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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 감상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시인”  청마 유치환(1908년 7월 14일 ~ 1967년 2월 13일)

경상남도 거제군에서 출생. 교육계에 투신하였던 그는 시작과 교사 일을 병행하였으며, 

경주중,고, 대구고, 경남여고, 주부산남여상(현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의 교장을 역임하였다.

1931년 《문예월간》에 〈정적〉을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39년 첫 번째 시집 《청마시초》를 발표하였다.

 《생명의 서》, 《울릉도》, 《청령일기》, 《보병과 더불어》, 《뜨거운 모래는 땅에 묻는다》,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등 대표적인 시집을 발간하였다.

바위
청마 유치환(靑馬 柳致環)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愛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 년 비정(非情)의 함묵(緘默)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머언 원뢰(遠雷)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Korus Club

펴낸곳

코러스 클럽

08

12

16

22

40

52

목 차 Contents 

3700 Wilshire Blvd, Suite 550, 
Los Angeles, CA 90010
TEL : 818. 517. 2686 
E-mail : korussilver@gmail.com
www.kaarp.org

대표 : Jay Lim
편집장 : 조수용
마케팅본부장 : 임종엽
Chief Editor :  Christine Lee
시니어기자 : 서용덕(AK), 유석희 (CA), 명노평(CA), 김기수(GA), 
양방자(TX), 차대덕(TX), 김치욱(VA) 이진(VA), 김준배(WA)

FEATURE

06  발행인 컬럼 - 임종훈

26  배호섭 내과

TRAVEL

16  고향 기행 - 경북 포항

40  죠슈아트리 국립공원

HEALTH

22  허리건강 지키기

LIVING

12  서울 떠나 울릉도서 살아보니...”더 일찍 올 걸”

46  미국의 역사 (현대 2010 ~ 현재)

52  코러스 독서클럽

56  영국 기자가 본 대한민국

SPECIAL

08  세계인의 제전 2018년 FIFA 러시아월드컵

30  The World’s Best Trails

KORUS NEWS

06  명시 감상 - 유치환

59  대한노인회 미주총연합회 소식

60  실버무대 - 세상사는 이야기



6   Korus Silver Club Korus Silver Club   7

발행인 컬럼

4년에 한번씩 밤잠 설쳐가면서 보는 월드컵 축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

강 독일을 2-0 으로 완파하는 대이변을 연출하였습니다. 온 나라가 열광했

고 전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일에 승리하고도 아쉽게 16강 탈락이 

확정되면서 어부지리로 16강에 올라간 멕시코 국민들이 대한민국과 선수

들에게 국가적인 감사 인사를 보내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경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설명하기 힘든 애국심으로 국민들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축

구때문에 전쟁까지 한 국가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스포츠의 힘은 대

단한가 봅니다.

월드컵에 9차례나 연속 본선에 진출한 대한민국은 자주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일을 벌이곤 했습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4강에 오른 일이나 

세계적 강호들을 진땀나게 하는 일들도 많았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한민

국의 투혼을 세계에 과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에 나갔다 오면 자주 느끼는 일이지만, 언론이 앞장서서 대

표팀의 졸전을 비난하고 부진했던 선수들을 거론하면서 인신공격을 해대

는 때가 많습니다. 물론 실망감에서 오는 안타까움의 표현일 수도 있으나 

어떤 때는 지나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도 독일에 이기기 전 경기들

에 대해서는 많은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전 뿐만 아니라 이전 경기들도 한국팀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고

려할 때는 역시 대단한 선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최

선을 다 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는 관용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축구경기를 보면서 또한번 생각해 봅니다.

월드컵과 스포츠

발행인  임종훈

오렌지 카운티 남쪽 시니어단지, 해변가 고급주택, 투자 부동산 투자

South Orange County 지역

주택및 투자용 부동산 전문

오랜 경험과 철저한 투자 분석

현명한 선택과 탁월한 협상능력

고객위주의 투철한 서비스

라구나우즈 빌리지 전문

20년 이상의 오랜 경험

공학 및 기술관리학 석사, 
전 항공사 Senior Enginneer/Scientist
R,E.Investment consultant, 
CA Licensed Broker 

Lyudmila Li, M.S.
SALES ASSOCIATE
BRE 01925280

이미라
Kari Chu, M.S./MTM
Broker, Notary Public
BRE 01152645

강태공

ourAgen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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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제전 2018년 FIFA 러시아월드컵

SPECIAL

대회 본선에는 32개국이 참가하는데, 예선전을 통과한 31개국과 

주최국인 러시아가 본선에 합류했다. 총 64경기가 11개의 도시에 

위치한 12개의 경기장에서 치러지며 결승전은 모스크바의 루즈니

키 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회 로고는 2014년 10월 28일,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들

에 의해 공개되었는데 “러시아의 풍부한 예술적 전통과 대담한 역사

의 업적과 혁신”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였고, 제프 블라터 FIFA 

회장은 국가의 “마음과 영혼”을 투영했다고 밝혔다.

 

“죽음의조”로 불리운 F조에 속한 세계 랭킹 57위 대한민국은 대한

민국이 월드컵 사상 최대의 이변을 연출하였다. 바로 세계 랭킹 1위

인 독일을 2-0 으로 완파한 것이다. 비록 16강에 올라가지는 못 했

지만 세계 최강팀인 독일을 맞아 완승을 거둔 한국 축구에 전세계가 

경악하는 대 사건이 벌어졌다.

6월 28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은 

세계 최강 독일을 맞아 팽팽한 접전을 벌이다가 후반전 종료를 5분 

앞둔 시간에 김영권이 선제골을 성공시켰고 이어 골키퍼까지 공격

에 가담한 독일의 총공세를 막아내다가 주세종이 길게 차준 공을 손

흥민이 50 여 미터를 질주하여 결승골을 기록하였다.

