

박하나

949-382-1884

6

김만근/성애

714-337-3005

7

윤민제/호원

714-745-8397

8

전용석

714-717-0077

것이다.

9

추헌오/정헌

845-489-7462

물론 봉사회는 어디까지나 Volunteer 정신으로

10

상시윤

949-707-1453

11

윤국선/신자

949-354-0956

12

최창립/지순

949-860-7022

위안이 될 것이다.

13

이승호/미애

973-271-8831

14

장미아

702-461-2206

그동안 한인회에서 상조 이사직이 있어 주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도움절차가 있는 실정이지만
발족한 봉사회는 현존하신 분중에 각종 질환으로

15

이한우/희숙

949-596-4374

고생하시는 분을 돕는 도우미의 역활이다.

16

강영진/영숙

734-972-8010

몇몇 분들의 IDEA 로 시작되는 활동이지만 봉사회의

17

이영상/장인자

310-482-8513

18

이은자

949-770-7889

19

박하룡/희숙

949-382-1973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믿는다.

20

이회근/동선

847-712-4415

이제 처음으로 발족되는 이 봉사회가 진정한 Volun-

21

전인석/정화

949-243-0179

teer 정신으로 이끌어 간다면 라구나 우즈

22

김봉현

773-919-8000

23

민승경

626-422-7009

육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 분분의 결실로
발족한 봉사회에 많은 기대와 진작부터 이러한
모임이 있어야 했지 하는 생각도 하며 이제라도 이런
모임이 발족성사 된다니 두손들어 환영한다.
막상 일을 당하면 본인은 물록 특히 주위에서 같이
있는 분의 고통 또한 대단하다. 그러므로 봉사회는
환자 본인의 고통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도록
하겠지만 또한 옆에서 보호하며 함께하는 분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등도 찾아야 할

임하여 환자나 환자를 돕는 분들의 자유의사에 맡겨
진정한 도움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도움이 요청되면 빠른 시일내에 도움의 손길을
조직적으로 준다면 본인이나 옆의 분에게 많은

설립취지와 목적을 잊지 말고, 서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한인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이웃분들을 하나씩 둘씩 찾아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심껏 도움을 준다면 봉사회의

한인들에게는 물론 나아가서는 모든 주민들에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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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Club 안내
여성회 : 회장 김화자
일시: 홀수 달, 3번째 목요일 12:00-2:30
장소: CH #7

기우회 : 마작 및 바둑 교실
연락처: 황정식 949-768-5336

탁구 반 :
일시 : 화요일 6:30-9:00PM

연락처: 김화자 949-385-5066, 949-278-8798

합창 반 : 이덕희 지도

장소 : PCM 탁구실
연락처: 황영희 949-768-5336

고전무용반 : 김영옥 지도
일시: 매주 목요일 10:30-12:00
장소: CH #7 또는 CH #3
연락처: 박정미 949-951-3978,
이덕희 949-770-1388

목우회 Line Dance 반 : Brian & Sook Kim

일시 : 수요일 10:00-12:00
장소 : CH #2 Main Lounge
연락처: 채정혜 949-206-0567
요가 반 : MS. 신 지도
일시: 화요일 4:00-6:00PM

일시: 매주 목요일 6:00-9:30PM
장소: CH #2 Main Lounge,
연락처: 최순옥 949-228-6107

장소:PCM Rose Room
금요일 8:00-10:00AM 장소: CH #7

Auto 하프 반 : 장화영 지도

사물놀이 반 :

일시: 매주 목요일 2:00-4:00PM

일시: 매주 월요일 12:00-2:00

장소: CH #2 또는 CH #1

장소: 가든 그로브

연락처:장화영949-354-0765,

연락처: 채 정혜 949-206-0567

정공자 949-859-6878

타이치 반 :

수요 Line Dance 반 : Brian & Sook Kim
일시: 매주 수요일 12:00-1:00 (중급),
1:00-1:45 (초급)
장소: CH #1

일시: 수 & 금요일7:30-8:30,
목요일 8:30-10:00(타이치댄스)
토요일10:15-11:00(타이치 댄스),
장소: CH #1

연락처:김병운(Brian)/분숙 (Sook), 949-206-0597

찬양의 쉼터 : 이덕희 지도
일시: 매주 월요일 7:00-9:00PM
장소: CH #1 Art Room,
연락처: 김경옥 949-855-0775
Woodward 명순 949-293-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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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s Council Meeting 결의
사항
2012 년 1 월 25 일 , LWV 의 Community Presidents
Council(회장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대형
부회장님께서 참석하셨고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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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curity Update
Guest pass 는기존 12 개월에서 6 개월로
줄였고 만약 더 필요할 시에는 Renewal 한지 6
개월 후에 재 발급합니다.
2. 보수공사
Club House #6 의 마루바닥 공사와 창문 Remodeling 이 2 월 1 일 부터 3 월 중순 까지
진행됩니다. Club House #2 도 공사예정이나
날자는 미정입니다

3. Free Pick up Dates (2012 년 무료 수거일)

2011 년의 총 수입은 $49,834.46 (2010 년 이월금
포함) 이며 총 지출은 $36,950.57 입니다.

수입항목
회비수입

$6,515

광고비

$6,150

기부금

$5,305

파티 참가비

$6,740

참고: 그외 렌트비 반납과 산하단체들로 부터의
수입금이 있습니다.

Saturday(토요일) : 02/25, 03/24, 04/28,

지출항목

05/26, 06/23, 07/28, 08/25, 09/15 10/27,

각 클럽하우스 렌트비

$2,062.88

11/17, 12/22

행사비

$9,840.62

품목

주소록 발간 (2011)

$2160.27

Appliance: Washers and Dryers, Dishwashers,

한인회보 3 회 발간

$7,787.55

Refrigerators (세탁기, 그릇 세척기,

그외 물품비,비영리단체 가입비, 경조비,판공비,

냉장고등...) Furniture: Couches, Tables,

산하단체의 지출이 있습니다.

Chairs, Mattresses(소파, 책상, 의자,

2011 년에서 2012 년으로 넘겨진 이월금은

메트리스 E-waste : TV, Computers,

$12,883.89 이며 이 금액 속에는

Electronics ( 텔레비젼, 컴퓨터, 전기제품)

이사회 기금 $ 496.52 와 골프회 기금 $ 907.48 이

Other : Car Tires, Bagged Yard waste,
Bundled Tree, Branches of 48” Max
length(차 타이어, 쓰고 남은 옷감, 묶어놓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무, 48 인치 미만의 나무가지)

회장님께서 감사를 시행하셨습니다.

시간은 전날 7pm 이후 나 당일 아침
7am 이전에 내 놓을 것.

공고: 여성회 주최 어머니 날 기념행사
일시: 5 월 17 일 2012 년 12:00-4:00 PM
장소: Laguna Niguel Regional Park, Picnic.
협찬: 후원회

회계를 담당하신 이영옥씨께서 회계 장부와 모든
증거재료를 제출하셨고 김덕영씨와 김병희
재정보고는 이미 한인회원들에게 2012 년 2 월 20
일 총회 때 보고되었으며 인준을 받았습니다.
한인회를 위하여 물질과 시간 등으로 성심 껏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인회를 위한 성금 기증
(전회보 발행이후)

2011 년 한인회 재정보고

한인회를 위해 성금을 해 주신 분:
길영환, 유기숙, 장기화, 임동호

2012 년 1 월 16 일, 2011 년의 재정 감사를

기부금 합계는 625 불입니다.

마치고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0 년으로 부터
금액 $13,686.16 이 2011 년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새 주소록 발간을 위해:
권낸시, 현창주, 최선진, 최주옥, 고석원,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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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숙, 이일웅, 양태휴 여러분께서

형제님께서 2012 년 2 월 20 일 하나님의

합계 2000 불을 성금 해 주셨습니다.

부르심으로 소천 하셨습니다.

한인회의 어느부서든 Donation 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한인회를 통해 하면 TAX 감면을 받을 수

김자규씨의 부인이신 김(유)숙희 자매님께서 2012
년 3 월 26 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있도록 영수증을 발부해 드립니다. 또한 반드시

좋은 골퍼가 됩시다

기부를 원하시는 그룹이름을 명기해 주시면 대단히

박성수

감사하겠습니다.