특히 한국의 골키퍼 조현우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했다. 그는 조별예선 세경기에 출전하여 결정적인 슛을 무수

2018년 FIFA 월드컵(영어: 2018 FIFA World Cup Russia)은 FIFA 주관으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FIFA 월드컵의 21번째 대회이다. 이 대회

는 2010년 12월 2일, 2018년 및 2022년 FIFA 월드컵 개최국 선정을 통해 개최권을 따낸 러시아에서 2018년 6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

행중인 월드컵이다. 이번 FIFA 월드컵은 독일에서 개최한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유럽에서 11번째 열리는 월드컵 대회이자 동구권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월드컵이다.

히 막아내는 선방을 통해 독일전 승리의 밑받침이 되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경제 뿐만 아니라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화해

의 물결을 타고 남북이 하나되어 세계 중심에 우뚝선 고국의 모습

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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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의료계의 미래 - 배호섭, 오필수, 앤드루 김 MD

배호섭, 오필수, 김희준 선생님은 차세대 한인타운을 지켜나갈 젊은 

의사들이다. 이들은 모두 어릴때 미국에 오거나 미국에서 태어나 공부

한 1.5세와 2세들로서 드물게 한인타운에서 진료하고 있다.

현재 한인타운 의료진은 60년대-70년대 미국에 진출해서 자리잡았

던 1세대 의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들중 많은 의사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은퇴할 시기가 되었다. 젊은 의료인력들이 한인사회에 진

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언어나 근무환경등 제약 때문

에 한인타운을 꺼리고 있어, 차세대 의사부족으로 한인들의 건강관리

에 많은 우려가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배호섭 위장내과 팀은 매우 바람직한 차세

대 팀이다. 젊은 의사들은 한인사회를 위해 일하겠다는 사명감이 있

어야만 한인타운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여타 클리닉과 달리 이 세명의 

의사가 소화기 내과와 간전문의 분야에서 협업을 통해 환자들을 돌

보고 있다.

의사라는 직업이 사생활을 가질 여유가 없는 바쁘고 스트레스 받기 

쉬운 직업이지만 세명의 의사가 함께 일을 분담하면서, 휴식을 취하

고 가정 생활에도 신경쓰는 등 자신들의 생활을 조금은여유롭게 유지

할 수 있다고 한다.

배호섭 원장은 로마린다 대학과 USC에서 공부하고 시더사이나이 병

원에서 간전문의로, 활약해 온 베테랑 의료인이다. 50대 초반의 나이

로 보기 어려울만큼 젊음이 느껴진다. 그는 실력있고 마음이 통하는 

후배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긴다. 의사가 되기 위

해 오랜 세월을 고생해 온 후배들이 의사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선배로서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보람도 있고, 계속 

발전하는 의료기술도 공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필수 전문의는 코넬대학을 졸업하고 보스턴대 및 USC에서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였다. 수려한 외모와 더불어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따스한 성품을 지닌 그는 다섯살의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왔음에도 불

구하고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식 문화에도 익숙

해져 있어서 토속적인 맛을 즐기는 미식가이다. 어릴때부터 돈버는 것

보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에 대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그

는, 가족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김희준 전문의는 시카고대학과 하바드대학에서 수학한 실력있는 의

사이다. 미국에서 태어나 주류사회에서 성장하고 활동해온 그는 아직 

한국말이 서툴지만 정성껏 환자들을 돌보고 한국어 공부에 열중하면

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고 있다.

우리 한인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특히 신경써야 할 것을 조언해 달라는 

부탁에 이들은 입을 모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큰병 걸리면 할 

수 없지. 죽을 운명인데 어쩌랴” 하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

중한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이렇게 무책임한 생각으로 소홀히 하지 말고 

예방에 힘쓰라고 말한다.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본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가족들도 함께 고통 받는 것을 생각하고 무엇보다 

더 건강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등 평상시의 건강관리도 중요하나, 문제

가 있어야만 의사를 찾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역설한다. 실제로 동

양계 중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가장 안 하는 그룹이 바로 우리 한인

들이라 한다.

배호섭 위장내과 
(GI Center of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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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도시 생활에 지친 이들이 너도나도 찾던 섬이었다. 섬이 제공

하는 고립과 단절에서 그들은 고독하지만 잔잔한 행복을 발견했다. 하

지만 이젠 찾는 이가 많아 제2공항이 곧 생길 정도로 더는 고즈넉한 섬

이 아니다. 가수 이장희가 이주해 유명해진 섬 울릉도. 요즘 제주의 대

안으로 울릉도가 떠오르고 있다. 안 가본 사람은 있으나 한 번만 간 사

람은 없다는 아름다운 섬, 그 섬에 이미 10년 전 이주한 도시인 김승환

(53)씨가 있다. 케이비에스미디어(KBS미디어. 옛 KBS영상사업단)에

서 20여년 일했던 그가 ESC에 보내온 울릉도살이는 소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록이다. 현재 ‘울릉도농부해맑은농장’을 운영하며 건강한 울릉

도 먹거리를 육지에 소개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 20여년. 지칠 줄 

모르고 달렸다. 조직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한 평범한 삶

이었다. 하지만 문득 뒤돌아본 나의 뒷모습에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

았다. 어느 날이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아들과 학교운동장

에 산책하러 갔다가 씁쓸한 경험을 했다. “몇 동에 사세요?”, “거기는 몇 

평인데!”, “어떤 차 타세요?” 아들 친구는 어른도 물어보기 힘든 질문을 

천진난만하게 내게 던졌다. 어린 친구의 해박한(?) 부동산 정보와 자동

차 지식에 쓴웃음을 지며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 대화는 이후에

도 머릿속에서 맴돌며 지워지지 않았고, ‘내게 행복은 무엇일까?’란 질

문을 하게 했다. 답을 못 찾은 나는 닻을 못 내린 배처럼 떠다니며 긴 시

간 몸살을 앓았다. 결국 2008년 4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솟

는 이곳 울릉도 북면 현포로 이주했다. 당장 정답을 찾는 것보다 ‘해보

고 싶은 일을 더 늦기 전에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바쁜 직

장 생활에도 틈틈이 평촌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와 판매를 하는 삼

촌의 일을 도왔던 나다. 물론 아내와 함께였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농

산물의 미래에 대해 자주 얘기를 나눴다.

20여년 평범한 도시인으로 산 김승환씨

행복 찾아 울릉도로 10년 전 이주

오징이잡이 돕자 섬 주민들 구성원으로 인정 

아내와 스노클링하는 울릉도 여름은 최고 

“행복은 욕심 버리는 것”

부지깽이나물 채취용 모노레일을 타고 일하는 김승환씨 부부. 김승환씨 제공

 더 늦기 전에 평소 관심 있던 농수산물 판매로 삶의 궤적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두려움은 컸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느날 울릉도에 살고 있던 동서의 초청을 받았다. (처형의 남편, 그러

니까 동서는 울릉도가 고향이다.) 그 방문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

다. 섬에 반해 버린 우리 부부는 울릉도 정착을 결심했다. 부모의 일방

적인 결정에 혼란스러워 할 아들이 걱정됐다. 그래서 아들 스스로 결

정하게 하려고 두 번이나 사전답사를 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

한 귀농 생활이었지만 처음부터 농사를 지었다면 견디지 못하고 육지

로 돌아갔을 것이다.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선택한 일은 울릉도 특

산물 판매였다. 오징어와 호박엿이 모든 것인 줄만 알았던 울릉도는 싱

싱한 자연산 해산물과 이른 봄 눈 속에서 싹을 틔우는, 맛과 질이 우수

한 산나물과 임산물로 뒤덮인 섬이다.하지만 그 전에 집수리 막노동부

터 했다. 사람 귀한 섬이라서 초보 일꾼도 일거리 찾기가 어렵지 않았

다. 섬 주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일로 노동만 한 것도 없었다. 1년 

동안 주민들 농사에도 품을 팔았다. 좋은 농작물을 키우고 고르는 법

을 처음 글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열심히 익혔다. 아내도 명이 김치 담

그기와 절임 방법, 나물 삶는 법을 배웠다. 가을 오징어 철엔 오징어 배

를 따는 법, 말리는 법 등을 배우면서 섬 생활에 적응해 갔다. 어느 날 

가까워진 동네 형님이 버려지다시피 한 부지깽이나물 밭을 일궈보라

는 제안을 했다. 내심 횡재다 싶어 달려들었는데 매일 밤 열정을 불태

워도 익숙하지 않은 일에 녹초가 되고 말았다. 일주일 만에 손을 놓아

버렸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김을 매지 않으면 잡초가 다른 밭

까지 피해를 주니 빨리 하라는 주민의 독촉을 받고 동네 형님에게 “다

른 분께 넘기시라” 했다. 이 일은 협동체로 연결된 농촌을 이해하는 데 

소중한 경험이 됐다.

서울 떠나 울릉도서 살아보니...”더 일찍 올 걸”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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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와 확연히 다른 날씨와 계절은 울릉도의 또 다른 신비다. 여름 태

풍을 연상시키는 거센 3~4월의 봄바람, 30도가 넘는 여름이지만 더없

이 시원함을 선사하는 그늘 등. 여름이 기다려지는 건 매년 아내와 함

께 스노클링을 즐기면서 얻는 기쁨이 크기 때문이다. 관광객이 모르는 

한적한 바닷속은 짙푸른 에메랄드빛에 돌돔, 방어 등이 노니는 곳이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처럼 물결 따라 해초가 춤춘다. 가을은 또 

어떤가! 설악산처럼 울긋불긋하진 않지만 은은한 파스텔 톤의 가을 단

풍은 눈이 부실 정도다. 개인적으로 최고로 치는 풍경은 겨울 설경이

다. 한 폭의 동양화다. 하지만 ‘버스 운행은 중단될까? 어르신들은 다

니기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부터 하는 나를 발견하고는, 이제 나

도 울릉도 사람이 다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섬엔 부모의 직업을 묻

는 아이가 없다.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 부자인지, 어떤 사회적 위치

에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도 개의치 않고 우정을 쌓는다. 육

지의 지인들은 묻곤 한다. 섬이 지루하지 않으냐고? 비 올 때 하늘색이 

다르고, 눈 올 때 또 다르다. 같은 비와 눈이라도 바람 부는 방향에 따

라 또 다르다. 가을 하늘의 별들은 쏟아질 듯 빛난다. 지루할 틈이 없다. 