새 주소록 발간
늘어나는 한인회원과 그동안 사용되었던 한인
주소록의 불편한 점을 보충하는 새 주소록이
발간되었다. 개인정보를 적는 pages 를 만들어
유사시에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활
정보란을 이용하여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좋은 골프장이란
골프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골퍼들이
만든다고 봅니다.아무리 골프장을 잘 가꾸어

하였고 또한 회원 각자의 사진과 집 주소,

놓아도 사용하는 골퍼들에 따라서 좋은 골프장이

전화번호, E-mail 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하였으며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일반 공책의 반 SIZE 로 사용하기 편안하고

1.골프장이 나의 골프장이라 생각해 본다면,

보관하기 쉬운 장소에 두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잔디를 파든지, 모래벙커 에 발자국, 그리고 그린

만들어졌다.
새 주소록은 앞으로 4-5 년간 같은 것을
사용하면서 정정할 부분과 새로 가입하는 회원
(사진, 주소, E-mail 등)을 같은 SIZE 로 필요한
PAGES 만 제작하여 주소록에 첨가하도록 하는
점이 또한 새 주소록 발간의 취지이기도 하다.

위에 공자국이 보이면 비록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도 잘 다듬어 줍시다..
2. 나 혼자가 아니고 4 사람이 함께하는
그룹이고 또 앞 뒤로 다른 그룹들이 있으니 서로
좋은 메너를 지킵시다..

판본이나 정정할 점(이름, 주소, 전화번호, E-

3. 다른 그룹들과 절대로 언쟁을 하지

mail 주소, 사진 등), 회원 중 긴 여행으로 전달받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는 클럽 하우스에 연락하면

못 하신 분, 한인회에 새로 가입하신 분은 라구나

즉시 플레이어 어시스턴트가 와서 도와드립니다.

우즈 한인회 주소록 편집인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주소록 발간 경비: $7,875.31
연락처 : 노재문 (949-768-5657)

부음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이성호 형제의 부인이신 이(백)정자 (세례명
율리타)자매님께서 2011 년 11 월 20 일 하나님의

4. 골프를 할 때 “늦었다”고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늦었다하는 기준은 앞서 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때는 늦은 것입니다. 뒤에
오는 팀에 대하여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Golf course citation
1. Slow play.

부르심으로 소천하셨습니다.

2. Failure to pay green fee and annual cart fee.

이영숙 자매님의 남편이신 이준호(세례명 안드레)

3. Failure to rake traps or fix ball 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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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proper driving of golf cart
[30 feet away from green].
5. Not playing holes in consecutive order.
6. Practicing on golf course.
이 것들 중에서 3 번 경고를 받을때는 Citation
Ticket 을 받게 됩니다.
첫번 Citation 은 경고를 받습니다.
두번째 Citation 은 Golf course manager [ Roger
Teel] 로 부터 면담을 받게 됩니다.
세번째는 G.R.F.로 부터 연락을 받음과 동시에
Action 을 받는데 90 일 동안 Golf 장 사용금지가
내려집니다.
근래에 있던 일인데 다른 사람의 Tee Time 을
이용한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느 일요일
오후에 한국계 여자분들 간에 심한 언쟁이 있었다고

상반기 골프 대회 연기
지난 3 월 25 일로 예정되었던 LWV 상반기 한인
골프 토너먼트가 우천으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 년 5 월 27 일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가비 $25 불을 내신 분은 대회 날, 추가
비용없이 참가하시면 됩니다. 새로이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5 월 10 일까지 회비 $25 불을
아래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낼 주소 : Mrs. Yu, Kisuk
4006 Calle Sonora Oeste, #2F, Laguna
Woods, CA 92637
수표 (check)의 Pay to the order of 는

합니다.

KAC LWV/GOLF 로 써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되었으면 하는

개최일 : 5 월 27 일, 일요일, 오전 11 시

바람입니다. 좋은 Golf 장에서 좋은 Golfer 로서 우리

(SHOTGUN) 오전 10 시까지 등록 바랍니다.

모두 A 급 GOLF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최장소 : Laguna Woods Golf Course (Gate
#12) Dinner Party 는 Club House #3 RM-2

장기자랑에 초대합니다.
5 월 2 일 온갖 꽃들이 활짝피는 아름다운 계절에

에서 오후 5:00 에 있습니다. 대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골프회장님이신

Richway Bio-Mat 온열체험실이 주최하고

전용석 Cellphone: 714-717-0077 로 문의해

한인회 후원으로 장기자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소 : Club House #5
일시 : 2012 년 5 월 2 일 오후 4:00-9:30
맛있는 저녁식사가 제공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심은 물론 다 같이

2011 년 총회 및 송년모임을 끝내고

동참하여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나누시기를

라구나우즈 한인회 주최로 2011 년 총회 및

기대합니다.

송년파티를 12 월 7 일(수요일)에 Club House #5

질문 또는 연락처 :

에서 가졌다.

제시카 이 949-697-7575

조순승 이사님의 사회로 1 부 총회식이 거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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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하시는 김병희 한인회장님의 인준과 더불어 새
회장님의 인사말씀과 장원호(Third Mutual Director)

한인여성합창단 Sun Shine 과 공연

님께서 PCM 에 대한 근황을 설명해 주셨다.
신입회원과 초청된 손님들의 소개가 있었으며
한인회를 돕는 후원회와의 만남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Jolanda Restaurant 에서 깔끔하게
준비한 Prime rib 의 연하고 맛있는 저녁식사는 모든
한인들에게 만족한 동시에 행복함을 맛보게
했으리라 믿는다.
2 부로는 이덕희님의 사회로 Auto Harp 합주,
찬양반의 Christmas Carol, 김삼도 목사님의 바리톤

LWV 은퇴 음악인들로 구성된 Sun shine

독창, 한국 무형 문화재 전수자이신 지윤자님의

합창단은 Korean American 여성 합창단 18 명을
초청하여 그들의 음악회에 협연해 줄 것을

가야금 병창, 합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요청하였다.

3 부로는 김병희, 이덕희님의 사회와 한재모씨의
섹스폰연주와 더불어 멋있는 DJ 로 우리를 즐겁게
해 주셨다. 춤과 노래, 장기자랑으로 재미있는
여흥을 즐기다보니 어느새 끝맺음의 약속된 시간이
되었다. 우리의 송년파티를 위해 도움을 주신
후원자들과 뒤에서 빠쁜 중에도 이일 저일로
빈틈없는 준비를 해 주신 모든 임원과 이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Laguna Woods Women's
Golf Club News
2011 년 President's Cup Tournament 에서 Champions 상은

Angela Sang (상시윤)씨께서,
1 등 (패자부활전) 은 김남온씨께서 각각 상을
타셨습니다.
President's Cup Tournament 는 Club champion
다음으로 큰 경기이며 1 년에 한번 한명의

촉촉한 비가 마음을 적셔주는 1 월 21 일(토요일)
저녁, Club House #3 에서 Saddleback 병원의
기부금을 위해 3 시와 7 시, 두번의 음악 Concert 를
개최하였다.
올해가 5 번째 자선음악회로 외부 합창단과 협연을
하기는 처음이라고 한다.
우리 합창단원들은 한복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이덕희님의 지휘로 고국의 민요를 흥겹고 힘차게
불렀다.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는 흐믓하고 기쁜
마음과 한국의 위상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기회로
삼아 정말 열심으로 연습했고 공연에 임했다.
또한 한국 무형문화재이신 지윤자씨 부부의
가야금병창과 지병상씨의 죽나무로 만든 대금(퉁소)
연주가 은은히 울려 퍼지자 관중석의 큰 박수 갈채를
받았다.
3 시 공연이 끝나고 청중들과 인사를 나눌 때

우승자를 뽑으며, Handicap 을

한국음악이 너무 짧다며 좀 더 길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한인 합창단에 대한 미국 청중들의 반응이

적용하여 매홀 Matches Play 로 경기가

너무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루어집니다.
2011 년에는 5 회에 걸쳐 최종 승자가 영광스럽게
우리 한인 선수들이 차지하였습니다.

축하 합니다
KAC 한인회보 4 월 30 일 2012 년 발행

이덕희 지휘자님은 7 시 공연을 위해 잠간 쉬는 동안
몇곡의 Folk Song 을 연습하여 즉석에서 프로그램에
없던 3 곡을 더 첨가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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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유의 가락에 춤을 곁들인 우리 합창단의 노래
솜씨에 모든 청중들을 흥분시킨 귀한 기회였다고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었다.

생각된다.

한인회에서는 특별히 여흥시간에 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배려도 잊지

한가지, 우리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음악을

않았다. 즐거워하는 손님들과 함께 한 시간이

즐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Community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았고 우리의 목적을 성취시킨

외국인들과 호흡을 함께하며 그들이 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며 살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할
수는 없었을까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너무나

것으로 믿는다.

컸음을 고백한다.

노력과 후원회의 도움, 뒤에서 여러가지로

회장님을 비롯한 한인회 이사님들의 열성적인
열심을 다해 돕고 일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구정 보름잔치
2012 년 2 월 20 일 월요일, 벼르던 총회와

“어느해 보다 재미있게 잘했다”는 평을 들을 수
있었다. 이번 모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보름 파티가 오후 4:30 부터 9:00 까지
진행되었다.