변화무쌍한 온라인 시장에서 믿음과 신뢰로 대를 이어 장사하는 가게

를 만들자는 작은 소망도 생겼다. ‘나에게 행복이란 무얼까?’가 화두가 

되어 선택한 울릉도살이. 행복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는 큰 진실을 얻

었다. 지금 난 행복하다.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섬 주민과 어울리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

았다. 나는 그들에게 이질적인 존재였다. 고민 끝에 고른 일은 가을 오

징어잡이 철에 오징어를 배에서 어판장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매일 오

후 3~4시에 출항해 다음날 오전 6~7시에 입항하는 오징어잡이 배의 

일은 선원들에게 고된 일이다. 내가 한 일이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

다. 하루도 빠짐없이 굳은살이 박일 정도로 열심히 했다. 그렇게 나는 

자연스럽게 마을 주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 처제 부부도 우리를 

보고 결국 울릉도로 이주했다. 이미 처형 부부가 살던 터라, 세 자매가 

울릉도에 모여 억척스럽게 서로 격려하며 살게 된 것이다. 비닐하우스 

재배가 없는 섬, 울릉도. 채취한 봄 산나물을 절이면 그것을 먹은 이들

이 맛있다고 칭찬해줬는데 가슴에서 뿌듯한 쾌감이 올라왔다. 몸을 많

이 움직이는 생활은 도시인이 상상할 수 없는 행복감을 준다. 가끔 이

곳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를 생각하면 피식 웃음이 난다. 바다 일로 거

칠어진 섬사람들이 우리를 퉁명스럽게 대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다. 차

를 태워주고 김치를 건네는 이들이 섬사람들이다. 내 우려는 기우를 넘

어 무식한 생각이었다. 더 빨리 섬에 이주할 걸 하는 후회마저 든다. 그

건 섬의 자연을 만날수록 커졌다.

부지깽이 나물을 채취하는 김승환씨 울릉도 깃대봉에서 바라본 현포해안과 김승환씨. 김승환씨 제공

글 김승환(울릉도 이주민)      

출처: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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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고향 기행 - 경북 포항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어릴적 내친구 

푸른 파도 마시며 넓은 바다의 아침을 맞는다.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갈매기 나래 위에 시를 적어 띄우는 젊은 날 뛰는 가슴안고 

수평선까지 달려 나가는 돗을 높이 올리자 거친 바다를 달려라. 

영~일~만 친구야. 영~일~만 친구야. 

최백호 영일만 친구

국내 최초의 해상누각, 포항 영일대 

우리나라 최초 해상누각인 영일대는 이곳의 포항의 랜드마크이다. 해

변에서부터 연결된 영일교를 걸어가면 누각에 닿는다. 바다 건너편에 

포스코가 아스라이 펼쳐지고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

라 하늘의 하얀 구름과 조우한다. 어둠이 깔리기 직전인 일몰 직후부

터 1시간 이내의 영일대는 너무나 아름다우며 영일교, 영일대, 포항

제철소로 이어지는 형형색색의 조명이 낭만적인 밤바다를 수놓는다.

 

포항 호미곶, 상생의 손

포항하면 떠오르는 대표 명소는 ‘호미곶’이다. 호미곶의 원래 이름

은 ‘장기곶’이었으나, 이곳이 ‘한반도의 호랑이 꼬리에 해당한다’하여 

2001년 12월부터 호미곶이라 부르고 있다. 호미곶의 명물은 뭐니 뭐

니 해도 청동 조형물인 ‘상생의 손’이다. 바다에 오른손, 맞은편 해맞이 

광장에 왼손이 있으며 호미곶이 포항 최고의 명소가 된 이유는 상생의 

손을 배경으로 떠오르는 일출 때문이다. 호미곶에서 떠오르는 여명은 

온 세상을 선홍빛으로 물들이고 새로운 희망, 간절한 염원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포항 여행의 시작이자 동시에 일상 복귀의 출발점인 호미

곶은 둘러보기 좋은 포항 드라이브 코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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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구룡포의 자존심, 과메기 

 

구룡포에 늘어선 과메기 덕장에서 꽁치가 해풍에 건조되고 있다 

포항에 가면 꼭 한 번 맛봐야 할 음식이 있다. 바로 청어 또는 꽁치를 건

조한 과메기이다. 기름이 반질반질한 과메기의 고소함은 포항에서 맛

볼 수 있는 대표 별미인데, 과메기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은 쌈이다. 

과메기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물미역이나 파래가 많이 섞인 김에다

가 쪽파와 미나리, 풋고추와 마늘을 얹어 새콤달콤한 초고추장을 찍어 

먹으면 맛이 더욱 풍부해진다. 

전국 과메기의 90% 이상은 포항에서 생산되며 그중 80%는 과메기 

특구 지역인 구룡포, 장기, 호미곶 일원에서 생산되고 있다. 구룡포가 

과메기 주산지가 된 것은 지리적 특징이 한몫했다. 11월부터 이듬해 2

월까지 내륙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이 영일만 해풍을 구룡포로 몰아 주

어, 과메기 말리기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기온도 영하 5도

에서 영상 6도의 분포를 보이는데, 밤에 얼고 낮에 녹아 수분을 증발시

키는 과정이 반복되며 맛있게 숙성된다. 

포항 사람들이 하나같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바로 대게와 오

징어이다. 영덕대게로 알려진 대게는 정작 영덕보다 포항에서 훨씬 더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선바우길

길이 1.78㎞, 너비 40~70m의 고운 모래로 덮인 아름다운 해변, 영일

대해수욕장은 경관이 아름다운 포항 드라이브 코스이다. 부산의 해운

대해수욕장이나 광안리해수욕장처럼 도심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으며 

근처에 카페와 음식점이 많아 바닷가를 거닐다 허기가 밀려오면 잠깐 

들어가 요기를 할 수도 있다.  