한국의 날 행사에 다녀와서.

1 부 총회는 2011 년 결산보고와 재정감사 결과

<민경애>

보고가 있었고

김회장님이 보내주신 이-메일을 보고서 1 월 14 일

2 부 여흥시간에는 이덕희님의 사회로 크로마

토요일에 있는 한국의 날 행사에는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니 꼭 가 봐야지 별렀는데도 축제가 열린 얼바인

하프 연주와 합창, 군무와 독무 북춤 등으로
특별한 고향의 회포를 풀었고
3 부 여흥으로는 노래 부르기, 라인 댄스, 다 함께

시청 행사장에는 오후 2 시가 넘어서야 도착하였다.

춤을 추는 순서로 진행되어 모두 함께 즐겁고

이 행사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처음 이민 들어온

신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특별히 올해는

날(1 월 13 일)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문화, 전통,

새로운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우리 한인회가
수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으로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 또한

예술과 음식등을 주위에 있는 다른 문화권에 속한
이웃에게 소개하는 중요한 외교행사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화평과 융화를 촉진하는 좋은 기회라

고전무용반에서는 처음으로 그동안 연습해 온

생각된다. 특히 장기대회 순서중, 두 인도 아가씨가

군무와 독무로 우리의 고전무용을 선보였다.

그들의 유명한 신들의 “사랑이야기”를 춤으로
추는것을 보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문화교류의 좋은

우리 한인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국의 위상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한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고심 끝에 이번 구정파티에 그룹
Leader 들과 관련지위에 계신 미국인 30 여명을
초청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번 구정파티를

표본이구나” 라고 느꼈다.
설날에 빠지지 않는 윳놀이와 제기차기를 배우면서
즐길 수 있는 놀이마당을 만들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행사 진행인들은 개량한복을 곱게

통하여 그분들에게 한국의 전통을 소개하는

차려 입고 사회를 보거나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기회로 삼고 LWV 내에 함께 공존한다는 마음을

여러모로 돕는 모습 또한 흐믓하였다.

갖게하여 이곳 주민들과의 유대를 도모하는 좋은

많은 후원자와 업소들의 전시물 중, 종이를 접거나
으깨어서 만든 풍경화와

KAC 한인회보 4 월 30 일 2012 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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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화는 색다른 예술품으로 소개되었고, 언제나

여섯개나 이식 받아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보아도 좋은 동양화, 한복과 노리개의 전시는 우리

한국계 의사가 해냈습니다.

문화의 가치와 전통을 보여 주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둥그렇게 바깥쪽으로 전시장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
세워진 무대 위에서 부채춤이 한창 공연되고

<리포트>한 소녀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있었다. 국민학생과 중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아가씨들이 틀리지 않고 멋지게 해 내는 것을 보고
“나는 얼마나 연습해야 저 정도로 출 수 있을까?”

꾸립니다.
9 살 소녀 앨래나는 얼마 전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는 생각이 미치니 저절로 감탄과 박수가 나올 수

<인터뷰> 앨래나 : "제 몸에서 계속 관을 꺼냈어요.

밖에 없었다. 장기대회 순서중에서 5 살난 어린애기

정맥에 꽂아둔 관도 꺼냈어요."

(?)가 멋지게 대장금의 주제곡을 불러 기립박수를

앨래나는 6 곳의 장기에 희귀하고 큰 종양이

받았는가 하면, 한류풍을 소개하는 많은 젊은

자라났는데, 화학요법으로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십대들의 Hip hop Dance 등은 축제의 분위기를

앨래나는 김흥배 박사를 찾아갔고, 15 달을 기다려

끝까지 지속시켜 주었다.

장기 기증자를 찾아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순서에 들어있는 사물놀이, 풍물놀이와 장구춤을

김 박사는 14 시간의 어려운 수술 끝에 앨래나의

보지못한 안타까움에 내년에는
아침부터 서둘러 나와야지 다짐하면서 오랫만에
보람된 하루를 친구와 보낸
기쁨과 구수한 고기타코의 냄새를 맡으며 요즘
인기짱이라는 토내이도
감자꼬치를 하나들고 떠나온 나의 발길은 흥겹고

식도와 위, 간과 췌장, 비장, 그리고 소장을

즐겁기만 하였다.

것은 종양과 장기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꺼번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터뷰> 김흥배 박사 : "아주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가장 힘든
특히 식도 이식 수술은 매우 어려운 수술로 거의

한국계 의사, 세계 최초로 ‘6 개의
장기이식’ 성공
(한인회원 Brian Kim 자제분)

처음 있는 일이라고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알래나는 신체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 약을 먹어야
하지만, 곧 정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LWV 의 Line Dance Class 와 한인 Line Dance
를 지도하고 계신 김 브라이언 / 분숙 선생님의

입력시간 2012.02.02 (22:02) 유지향 기자

아드님이신 김흥배 박사는 세계 최초로 6 개의
장기를 이식하는 데 성공하여 미국을 비롯한 온
세계의 화제가 되었고 그의 의술은 한국인들의 큰
자랑거리가 되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 가족의 건강비결
이정림/덕희

유지향 기자가 KBS 방송에서 김흥배 박사와
인터뷰 한 내용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체질과 특징이 있다. 독특한

앵커 멘트

성격과 환경에서 오는 체질이 자라오면서 또는
살아오면서 조금씩 변해가며 적응할 수 있도록

미국에선 생명이 위독했던 아홉살 소녀가 장기를

지어진 것이다.내가 아주 어렸을 때는 감기도 자주
앓았고 과민성 반응으로 두드러기가 돋는 알러지

KAC 한인회보 4 월 30 일 2012 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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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이었다. 9 살쯤 되어 그 증세는 거의 없어졌고

마라톤에 4 년동안 1/2 마라톤에 4 번을 출전하여

늘 건강하여 많은 Activity 를 하면서 즐겁게 살아

완주를 하기도했다. 줄넘기도 만 번이 넘도록

오게 되었다. 주위의 친구들에게 늘 모범이 되는

기계처럼 발에 걸리지 않고 사뿐사뿐하게 했으며

삶을 하도록 교육시켜 주신 우리 아버지
교장선생님과 어머니의 바른 생활습관과 신조

60-70 세 정도까지도 1 시간 20 분 동안을 계속 뛸

때문이었으리라.

걸어서 18 홀을 돌며 1 주에 4 번 정도 휠드에

후에 성경말씀을 깨달으면서 나의 생활철칙도
바뀌어지고 나름대로의 규칙을 터득하게 되고 나
자신에게 한 약속을 실천할 결심을 하면서 부터

나가고 있으며 아직 아픈 곳이 없다.

나의 체질을 극복하고 살아 온 것이라 믿는다.
특히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다는 것은 체력과
끈기를 요하는 정신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나의 본격적인 체력단련은 갱년기부터 시작한
것이나 다름 없다.
1985 년에 25 년의 미국생활을 접고 남편의 조국을
위한 영재교육을 위해 한국의 포항공대로 삶의
터전을 바꾸게 되었다.
그 곳에서 12 명의 중견 교수 부인들과 부인회를
조직하고 Aerobic 체조(1 시간), Badminton(1

수 있었다. 은퇴한 후 다시 시작한 골프는 요즘도

빠른 반사운동으로 탁구를 하며 폐활량이 젊은
사람 못지 않게 노래도 잘 부르고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정신운동으로 정서생활을 훌륭하게
계속하고 있다.
현재는 매주 젊었을 때 배웠던 Ball Room
Dance 를 함께 1-2 번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으며 3 번이상 유산소 운동(속보,경보)을 한다.
우리 가족의 건강비결은 운동을 골고루 꾸준히
지속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들과 더불어 즐겁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몸을 유지하려면
1. Positive Thinking(세상을 아름다운 쪽으로

시간 이상), Tennis, 탁구를 했으며, 등산과 걷기
등의 운동을 매일 같이하여 다리에 힘을 길렀다.
그러던 중 중국에서 오신 교환교수로 부터 타이치
(태극권)체조를 기초부터 열심히 배우기 시작하여

보기)
2. 좋은 식습관(튀긴음식, Processed 나 Fast
Food, 탄산수를 피함)
3. 제철에 나는 음식, 다양한 채소요리와
간식을 잘 골라서 골고루
먹는 식습관을 가진다.