많이 잡힌다. 영덕이 대게의 명산지로 알려진 이유는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던 1930년대에 대게를 대도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교통이 편리한 

영덕을 중간 집하지로 삼았기 때문이다. 울릉도 오징어도 비슷한 경우

이다. 포항 드라이브 코스인 925번 지방도 주변을 달리다 보면 수없이 

늘어선 오징어 덕장을 볼 수 있다. 또한 해산물에 한해서는 없는 게 없

다는 포항 죽도시장에는 과메기와 대게를 비롯해 신선한 해산물이 푸

짐하게 올라간 물회, 타지에서 쉽게 맛볼 수 없는 상어고기, 부위마다 

맛과 모양이 다른 고래고기 등을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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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자존심 포스코 그룹은 2018년 대한민국에서 시가총액 5위의 기업 집단으로 약 69조 8천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

다. 전신은 1968년 설립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이며, 2002년 공식 회사 명칭을 포스코로 변경하였다. IMF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 과정을 거쳐 

2000년에 완전 민영화가 되었으며, 몇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포스코와 그 계열사가 공식적으로 기업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는 대기업 집단이며, 지배구조 최우수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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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해야만 한다. 양 팔은 속도에 맞추어 가볍게 흘들며 리드미컬

하게 걷는 것이 좋다. 평소에 걷는 것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급적 흙길이나 풀밭을 걷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영은 물의 완충작용과 부력으로 허리에 부담이 적고 관절의 손

상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중장년층에 효과적인 운동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활운동으로 수영을 택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 평

영이나 접영은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고 

허리건강 지키기

걷기와 수영
건강한 자세로 똑바로 걷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운동이다. 다른 

기구나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더욱 좋다. 걷기와 수영

은 특히 허리디스크에 좋다고 알려져있어서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걷기운동을 권한다. 걷기를 너무 오래하기 보다는 부담이 가지 않

는 선에서 30분 정도 하는 것이 좋다. 걷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다. 가슴을 펴고 아랫배에 힘을 주어 바른 자세를 

남자는 허리가 생명입니다라는 인상적인 광고문구를 새삼 생각해내지 않아도 허리는 중

요한 부위다. 누구나 허리가 아파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거다. 한 

번 다치면 되돌리기 힘든 부위가 허리고 아예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허

리건강은 예방하고 지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운동과 식습관을 통해서 허

리건강 지키는 법을 알아본다.

자유형과 배영을 하는 것이 좋다. 조심해야 할 것은 입수와 턴 동

작을 할 때. 이 때에 조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허리부상을 악화시

킬 수 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도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 맨손체조의 일종이라 볼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은 스트레칭도 겸하고 있어 몸이 찌뿌둥 할 때 하면 개운하

다. 가장 손 쉬운 것은 엎드려 몸통 올리기. 먼저 바닥에 배와 이마

를 대고 엎드린다. 팔을 옆구리에 붙이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으

면 준비완료. 손바닥이 양 골반에 내려올수록 스트레칭 효과가 커

진다. 손바닥을 천천히 밀면서 등에 아치를 만들고 가슴과 복부가 

완전히 바닥에서 떨어지게 한다. 이를 반복하면 된다. 복부의 스트

레칭이 되는 동시에 직립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허리 근육도 강화

된다. 허리디스크 등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 

허리 아치 자세를 15~30초간 지속하고 이를 3회 정도 반복하면 

좋다. 몸 옆으로 굽히기 운동 도 허리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준다. 서

거나 앉은 자세에서 시작하는데 머리 뒤쪽으로 팔을 들어서 뒷목

을 잡듯이 팔을 위치시킨다. 다른 손으로 팔꿈치를 잡아 아래쪽으

로 당긴다. 당기면 자연스럽게 몸도 한쪽 방향으로 약간 굽혀진다. 

이 때 자세가 비틀거리거나 회전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반대

방향으로도 이를 반복하면 된다. 운동 도중 고개를 숙이거나 자세

가 앞으로 숙여지면 스트레칭이 덜 이루어진다. 이 운동 또한 15초

정도 지속하면서 3회 정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서 몸

통의 측면에 위치한 근육들의 스트레칭을 할 수 있다. 오래 앉아 있

거나 서 있을 때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데 유용하다.

허리에 좋은 음식 
허리에 좋은 음식들이 당장 허리 질병이나 요통을 낫게 한다고 할 

순 없다. 하지만 고통을 완화시킨다거나 뼈 건강 등에 도움을 줌

으로서 치료와 함께 병행한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미자나 구기자를 달인 차는 허리에 좋다. 구기자는 힘줄 및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고 오미자는 시린 증상을 완화해줄 수 

있다. 물에 달여서 차로 끓여서 먹는 것이 좋다. 물처럼 마시다 보

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부추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허리 및 

무릎관절에 좋다. 따듯한 성질이 강한 음식이기 때문에 허리 및 무

릎관절을 따듯하게 해줄 수 있다. 혈액순환 또한 촉진해준다. 만성

적인 요통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부추를 권하는 경우가 많

다. 부추는 워낙 다양한 요리에 쓰일 수 있는 재료기 때문에 다양한 

레시피가 존재한다. 보통 무침이나 전으로 많이 먹는다. 

뼈의 건강에 중요한 것은 칼슘의 흡수다. 칼슘은 뼈를 만들고 튼튼

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재료라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물론 멸

치 등으로 칼슘 자체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가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다.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음식은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모과와 표고버섯이다. 언뜻 보

면 전혀 상관 없는 음식들 처럼 보이지만 칼슘의 흡수를 도와준다

는 것이 공통점이다. 모과는 차로 가장 많이 마신다. 집에서 꿀이

나 설탕을 이용해서 직접 담가 먹는 것도 좋다. 표고버섯은 어디 들

어가도 잘 어울리는 재료 중 하나다. 특히 찌개에 넣어서 먹으면 맛

이 그만이다. 건강식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

람들에게도 필수가 되어버린 현미. 현미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다. 칼슘이나 인, 각종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균형잡힌 

식사에 꼭 필요한 것이 되었다. 현미에 함유되어 있는 이러한 영양

소들은 모두 뼈에도 도움이 된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거나 허리디

스크가 있는 사람들에게 현미밥을 권해주는 이유다. 현미를 포함

한 잡곡밥은 허리건강에 좋은 음식이라 할 수 있다. 쌀밥대신 잡곡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다.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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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선 컬럼 ]

폴 선/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 문  :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 약국을 방

문하였을 때 메디칼이 중단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

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요?