8 년을계속하였다. 타이치는 유연하면서도 Balance 를 유지하고 자연적인 호흡법으로 온 몸을

4. 식당음식은 가능한 피하고 직접 내 손으로
만드는 음식(최고 보양식)

윤활하게 만든다.
또한 Line Dance 와 Ball Room Dance 를

으로 가족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5. 정서적인 안정(생활을 즐겁게, 음악 듣기,
문화생활, 명상, 읽기 등)

접목한 Charming Dance 와 고전춤도 즐거운
운동의 한 부분이었다.
빨리걷기, Aerobic, Taichi, 탁구, 고전무용,
Dance 까지 고루고루 한 셈이다. 남편은 평생동안
연구만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다. 젊었을 때
점심시간 1 시간을 이용하여 시작한 Badminton 과
Tennis 를 거의 70 이 되도록 하였다. 70 이
되던해에는 Jogging 을 시작하여 San Diego
KAC 한인회보 4 월 30 일 2012 년 발행

6.

숙면시간이 적어도 4-6 시간이
되도록한다.

7. 순활한 배변(위에 열거한 운동과 식생활
습관을 바르게, 줄넘기 5-10 분)
8.

좋은 Posture(바른자세)

지금하고 있는 Diet 식습관으로는 Harvard Medical
Journal 에서 얻는 정보에 따라 실천하고 있다.

12

생선 1 주에 적어도 2 번, Broccoli 종류, 신선한 야채, 올라가면 안내판이 있는 삼거리에서 부터 Mustard
Red Wine 하루에 2 잔, 익은 토마토, 블루베리, Nut

Rd. Trail 로 계속된다. Mustard Rd.에서 왼쪽으로

종류, 발효음식(김치, 된장), 유산소 운동 30 분이상

가파르게 trail 을 따라 올라 가면 동네로 내려가게

하기, 잘먹고, 잘싸고, 잘자고, 잘놀고, 완전한 휴식
(사우나 한 주에 2 번정도)으로 재충전한다.
좋은 생각 가지고, 남을 배려하고, 돕고, 자신의

되고 오른 쪽으로는 Four Conner 정상을 향해
올라가게 된다.

긍지를 가지고, 매일 성경읽기와 묵상으로 믿음을

오른 쪽 Mustard Rd.를 따라 조금 올라가면 왼

지키며, 마음을 평안히하고, 죽음에 대비할 것.

쪽으로 Picnic 상이 있어 잠시 쉴 수 있는 장소가

만일 병이 왔다면 함께 동행한다는 의식으로 투병할
것. 아직도 우리에겐 꿈이 있고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가치있고 보람된 것이리라
믿습니다.

Whiting Ranch Wilderness Park
<김귀양>

있다. 이 곳에서 쉬고 있노라면 다람쥐와 들쥐는
물론, 큰 사슴가족이 열매를 따 먹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Mustard Rd.로 계속 정상까지 올라가면 정자가
있는 Four Conner 가 나온다.
도중에 왼쪽으로 Billy Goat Trail 을 따라 One

Whiting Ranch Park 는 내가 가는 등산로 중 가장

Way 로 산등성 위로 해서 Four Corner 를 거쳐

애착이 가고 어느 계절이든 편안히 갔다 올 수 있는

Mustard Rd.로 내려오면 조금 더 산행을 할 수 있어

하이킹 코스이다.

좋다. 많은 산악 자전거가 다니며 Borrego 까지는

Laguna Woods Village 에서 El Toro East 로 약 10

One Way 로 모든 자전거는 위로만 올라 가게 되어

분 정도 운전하면 Portola Pkwy 를 만난다. 그곳에서 있으나 Mustard Rd. 부터는 2 way 로 되어 있다.
좌회전하여 Market PL 에서 우회전하자마자
왼쪽으로 Parking 장이 나온다. 파킹 Fee 3 불을
무인 징수기에 넣고 영수증을 빼어 잘 보이도록
유리창 앞에 비치한다. 파킹장에서 조형물이 있는
길로 들어서면 Whiting Ranch Park 입구가 나온다.

3-4 월에는 노랑 야생 갓 꽃이 온 산을 덮고, 새들이
지저귀고, 꽃 위로 흰나비들이 분주하게 날아다니는
그 산 속에 나를 묻으면 감탄사가 절로 날 수 밖에
없는 아름다운 산이다. Picnic Table 이 있는 곳에서
좁은 왼 쪽 Red Rock Trail 로 들어서서 0.5 마일정도

다람쥐, 많은 새종류, 사슴가족 등을 자주 볼수

올라가면 Red Rock 가 나온다. 처음 나오는

있으며 산사자 (Mountain Lion)도 가끔 나와 해치기

작은 Red Rock #1 이 있고, 계속 올라가면 정말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푸른 Lime 색갈이 나는 흙과 아리조나를 연상케하는 Red Rock #2 가 나온다.
돌들이 있어 Limestone Ranch 라고도 부른다.
Red Rock #2 는 구석 끝까지 들어가 계곡 위를
아름다운 여러 색갈들의 다듬어진 둥근 돌들과
올려다 보면 붉은 모래 바위의 신비스러운 자연을
메마른 계곡엔 흐르는 물 대신 고운 모래들이
만끽할 수 있다.
개울바닥을 메우고 있어 바다를 연상케 한다.
Irvine Co.와 Mission Viejo Co.에서 공원부지를

연한 라임색과 황토색이 어우러진 거대한 붉은

정부에 헌납하면서 주위 개발권을 획득한 때문에 산

바위가 심한 풍화작용으로 인해 아름답고 신기한

꼭데기에는 등성이를 따라 예쁜 집들이 늘어서 있다. 가지 각색의 둥글둥글한 모양들로 이어져 병풍처럼
그 집들이 자연 경관을 헤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둘러 있다. 가끔 중국인들이 두 팔을 벌리고 숨을
없다. 계곡을 따라 Borrego Trail 을 약 1.5 마일을
크게쉬며 기를 받는 곳이기도하다. 물이 마른
KAC 한인회보 4 월 30 일 2012 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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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울을 따라 Trail 이 나 있어 길도 좁고, 비가 오면

참고로 아래 도표를

금방 물이 Trail 로 흐르므로 관리소에서는 제일

첨부합니다. 세일즈의 볼륨과 세일즈의 가격이

먼저 Close 를 한다.

전년도에 비해 조금 떨어지긴 했으나 그다지

방울뱀이 동면에서 일어나고 새끼들이 알에서 깨는
4-6 월에는 뱀을 조심해야 한다.

현저한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California 의
차압절차의 첫번째 단계인 Mortgage Defaults 가
2007, 2008 년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El Toro 에서 Portola 로 좌회전하면 곧 바로
Glen Ranch 가 나온다. 그 곳에서 우회전하여 2-3
분 정도 운전하면 왼 쪽으로 또 다른 Whiting Ranch
Park 등산로 입구의 파킹장을 볼 수 있다. 그 곳도
이용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1971 년 이래로 지난 30 년중 2011 년 2 월이 최저의
이자율이었습니다. 2004 년 이 후로 집을 Cash 로
사는 일이 현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California 에서 팔린 50%가 넘는집이 Short

응달이 많고 산의 고도도 적당하여 사 계절 언제나

Sale 이나 은행집이었습니다.

무난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Mortgage Defaults 가

등반고도는 500 피트이며 난이도는 2(최고 5)

분명히 줄어들고 있으며 최저의 이자율입니다.

정도이며 추천등급은 4(최고를 5)를 줄 수 있는
곳이다.

집 사기에는 최고의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질문 및 연락처 : 김귀양 949-951-7896

그럼에도 집값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중의

전문가의 부동산 전망

하나는 융자 받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Veronica Lee>

예전에 100%융자도 쉽게 해주었던 은행이 50%

안녕 하세요?

Down 을 해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지

풍성함과 가장 좋은 기후를 자랑하는 California

않으면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다.이로인해 Cash 로

에 따뜻한 봄이 다가 오고 있읍니다. 봄이 옴과

집을 사는 율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이젠

동시에 저희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이사 철을 정확히 융자가 얼마가 나올지를 알고 집을 보셔야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 합니다. 자, 그럼

합니다.

올해의 부동산의 마켓은 어떨까요...
Homes

Sale Vol.

Sale Vol.

Units

Jan. Yr. ‘11

Jan. Yr. ‘12

LA

4,908

4,997

Orange

1,929

Riverside

% Change

Median Price Median Price

% Change

Jan. ‘11

Jan. ‘12

1.8%

300,000

289,000

-3.7%

1,872

-3.0%

415.00

392.000

-5.5%

2,738

2,684

-2.0%

190,000

180.500

-5.0%

San Bernardino

2,085

2,01

-1.6%

151.500

150,000

-1.0%

San Diego

2,248

2,358

4.9%

304,000

305,000

0.3%

Ventura

550

561

2.0%

350,000

322,500

-7.9%

So CAL

14,558

14,523

0.4%

270,000

260,00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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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선호하는 좋은 동네들은 이미 Inventory 가

Direction

많이 줄었읍니다. 좋은 가격의 집이 나오면 복수
Offer 가 들어와 Over Price 에 집이 팔리는 경우가

1) Lentil, Red lentil, Garbanzo, Brown

많이 있습니다. 집을 구입 하고자하시면서 구입하실

Rice 를 깨끗이 씻어서 5 시간 이상

수 있는 분은 이번 기회를 Chance 로 생각 하셔도

또는 하루동안 물에 담가 불린다.