▶ 답 : 메디칼(메디케이드)은 텍스크레딧와 관계없이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며 해당 지

역 소셜 오피스에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

은 메디케어 파트 A와 B의 보험료제공, 코인슈런스 제공, 디덕터블

과 메디케어에서 제공되는 의료비용 80% 외에 나머지 20% 의료

비용과 처방약보험 파트D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

이 중단되는 이유는 메디칼에서 정한 규정 위반, 인컴 증가, 재산변

동, 증여, 기타 사항 등으로 중단됩니다. 대부분은 혜택 중단 사유를 

우편물을 통해 받게 됩니다. 메디칼 수혜자는 수입(인컴 증가), 재

산변동 (부동산 처리 등) 증여받은 경우, 해당 지역 메디칼 담당 소

셜 오피스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혜택이 중단된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메디칼 혜택이 중단되면 택스크레딧 40점 이상 여부에 따라 메디케

어 파트 A와 B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택스 크레딧 40점 이상인 경우 파트B 보험료 월 134달러, 택스크

레딧 30~39점인 경우 파트A 보험료 월 232달러와 파트 B보험료 

월134달러 합계 월 366달러, 택스크레딧 29점 이하 경우 파트A

보험료 월 422달러와 파트B 보험료 월 134달러 합계 월 556달러

를 부담해야 합니다. 

약 80% 혜택을 제공받고 나머지 20% 의료비용과 처방약 보험 파

트 D는 수혜자가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메디케

어 세이빙 프로그램(QMB, SLMB, QI 등)을 신청해서 메디케어 파

트 A와 B의 보험료, 코인슈런스, 디덕터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

는데,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둘째는 매월 약 200~300 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조 보험 

(Supplment 보험)과 처방약 보험 파트 D를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방법은 파트 C 보험 (어드밴티지 플랜) MAPD HMO 플랜은 

거주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가입비용이나 별도의 보험료 없

이 파트 D 처방약 보험을 무료로 제공받고 보조 보험에 가입할 필

요 없이 의사 방문, 입원, 수술, 각종 검사, 치과보험, 한방 침술, 안

경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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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호섭 위장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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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아직 걸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길이 많다. 폭신폭신한 흙길을 걷다가 

바위와 돌길을 걷기도 하고 산양들과 사슴들과 함께 걷기도 하며 새벽녘 맑은 목소리로 

아침을 부르거나 이른 저녁부터 한가롭게 달빛을 부르는 새 소리도 듣고, 웅장하게 솟아있는 

거대한 산봉우리를 따스하게 감싸고있는 구름에 마음을 의지하기도 한다.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는 곳! 

아름다운 길 너머에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상상하는 것 만으로도 설레인다는전 세계 

배낭여행자들이 뽑은 세계의 트레일을 만나본다. 

The World’s Best Trails

SPECIAL

John Muir USA

Canadian Rocky CANADA

Inca PERU

Santiago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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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뮤어 트레일을 수식하는 말은 정말 많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레일로 꼽히며 세계 3대 트레일이라 불리는 존 뮤어 트레일을 

걷기위해 찾는 수많은 여행자들은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존 뮤어 트레일은 요세미티에서 휘트니 산까지 하나의 길로 이어진 

트레일이다. 

미국 ‘존뮤어 트레일
John Muir Trail

존 뮤어는 스코틀랜드 태생의 미국인으로 자연주의자이자 작가이며 

자연보호주의자이다. 존 뮤어 트레일은 존 뮤어를 기리는 358km 

의 트레킹 코스로 요세미티 계곡 해피 아일(Happy Isles)에서 부터 

휘트니 산(Mt. Whitney)까지 이어져 있다. 이 길에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인요 국립공원, 킹스 캐년 국립공원, 시에라 국립공원, 

세콰이어 국립공원 등 하이 시에라 지역의 대표적인 국립공원이 

모두 모여있다. 그리고 이 유명한 국립공원들이 간직한 태곳적 

아름다운 풍광을 가감없이 보여주며 위대한 자연앞에 걷는 이들을 

침묵하게 한다. 

트레일 코스에는 약 4,000m 의 봉우리들과 계곡, 침엽수림, 수 

천개의 호수까지 다양한 산악 경관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백만년 

전 빙하 침식 작용의 흔적으로 만들어진 화강암 절벽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조각물들을 줄지어 세워 놓았고 빙하시대를 견딘 

거목들은 산맥의 아름다운 병풍이 되어 세계적 비경을 만들어준다. 

또 청정 호수에는 자연산 송어가 많아 낚시 허가를 받으면 송어를 

직접 잡아 구워 먹을 수 있으며 야생 곰의 천국이라 불릴만큼 많은 

수의 곰이 살고 있어 야영장에서 곰과의 조우도 종종 이루어지는 

곳이다. 

존 뮤어 트레일은 자연 보호를 위해 일년에 입산자의 수를 

500~600명 사이로 제한하며 야영허가도 받아야 한다. 원하는 

트레일 코스를 신청하는 것은 매 해마다 2월 15일까지이며 2월 

말에서 3월 초에 입산 허가가 결정난다. 