좋으실 듯 합니다. 항상 건강 하시고 행복한 일들이

2) 1)의 불린 것을 물을 빼고 냄비에 부은
다음 Chopped Celery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Dried Parsley, Chicken bouillon Gran질문 또는 연락처 : Veronica Lee ( 뉴스타 부동산
부회장) 949-678-5013

ules 2TS 을 넣는다.
3) 2)에 물 8-9Cup 을 붓고 센불에 10 분
정도 끓인다.

무좀으로 부터의 해방

4)

김병희 제공

불을 줄이고 30-50 분 동안 더
끓여야되는데 Garbanzo 가
부드러워 질 때까지 끓여야 맛있는

저녁식사 후, 소주 한병과 식초 한병, 그리고 옥시풀

Soup 이 된다.

한병을 세수대야에 섞어 부은 다음 발을 1 시간 내지
2 시간 담갔다가 물로 씻어 내지 말고 마른 수건으로
물끼를 없앤 다음 그냥 침실로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다음 날 샤워할 때 슬슬 발에 붙어 있던
무좀과 꾸덕살들이 매일 조금씩 풀리면서 어린아이

Chinese Broccoli(중국 브로컬리)
무침

발같이 깨끗하여 진다. 이것이 바로 간단하게

소스 재료(중국 브로컬리 약 1LB 정도)

무좀으로 부터 해방되는 길이다.

2TB Spoons Oyster Sauce(굴소스)

단 무좀이 심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1ts 참기름
통깨 약간

요리법

요리 교실

염춘자제공

1. 냄비에 물을 반쯤 붓고 끓인다.

Brown Rice 1/3 Cup

2. 물이 끓으면 소금 약간과 기름을 조금
섞는다.
3. 브로컬리의 줄기를 끓는 물에 먼저
넣는다.
4. 물이 다시 끓을 때에 나머지 브로컬리를
넣고
5. 약 10 초 정도 살짝 데친 후 물을 뺀다.
6. Oyster Sauce 와 참기름을 섞는다.

Chopped Celery ½ or 1 Cup

7. 데친 브로컬리에 6 번의 소스와 무친다.

Dried Parsley 1TS

8. 7 번 위에 통깨를 살짝 뿌려 식탁에

Lentil Soup
재료
Lentil 1/3 Cup,
Red lentil 1/3 Cup
Garbanzo 1/3 Cup

Water 8-9 Cup

올린다

Chicken Bouillon granules 2TS
KAC 한인회보 4 월 30 일 2012 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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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lpture 조각

김귀양 Report

산골 할머니, 한글 성경말씀으로 채워진 화병 등등,
27 점이라는 많은 작품들을 만드느라 온 열정과
정성을 쏟으셨을 것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진열장
한 가운데는 사진과 함께 <Artist 신옥자>라는
이름으로 그 분을 소개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그
분의 예술적인 손 끝으로 세심하게 만들고 다듬고
굽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하여
만들어졌겠지 생각하니 작품 하나하나가 너무

L.W.V. 우리 한인들은 참으로 숨은 재주도 많고
예술 감각도 뛰어나다는 것을 새삼느끼며
한국인이라는 긍지를 가지게 해 주신 신옥자씨를
Club House #4, Sculpture Class 작업장
에서 만나 보았다.오랜동안 Oil Painting 과
동양화를 즐겨 그리시던 신옥자씨는 미시건에서
아직 완전히 이사를 하신것은 아니지만 4 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Ceramic Class 가 있어서였다며 현재
작품들은 2-3 년동안 만든 것들이라고 하신다.

소중하게 느껴진다.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정겹고 이목구비가 깔끔하신 모습 위에 걸치신
에이프론이 Sculpture 를 하시는 예술가의
진정한 모습을 느끼게한다.
신옥자씨의 작품들은 2 월 말까지 2 달동안 계속
전시 되었다.
그 반에서 만든 작품만 진열이 가능하며 뛰어난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전시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만 2 달씩 전시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
진다고 한다.

자기의 내면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Sculp-

같은 반에서 예술품을 창작하고 계신 유재성씨는

ture 는 은퇴 후의 취미 생활로는 너무 좋은

“신옥자씨는 정말로 예술 감각과 손재주가

것이라고… 다른 분들에게도 꼭 권하고 싶다며

뛰어나신 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다.

Class 에서 함께 일하시는 몇분의 한국분들이
모두 좋아하시고 열심으로 잘들하신다고

유재성씨는 신문사에서 삽화화가로 활동하셨고 또
전문적인 Sculpture 를 공부하셨던 분으로 “흙을

말씀하신다.Sculpture 란 뜻을 찾아보니

만지는 것은 건강에도 좋은 것”이라며 많은 우리

“조각하다, 조각” 이라고 되어 있다. 우리가

한인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다고 하신다.

흔히 말하는 쎄라믹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신옥자씨의 말을 빌리면 손수 손으로

하고싶은 과목이긴 하나 엄두가 나지 않거나 용기가

빚던지 Wheel 을 사용하여 구상한 작품을

없어서 시작을 못하시는 분들, 또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언제든 두 분께서 친절히 상담해

흙으로 빚어서 약간 말린 후, Trim 을 하여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다.

완전히 말린다. 그리고 Ceramic 을 굽는
화덕에 넣어 초벌구이를 하고 유약을 발라 다시
완전히 구워내면 완전제품이 된다고 한다.
우선 복도에 들어서면 진열장에 잘 정돈 된
작품들이 한국분의 작품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한복차림의 아기를 업은 여인, 여덟손주들의
재롱을 느끼게 하는 아이들, 지게를 진 청년,
KAC 한인회보 4 월 30 일 2012 년 발행

연락처 신옥자: 989-607-9788, 248-978-8737 (C)
989-327-0061(C)
유재성: 949-421-7342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이지춘 목사

대학교 2 학년 때였다. 서울 불광동 기독교
수양관에서 지금 JOY 선교회의 모체인 JOY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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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수양회가 있었다. 이 수양회의 마지막 날 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내가 얼마나 위선이 가득찬 가능스런

것이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다.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나의 삶이 너무나도
증오스러웠다. 마음이 짓 눌리고 답답해 졌다. 그 날
밤 나는 수양관 산속 개울가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엎드렸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일 1:9)”
하신 성경말씀을 부여잡고 견딜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통곡하며 나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다.
나의 죄는 실타래가 풀리듯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풀려 나왔다. 스무 살을 갓 넘은 젊은 나에게 웬 죄가
그렇게도 많은 지 회개를 해도 해도 끊이지 않았다.
계속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울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사방은 조용한데 더
이상 아무 죄도 생각나지 않았다.
“하나님, 이제 생각나지 않는 모든 죄도 회개하오니

그 후로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 나도 70 고개를
넘어섰다. 뒤돌아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
산도 골도 깊어 시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며
실족할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하신 말씀과 더불어 “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1-2)” 하신 말씀이 죄사함 받은 확신과 감격을
새롭게 해 주곤 했다. 앞만 보고 달려온 나의 인생,
이제 은퇴라는 특혜로 말미암아 라구나우즈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지도 벌써 3 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이런 저런 소식통들을 통하여 꽤나 많은
부고를 들었다. 나에게도 이제 머지 않아 이 세상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저를

떠날 날이 분명히 다가 올 것이다. 이 엄연한 현실

용서해 주세요. 성경 말씀대로 저의 모든 죄를

앞에서 무엇보다도 더욱 감사한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사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만일 내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들어 오시어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사 영생을 주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여

보혈이 없었다면, 그리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죽는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한 편생 살면서
지은 그 많은 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십년 묵은 체증이 뚫린

그리고 내가 처음 믿은 그 귀하고 귀한 시간을 고이

듯이 시원해 졌다.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고이 간직하고 천국에까지 가고자 한다.

평강이 차고 넘치기 시작했다. 찬송이 저절로 나왔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와 남, 오늘과 내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김 선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또 다시 감격의 눈물이

“나는 당신 의견에는 반대지만 당신이 당신 의견을

걷잡을 수 없이 흘러 내렸다. 담요를 벗고 보니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는 권리는 내 목숨 다해서

아침이었다. 산천초목이 모두 새로워 보였다. 새들의 지키리라.” 민주주의 정신의 극치(極致)를 가는
노래 소리와 푸른 나무들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다.

것 같았다. 이렇게 해서 나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

남을 존중하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마음씨는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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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하고 내가 사는 둘레를 아끼며 경영하는

소크라테스에게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정의

슬기이다. 한 물건을 두 사람이 들어 옮기는 것을

(正義)란 무엇입니까”. “정의란 빚을 갚는 일이다”.

조직(組織)의 최소 단위라 한다면 내 건너 편에서 그 소크라테스의 대답이었다. 정의(正義)에 대한 정의
물건을 들어주는 사람은 흔히 나보다 더 소중할 수
(定義)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그 소중한 사람을 헐뜯는다면 함께 이룩해야
여기 나서봐라. 빚을 갚는다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할 일은 물거품이 된다.
말이요, 법을 지키겠다는 말이며 이를 정의라
오늘은 내 남은 삶에의 “첫 경영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이기에 소중하다.
우리가 가난했을 때, 이듬 해 심을 씨 나락을 담은
베개를 움켜 안고 굶어 죽는 농부들이 있었다. 씨
나락을 먹어버리면 남은 사람들의 “내일”이

일컫는다. 이제 우리가, 온 누리가, 법 지키기를
즐거워하고 시간 약속 지키기를 구두쇠 금고 열쇠
지키듯 해 나갈 때, 정치하는 자들이 비로서 정신
차리고, 허튼 소리, 허튼 수작을 지양하리라 생각
않는가? 한국의 정치가(政治街)에는 금년 들어 전에

없어진다는 사리를 몽매하다던 그 농부들이 잘 알고 없던 새로운 기운이 조성될 조짐이 보인다. 바로
진보와 보수와의 선명한 대결이 그 것이다. 이
있었다. 오늘에 눈 멀어 내일을 경영 못하면

지금 한국에는 “나”만 있고 “내 주장”만 무성하다.

대결이 어디로 가며 무슨 열매를 맺을는지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모름지기 구태에서의 과감한 탈피를
해치우고 그 새 터전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오늘의 허욕 때문에 내일의 희망이 무참히

정치이념을 수립해서 새 출발해야 할 것 같다.보수는

개인이든 한 누리든, 어느 날 파국(破局)이 온다.

짓밟히기도 한다. 아우성치며 내 몫을 챙기면서 남은 해 묵은 권력과 이권(利權)독점에의 탐욕을
탈피하므로써 거듭나고 진보는 북의 적화통일
무자비하게 매도해 버리는, 이른바 “만인(萬人)이
만인에 대한 전쟁 터” 같다. 그런데 정치든, 경제든,
또 사회든, 뜻과 사리를 바탕삼아 자질해 보면 좋은
게 별로 없다.
오늘 한국에 두드러지게 귀한 것은 “약속”이다.
약속을 어기는 일이 다반사인 곳에 어찌 남을

야욕에의 방조자라는 오명을 먼저 씻어 버린 다음,
양 진영이 함께 보수/진보의 떳떳한 기치(旗幟)아래
어느 편으로 내닫든, 종내에는 대한민국이 덕을 보는
그런 대결을 엮어 나가야 할 것이다.

받아들일 믿음이 싻틀 수 있단 말인가. 법을

진보는 보수의 끈질긴 견제 아래, 원숙해지고 보수는

어느만치 어길 수 있느냐가 출세(出世)의 척도가

진보의 발랄한 도전에 힘 입어 슬기로워진다. 두

되고 질서를 어느만치 어길 수 있느냐가 치부(致富)
의 요령이 되는 고장에 무슨 놈의 믿음이 싻튼 단

진영이 틀리는 이념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나라사랑을 사이에 두어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며

말인가.

함께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나는 일찌기 시간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 다른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작은

나보다 더 소중한 남을 알게 되고 오늘보다 더
중요한 내일을 내다볼 수 있게 된다.
2012 년 1 월에 씀

약속을 못지키는 터에 어찌 크나큰 약속 – 사랑과
믿음의 규약(規約)을 지켜 나갈 수가 있겠는가?
법도 약속이다. 법이란 한 누리가 서로에게 주는

라구나우즈에서

약속이다. 이런 것은 하자, 이런 것은 하지 말자,

윤민제/호원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약속이 바로 법이다.

지난해 11 월에 이 마을로 이사 왔습니다. 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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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에 듣던 대로 좋은 곳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둘 째 아 들 은 San Diego 에 서 영 어 목 회 를 하 는
교 우 들 에 게 나 친 지 들 에 게 라 구 나 우 즈 마 을 에 목사인데 이 아들 역시 효성이 지극합니다. 이
이사했다는 말을 하면 “참 좋은 곳으로 가셨군요. 둘째아들목사의 사모 즉 둘째며느리의 친정 부모님
축하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더군요. 즉 우리 사돈댁이 바로 이 마을 안에 살고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들어와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김득원장로님과 김은준권사님 , 이 안에 아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서 7 년을 살으셨다니까요.

십여 년 전, 저의 막내아들이 득남을 하자 자기 집과 둘 째 아 들

목사네가

한

달에

두어

번은

우리 집을 팔아 큰 집을 하나 사서 합치자고 제안을 오렌지카운티나 L.A.에 볼 일 보러 올라오곤 하며 올
해왔습니다. 우린 귀여운 손자와 함께 살게 되는데 때마다 꼭 양쪽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요. 이미 큰 아들의 손자손녀를 내려가는데 멀리 떨어져 있던 양쪽 부모님 댁이 이젠
키워봤으니 손자가 얼마나 예쁘다는 건 잘 알고 한 동네에 있으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있었으니까요.

옛말에 사돈댁과 뒷간은 멀수록 좋다는 말이 있는데

미국 죠크에 이런 웃기는 말이 있잖아요. "손자가 왜 그런말이 생겨났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 전 도저히
이렇게 예쁜 줄 알았으면 아들 낳기 전에 손자부터 이해가 안 갑니다. 하기야 옛날 뒷간은 냄새가
먼저 낳았더라면 좋았을걸."
그렇게 해서 막내아들 네와 살기 시작했고 그 후

나니까 먼 게 좋았겠지만 지금은 화장실에서 향내가
나는 판에 멀기는 커녕 가까울수록 편하니 사돈댁도

막 내 며 느 리 는 딸 을 하 나 더 낳 아 손 자 손 녀 와 가까울수록 좋은 것 아니겠어요?
아들며느리와 우리 둘, 해서 여섯 식구가 큰 집에서 이 마 을 의 선 배 되 시 는 사 돈 장 로 님 에 게 서 많 은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손자손녀가 많이 자랐고 며느리도
전업주부로 집안에 들어앉았고 해서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렇게 큰 집에 사는 게 좀 부담스럽더군요.
그래서 큰 아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따로 나가 살고 막내아들 네는 작은 집으로 옮겨
생활비를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우릴 위해 작으마한
집을 하나 마련해줄 수 있느냐고요. 결국 우린 이
마을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효자아들들을 주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보도 얻고 도움도 받아서 가까이 살게 된 게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 이 사돈댁과는 같은 교회의 같은 당회원으로
함께 섬기고 있어서 가까운 사이였는데 역시 같은
교회에서 자란 두 집의 자녀가 결혼을 해서 사돈이
되었으니 더 가까워질 수 밖에요. 이런 예가 그리
흔 히 있 는 일 은 아 닐 겁 니 다. 그 러 니 하 나 님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혼 초에 잠시 우리 부부만 단둘이 살아보고는 근

50 년 만에 다시 단둘이 살게 되니 아무리 지금
늙었지만 신선한 맛이 들더군요. 소꼽장난같은

아들은 그렇다 치고 아무리 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림이 아기자기한 맛도 나고요.저는 은퇴한 후 하는
살려고 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 집을 사드리려고 해도 일 없이 방콕생활을 하며 편히 지내고 있지만 아직
며느리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는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
한 시간 이상을 시달리는 게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며 느 리 들 도 얼 마 나 고 마 운 지 요. 막 내 며 느 리 는
그러나 아내는 긴 시간동안 차 안에서 성경말씀을 더
우리가 이사오는 날 여기까지 따라와서 종일
많이 들으며 다닐 수 있어서 더 좋다고 하니 그저
짐정리해 주고는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감사할 뿐입니다.
돌아갔답니다.효자 아들들 뿐아니라 효부들까지
바로 우리 집 곁에는 Aliso Creek 이 있어서 울창한
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겐 너무나 좋으신 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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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 들 사 이 로 흐 르는 맑 은 시 냇 물 가 를 따 라 끝내고 연말 파티를 준비하고 있잖아.
걷노라면 지상의 낙원 길을 걷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미술반에서 네가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진 모르겠지만 저
핑크빛 가득한 부켄베리아 꽃나무!
하늘나라로 이사 가기 전엔 이 좋은 마을에서 다른
아마도 너의 집 벽에 외로히 걸려 있겠지?
곳으로 이사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집이 이
땅에서는 마지막 집이 된다는 거지요.