산을 찾고 트레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큰 도전을 꿈꾼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트레커들은 존 뮤어 트레일 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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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km! 로키(Rocky Mountains)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산맥이다. 로키는 북미 대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에 

나뉘어 있다. 미국에 있는 로키는 약 3,000km로 ‘컬럼비아 로키’ 라 

부르며 캐나다에 있는 로키는 약 1,500km 로 ‘캐나디언 로키’ 라 

부른다. 

캐나디언 로키에는 캐나다 최초의 국립공원인 밴프국립공원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스퍼 국립공원, 요호 국립공원, 

쿠트네이 국립공원 등 네 개의 국립공원과 햄버, 아시니보인, 롭슨 

등 세 개의 주립공원이 있다. 절대 비경의 자연이 가득한 캐나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계곡, 폭포, 호수 등 다양하고 뛰어난 경관을 만날 

수 있어 트레일러들의 버킷리스트이기도 하다. 트레일 코스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요호, 재스퍼, 밴프3개 국립공원에만 

약 260여개의 코스가 있다. 4계절을 모두 만날 수 있으며 아름다운 

만년설과 폭포, 온갖 종류의 우거진 침엽수림부터 야생동물들까지, 

매년 전 세계에서 1천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트레킹을 즐기기 위해 

캐나디언 로키를 찾는다. 

캐나다 ‘캐나디안 로키'
Canadian Rocky Mount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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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잉카트레일
Inca Trail

페루는 남미 최고의 여행지이다. 2430m 의 날카로운 산 정상에 자리잡은 계단식 성곽도시 마추픽추(Machu Picchu) 와 

세계 불가사의 나스카(Nazca)문양, 아름다운 안데스 산맥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잉카트레일’ 이 있다. 

잉카트레일은 과거 잉카인들이 마추픽추로 가기 위해 사용했던 길로 북으로는 에콰도르에서 남으로는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이르기까지 숲과 사막을 종횡으로 교차하던 도로였다.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를 출발해 마추픽추까지 4일을 걸어야 

하는 트레킹 코스로 험난한 길이지만 사전 예약이 없이는 방문할 수 

없을 만큼 전 세계 트레커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트레일이다. 트레일 

코스는 우루밤바 골짜기(Urubamba Valley)의 칠카(Chillca)에서 

시작하여 비밀의 계곡을 지나 높은 안데스 숲길을 걷게 된다. 

3일차에 도착하게 되는 곳은 잉카 트레일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해발 고도 4,200m의 와르미와뉴스카(죽은 여인의 고개라는 뜻)에 

도착하는데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과 깎아내린듯 한 골짜기들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트레일의 클라이맥스인 인티푼쿠(태양의 

문이라는 듯)를 통과 하면 잉카 문명의 신비로운 유적들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마추픽추에서 트레일이 끝나게 된다. 

잉카트레일은 페루 정부에서 허가하는 잉카 퍼밋을 받아야만 방문할 

수 있는데 하루 약 200여명의 여행자에게만 퍼밋이 발급되며 시즌에 

따라 2~4개월 전에는 예약을 해야 잉카 퍼밋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잉카 트레일을 걷기 가장 좋은 시기는 9월인데 평균 최고 기온이 

20도로 쾌적한 날씨가 이어진다. 하지만 일교차가 심해서 밤에는 

5도 이하의 추운 기온을 보이기 때문에 사계절용 침낭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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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북부 지역을 가로 지르는 산티아고 길은 오래된 순례길이자 

세계 3대 트레일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한번은 꼭 걷고 싶은 길로 꼽은 곳이다. 이베리아 반도 북쪽을 

통과하여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지대로부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시까지 800km가 넘는 좁은 길이 이어져 있으며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산티아고 길은 아름다운 대자연을 즐기기만 하는 트레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야고보의 무덤’이 발견되면서 세계적인 

가톨릭 성지 순례길이 되었다. 그리고 11세기라는 오랜 시간을 지나 

유럽의 문화적 예술적 유산을 간직한 역사적 통로가 되고 있다. 

산티아고 길에는 마을과 구역마다 유적과 함께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부터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들이 매우 훌륭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1962년 역사와 예술 복합단지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보존을 

위한 정밀한 보수가 이뤄지고 있다. 

산티아고 길을 완주하는데에는 평균 29일~40일이 걸린다. 5개 

자치주와 166개 도시와 마을을 지나는 동안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만도 1,800개를 만나게 되며 그 건물들 사이로 현대의 길과 

고대의 길을 함께 만날 수 있다. 또 스페인 최고의 포도밭, 푸른 

초원과 구릉, 광대한 숲속의 작은 오솔길 등 다양한 풍경을 따라 

걷게 된다. 과거에는 유럽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있었던 트레일이자 

순례길이었지만 지금은 캐나다, 남미, 미국인이 가장 많으며 

아시아 사람들 중에서는 7~80%가 한국인들일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매우높은 도보 여행지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마을에는 트레커들을 위해 편리한 시설을 갖춘 전용 숙소가 있으며 

저녁과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
Route of Santiago de Compost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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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산의 상속, 매매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한국에 보내려면 ‘아포스티유’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아포스티유(APOSSTILLE)란 협

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

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 (Legalization) 함으로써 한 나라의 공증 내용이 다른 나라에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국제간 협

약입니다. 