꿈속을 헤매듯

주님! 목련꽃 한 잎이 소리없이 떨어져 하얀

화가 문인 정희자

구름타고 주님 곁으로 날아 갔습니다.
“ 율리타 정자”

밤과 낮은 어김없이 오고 가는데

우리 친구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요?

우리들의 삶은 바로 그에 의해 날자를 세며

너무도 갑작스런 이별의 슬픔 앞에 우리 친구 모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진데 무엇하러 왔다

울고 있어요.
다시는 이 땅 위에 율리타를 볼 수 없으니까요.

가는가
또 다시 우리에게 사후 세상을 말하여 희망을

주님! 율리타는 마음씨도 예뻤지만 모습도 참
예뻤어요.주님! 율리타를 꼭꼭 껴안아 주세요.

주나

주님의 은총으로 율리타가 하늘나라에서

끝없는 하늘과 해와 달 먼지 같은 우리가

천상복락을 누리게 해 주십시요.

무엇을 알리

우리 모두 주님께 간절히 간구 드립니다. 아멘

율리타를 꼭 껴안아 주세요!

채정혜

율리타!

질환별 절대로 먹어서는 안되는 음식
고 콜레스트롤 / 장어

아름다운 점하나 남기고 떠나간 친구야!
언제나 소녀처럼 해맑게 웃던 모습
조용한 미소, 고운 마음씨 간직했던 친구야!
우리 모두 너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장어는 단벡질 함량이 높고 고칼로리여서 체력을
급속히 회복하는데 좋기 때문에 대표적인
보신음식으로 알고 있지만 장어의 과다한 지방질이
혈중 콜레스트롤 수치를 높여 협심증 등을 악화시킬

너무 갑작스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할 말을 잃었다.

수도 있다.또한 담석증이 생기거나 심해질 수도 있다.

율리타! 노년을 재미있게 정담을 나누며 살자고

보통 지방은 간으로 흡수돼 쓸개를 거쳐 신진대사가

모임을 만들었잖아, “ 목련꽃” 이라고.

이루어지는데, 장어는 콜레스트롤이 많이 들어 있어

청초하고 우아스런 꽃, 꼭 네 모습을 보는 듯 하구나.
며칠 있으면 모두 만나 따끈한 차 한잔을 마시며
이야기 꽃을 피웠을텐데, 그만…

지방 대사과정에서 담즙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하므로 이 과정에서 담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고콜레스트롤이나 담석예방에는 하루 두 세잔의
커피가 좋고, 야채, 견과류, 닭가슴살 등이 좋다.

네가 스치고 간 곳마다 텅 빈자리만 남겠지.
네가 좋아하던 합창반에서 “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과 무용반에서 “ 한강수 타령” 의 부채춤을 이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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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 과일
과일의 단맛인 당분 때문에 먹음과 동시에 혈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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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릴 수 있다. 혈당 조절에 주의해야 하는 당뇨병

이웃소개

환자는 식사 후에 과일을 많이 먹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진다.당뇨병에는 단호박, 콩, 시금치가 좋다.

Richway Bio-Mat 온열 체험실

만성 콩팥병(신부전증) / 콩

한국인이 경영하는 자수정 Bio-Mat 온열

흔히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두부,두유, 콩 등을 많이

되어 소개를 하고자 한다. 스웨덴에서 의료기

먹는데, 신장기능이 안 좋은 만성콩팥병 환자가

대상을 받은 믿을 수 있는 신제품으로 Kaiser,
세브란스 등 한국의 많은 유명 병원에서 치료를

이러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중 칼륨 농도가
짙어지면서 고 칼륨 혈증으로 심장 부정맥까지
이어질 수 있다.신선한 어패류(다랑어, 고등어, ),
다시마, 미역 등이 좋다.

위염, 위궤양 / 생마늘
위가 약한 사람에게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마늘은

체험실이 지난 12 월, Lake Forest 에 탄생하게

목적으로 Bio-Mat 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체험을 통하여 실제로 느껴보지 않고서는 BioMat 에 대한 효과는 알 수가 없을 것같다. 5 인이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는 침대가 있지만 손님이
기다리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예약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체험실을 방문하여 자수정 Mat 위에
누워 기분 좋게 뜨끈한 온열 찜질을 하며 자수정

오히려 병을 덧나게 할 수도 있다. 마늘의 매운맛을

Mat 가 왜 좋은지, 어떻게 우리 몸을 병에서 구해
주는지에 대한 책자를 읽으며 직접 체험해

내는 성분은 위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보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주소 : 22821 Lake

위궤양이나 위출혈 수술후에 출혈 위험이 있는경우

Forest Dr. #112, Lake Forest, CA 92630
전화 : 714) 474-6653 , 714) 401-4740

지혈을 늧춰 역효과를 낼수도 있다.
위궤양이나 위출혈이 있다면 빈속에 생마늘을 먹는
것은 절대 금물!또한 혈액 응고를 막는 작용을 해

Contact : 제시카 & 비비안
영업시간 : 9:00 AM – 7:00PM

단호박, 양배추, 사과, 마, 갈근 등이 위염에 좋은
음식이다.

채반 한식 전문

간 기능 저하 / 녹즙

채반식당이 아리랑 BBQ House 와 Korea House
BBQ 에 이어 3 번째로 라구나우즈

해독작용에 효과적인 녹즙! 간 기능이 나쁜 사람에겐
오히려 독이 된다. 농축된 액체를 몸에서

한인회원들에게 저녁식사에 한하여 10%
디스카운트해 주시기로 약속하였다

흡수하기까지 간이 해야 할 일이 많아 오히려 간

Jamboree Rd.와 Alton PKWY 코너에 위치한

기능 수치를 악화시킬 수 있다.토마도, 오카피,
결명차, 부추, 바지락등이 좋다고 한다

한국 H 마켓 몰 안에 있으며 다양한 한식메뉴를
구비하고 정성과 친절로 손님을 맞이 하고있다.
주인이신 김성희 자매님은 라구나우즈 어르신들이
오시면 부모님을 모시듯이 성심성의를 다 할

물품판매 정보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신다. 많은 분들의 이용을

Maytag Washer & Dryer 를 $300 에
판매하기를 원합니다. 2 년 사용한 것이며 거의
새 것과 다름 없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Mrs. 이한테 연락주세요.
전화 : 310-482-8513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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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백교회 라구나우즈 한국어 예배
(Saddleback Church L.W. Korean

생명보험에도 여러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보호기

Service)

보험과, 일생에 걸쳐서 반드시 보호해 주는 종신생명

새들백교회 라구나 우즈는 주민들이 빌리지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릭 워렌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기 원하여 3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빌리지 내의 한인 인구증가와 함께 이제 저희는
이러한 특권을 우리의 한인 이웃에게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4 월 22 일 부터 일요일 오전 11:30 에
클럽하우스 #5 에서 새들백교회 예배를 한국어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큰 화면에 한국어 자막으로, 그리고 찬양과 그 외
다른 부분들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간단한 다과가 11:30 예배
전에 제공됩니다.
연락 : Susan Im : Saddleback Family Information Team 전화 : (949) 609-8572
Email : susani@saddleback.com

간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만 보호해 주는 기간성 생명
보험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지급방식에 따라 whole life, variable
life, universal life, variable universal life, 등으로 구
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whole life의 경우 지불
하는 보험료에 대한 투자개념이 없고 일정 이자율 밖
에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일정 기간(두 세
달)동안 지불하지 못하면 보험이 cancel될 수 밖에
없는 생명보험입니다.
그에 비해 variable이나 universal 보험은 지불하는
보험료를 투자해서 얻은 투자수익에 의해 cash value가 빠른 속도로 자랄 수 있는 보험이므로 이렇게
자란 cash value 에 의해서 비록 경제상황이 어려워
져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보험이 can-

cel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Variable이나 Variable Universal 보험의 경
우 주식 시장이 나빠질 경우 나의 cash value도 함
께 떨어지기 때문에 진 .death benefit을 유지하기 어
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보험료

재정 칼럼
세상도 변하고,
생명보험도 변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인적 재산(human capital)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가장 귀중한 재산입니다.
특히 한 가정에서 주 수입원이 되는 사람의 인적 자
산은 그 가정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보호하여
야 할 소중한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
한 인적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생명보험은 현금
재산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
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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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더 많
은 보험료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의 액수에 따라서는 몇 천불에서 몇 만불의
보험료를 더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험이 꼭 필요한 시기에 생명보험을 포
기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가입하는 사람의
형편과 목적에 맞는 적절한 보험에 대한 가입을 권해
드리 수 있는 전문적인 에이전트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유니버설 생명보험 중에도
index형의 생명보험의 경우, 주식시장의 형편에 따라
cash value가 함께 변동하지 않고 주식시장이 올라
갈 때만 함께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따라 내려가지
22

있으며,
메디케어 advantage 방식의 경우 보험료를 지불하지
이러한 생명보험을 가입할 경우 일정한 보험료만 낼 않고도 이러한 보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처
뿐만 아니라, 초기의 일정기간 (몇년) 동안만 보험료 방 플랜까지도 무료로 포함되어 있으며, Dental, Vi를 내면 일생동안 커버되는 생명보험을 만들어 낼 수 sion, Hearing Aid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
도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 선을 보이고 있는 생명보 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케어 advantage (HMO) 의 경우 잘 못
험은 생명보험의 효율성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사용할 경우 개인이 많은 비용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Survivorship universal Life 라는 생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보험의 경우 한사람의 생명(인적재산)에 대해서만 메디케어 advantage는 지역건강보험의 개념이므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두사람의 생명을 한꺼번에 담 반드시 일정한 의사그룹내에서 주치의를 통하여 진
보할 수 있는 생명보험입니다.
료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예약을 통해 진료를 받는
제도이므로 PPO와는 달리 진료일정을 미리 정하여
가입연령도 지금까지의 80세가 아니라 90세 까지 들 예약을 해 두는 것이 좋으며,
수 있도록 확장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 아플때까지 기다렸다가 갑자기 아무 닥터를 찾아가
하여 지금까지 생명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사람들도 는 것이 아니라 미라 진료일정을 정해 두는 것이 좋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카드를 받으실 때 반드시 닥터
서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이름과 닥터그룹이 제대로 되어 있는
이러한 보험을 이용할 경우 estate tax 를 위한 현금
지 확인하셔야 하며, 모든 의료혜택은 반드시 주치의
재산을 마련하는데 뿐만 아니라 (estate tax를 위한
재원마련에는 생명보험이 가장 유용한 도구입니다), 를 통하여 상의하셔야 합니다.
않는 (원금보장형) 생명보험입니다.

장애자녀에 대한 보호, 손자녀에 대한 유산 등을 위
해서도 매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시니어 건강보험)
사용에 있어서 주의 사항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는 65세가 되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A & B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어 A & B 카드
로는 의료비용의 상당부분(약 20%)이 커버되지 않기
때문에 메디케어 보조 플랜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보조 플랜은 메디케어 supplement (PPO)와
메디케어 advantage (통상 HMO)의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수술과 입원을 하신 후, 홈케어(home care)가 필요
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주치의가 보
험회사로부터 home care에 대한 요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휠체어나 보조 침대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치의
와 상의를 하여야 합니다.
주치의와 상의하지 않을 경우 많은 불편과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emergency로 병원에 들어갈 경
우 반드시 24 시간이내에 주치의에게 알려야만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메시지라도 꼭 남겨 두셔야 합
니다. (성함, ID카드 넘버, 병원명,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에이전트에게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스타웨이 종합보험 David Kim, Ph.D.

각자의 형편과 필요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보험
Tel: 949-581-7827
을 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supplement의 경우 전
국의 어느 병원이나 의사도 방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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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계획(Estate Planning)
세미나 관련 공지 사항
최근 4 월 4 일 상속계획과 은퇴연금에 관한

자동차 정비소 Auto Service
무료 Shuttle Service
Oil Change $17.95 W/Regular oil

세미나 (한인회 주최, 후원회 보조)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한인회에서 10 가구 정도의 그룹으로
한꺼번에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을 하실
경우 가구당 $1,500 정도의 비용으로 해
드리기로 결정 하였으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한인회 회장님께나 스타웨이 종합보험으로

Location:
Triton and Granite Way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22701 Granite Way, Suite A, Laguna Hills,
Tel: 949-581-7827

CA 92653
Tel: 949-951-6267
WWW.mechanicalmann.com

편집부에서 알리는 말씀
원고를 보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누구든 기사나 작품을 회보에 싣기
를 원하시는 분은 주저 마시고 언제든지 편집위

새생명 한인교회
New Life Korean Church

원에게 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
내주신 원고는 되도록 그대로 싣는 것을 원칙으
로 하지만 회보 디자인이나 상황에 따라 예기치
않게 원고의 길이, 위치, 맞춤법 등을 수정할 수
있아오니 크신 양해를 바랍니다.

Notice: A Statement of Disclaimer.
Contents of advertisement are sole responsibility of advertising sponsors.
광고의 내용과 한인회와는 무관하며 법적인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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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한글 학교 운영
노인실버 아카데미 노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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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Restaurant Korea House BBQ Restaurant
아리랑 한국식당

한식전문

저녁식사에 한하여 LWV 회원님께 10% 할인

405 FWY 서쪽 0.5 miles 정도 Shopping Mall 에 위치
하고있음 Michelson/ University Dr.
가까운 Irvine 에 위치하며 연회석 완비

15-20 분 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내 외국인 손님 접대 하기에 좋은 분위기

예약은 아래 전화로
Laguna Woods 한인 회원님께 저녁식사 10% 할인

(949) 559-3605, Fax 949-559-3606

영업시간 매일 11am-10pm Open Daily

arirangbbq@gmail.com

5305 University Drive, CA 92612

4595 Barranca Pkwy
Irvine, CA 92604

채반 한식전문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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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회 고객님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LK 공항택시 Taxi Service
승객 보험을 가진 운송전문

주소: 2750 Alton Parkway, #105
Irvine, CA 92606

Tel: 949-475-0011
Jamboree 와 Alton Parkway 교차점 삽핑센터내
한식 전문으로 하며 Laguna Wood Village 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햐며 한인회 회원께는 저녁에
한하여 10% 활인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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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은행은 한인회가 사용하고 있으며, Laguna Woods 에서 5-10 분내 거리에 있습니다.

원적외선 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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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목 내과 비뇨기과

Joseph Medical

Oh Happy Medial Group Michael Oh, PhD Board of American Academy Member

GRP 조셉 전 메디칼
그룹

보험 없으신 분 위한 $99 기본검진
스페셜

따뜻한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건강한 세상
진료과목: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피부과,
부인과, 소아과, 알러지과, 내과,
척추신경, 발(목)
15775 Laguna Canyon Rd. Irvine, CA 92618

949-222-9158

각종 보험취급
진료과목: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내과,
피부과, 소아과, 부인과, 초음파, 각종 암검사
주소: 3500 Barranca Pkwy #330, Irvine, CA 92606

Tel: 949-552-8217

얼바인 월넛약국

김방선 내과
(Irvine H 마트 옆)

정직하고 저렴한 약국

대한민국 / 미국 내과

한국인 약사(Pharm. D.) 부부

전문의 20 년 경험의
내과 전문의

Laguna Woods Village 회원님들께 보다 나은

진료과목:
당뇨병, 고혈압, 각종 성인병의 진단과 치료,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주소: 14433 Culver Dr. Irvine, CA 92606

암검사, 위, 장, 직장내시경 검사, 심장 초음파 및
얼바인 중앙은행 옆
각종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
주소: 2500 Alton Park Way, #108
Tel: 949-551-4343
Irvine, CA 92606

Tel: 949-552-8282

Home Health Care

www.unifiedcareprovider.com

정부인가/JCAHO 인증
Our Service
Our

- Kitchen Cabinets

New Construction &

Social Service _Home Health Aide

Remodeling

- Vinyl Windows

State License

- Wood Shutters

#8999876

Services

간호물리치료언어치료
Tel: 949-788-0907

2100 S. Wright St., Santa Ana, CA 92705
Tel: 562-902-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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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merican Club
라구나 우즈 한인회

PRSTD STD
Postage Paid

24338 El Toro Rd. Suite-E (PMB) 406
Laguna Woods, CA 92637

Santa Ana, CA
Permit No. 450

메디케어 건강보험(HMO/PPO)
가입보장

노후준비: 가장 Flexible 하고,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Annuity 를 안내해 드립니다.

65 세 되십니까?
타주에서 이사오셨습니까?

Survivorship 생명보험 을 통해

메디케어 카드 받으셨습니까?
메디케어 A, B 만 가지고 계십니까?
메디칼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명보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와 높은 보험료
때문에 보험을 들기 어려웠던
분들도 저럼한 보험료로

스타웨이 종합보험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949) 581-7827, (949) 910-0993

스타웨이 종합보험

(라구나우즈 각 Gate 5 분거리)

문의: 데이빗 김 박사 (보험, 금융)
(23461 South Pointe Dr. #210, Laguna H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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