서명하시는 분의 국적은 관계가 없으며 공증을 받는 장소가 미국이면 그 서류가 한국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공

문서는 발급하는 기관의 서명을 확인하는데 발급 기관에 따라 아포스티유를 신청하기 전에 카운티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공증확인서이며 공증후 1-3일내에 발급받을 수 있고 미시민권자 또는 외국기관 발행문서는 한국영사관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다음 절차를 다 마친 후, 한국의 피위임자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문의: 213-995-7080   /  ses90010@gmail.com

아포스티유 (Apostille) 발급신청 대행  국가유공자/참전용사 우대

귀국, 장거리 이사 / 차량운송(전세계) / 한국 미국 택배

621 S. Western Ave #G02, Los Angeles, CA 90005 (CGV/마당몰)

833 S. Western Ave #36, Los Angeles, CA 90005 (로데오 갤러리아)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삼성택배 SAMSUNG EXPRESS

해당국가 사문서 발급 → 해당국 공증사무소 공증  →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방문  →  아포스티유 발급신청 →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심사  →  아포스티유 발급

아포스티유(Aposstille) 대행
LED는 형광등보다 밝고, 효율이 높아 전기 소모가 적고, 

발열량이 훨씬  적습니다. 

거의 반영구적으로 오래 쓸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제조원: 선일일레콤 Made in Korea

수입원: Sun Lighting and Supply, Inc.

문의: 213) 632-6040   JAY

www.korusm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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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죠슈아트리 국립공원
언뜻 보기엔 황량한 사막에 불과한 죠슈아트리 국립공원, 

그러나 그곳에 가면 인류의 유구한 역사가 흘렀음을 무시하는 

많은 것들이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채 고스란히 남아있다.

기묘한 조슈아트리 군락, 다양한 형태의 암벽과 바위들이 

우뚝 서있는 평원, 폐허가 된 금광, 언제 가 보아도 신기하게 

느껴지는 이곳은 캘리포니아 남부 모하비 사막(Mojave Desert)과 콜

로라도 사막(low Colorado Desert)이 맞닿는 생태학적 

교차로에 위치해 있다. 이 같은 신비한 환경 속에 

조슈아트리(사실 나무가 아닌 용설란에 속하는 식물)를 

포함해 희귀한 사막 식물군이 자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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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슈아트리 국립공원에 밤이 오면 세상의 모든 별들이 몰려온다. 수 

많은 별들로 가득 찬 밤 하늘 아래 조슈아 트리의 아름다움은 24시

간 빛난다. 

 그저 황량한 불모지 사막이지만,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활짝 핀 야

생화와 종종걸음을 치는 도마뱀, 기이하게 몸을 비튼 조슈아 나무들이 

강인한 생명력을 연출하고 있다.

모하비 사막(Mojave Desert)에만 자생하는 조슈아 나무는 유카 중에

서 가장 큰 종으로서 150년 동안 12m까지 자랄 수 있다. 잎사귀가 단

검처럼 생긴 용설란과 식물인 조슈아 나무의 이름을 딴 면적 3208㎢

의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Joshua Tree National Park)은 2백만명 이

상이 매년 찾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이다.   이곳의 최고봉인 해발 

1,773m의 퀘일 산(Quail Mountain)에 사막을 넘어 올라보고, 한때 

가족이 살면서 광산, 학교와 상점을 운영했던 바위 협곡의 키스 랜치

(Keys Ranch)도 방문해 보면서 산악자전거를 즐길 수도 있다.  

키즈 랜치는 옛 서부 개척자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막에서의 생활은 거칠고 척박해 보이지만 목장주이자 

광부였던 윌리엄 F. 키즈 씨에게는 60년이라는 한 평생을 보낸 삶의 

터전이었다. 빌 키즈(Bill Keys)는 1900년대 초 데저트 퀸 광산(Desert 

Queen Mine)의 운용을 맡아 고용된 사람이었는데 광산은 1917년에 

문을 닫고 만다. 그러나 키즈 씨는 1969년 생을 다할 때까지 조슈아 

트리 지역에서 데저트 퀸 랜치(Desert Queen Ranch)라는 자신의 농

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키즈 씨는 탄광도 발견해 적어도 30개

의 채굴권도 소유했다. 거칠고 외진 이 곳에서 키즈 씨와 그의 아내 프

랜시스는 5명의 아이들을 키우며 랜치 하우스, 학교, 작업장을 만들고 

가게도 운영했다. 염소, 닭, 소 등의 가축을 기르고 과수와 채소도 재

배했고 물을 얻기 위해 깊은 우물도 파고 풍차를 세우고 호수를 만들

기 위해 랜치 주변으로 돌을 가져다 둑을 쌓기도 했다고 하니 말 그대

로, 개척자의 삶이었다. 

49 팜스 오아시스 - 옛길을 따라 시원한 하이킹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에서는 도처에서 조슈아 트리를 볼 수 있지만 

49 팜스 오아시스(49 Palms Oasis)로 가는 트레일에서는 트리를 찾

아 볼 수 없다. 조슈아 트리가 자라기엔 고도가 너무 낮기 때문인데 조

슈아 트리가 빠진 자리를 낮은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군들이 대신하고 

있다. 우뚝 솟은 야자나무와 삐쭉한 가시의 원통 선인장 그리고 무성

한 브리틀부시(사막지대 국화과)와 잿빛 초록의 잎들, 노란색 데이지 

같은 꽃들이 피어있다. 

트레일은 옛날 북미 원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길로, 트레일을 오르

고 작은 산등성이를 넘어 야자숲 단지를 돌면서 고도 300피트 가량을 

오르내린다. 트레일이 끝나는 지점에는 캘리포니아 부채꼴 야자수가 

우뚝 서 있고 나무 가지들이 지붕처럼 우거진 아래에는 물이 졸졸 흐

르는 샘과 연못이 있다. 초록색의 생동감 넘치는 오아시스는 이 곳에

서 서식하는 사막 큰뿔양과 코요테 그리고 새들이 찾아와 갈증을 달

래는 소중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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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벽 등반 및 경관

조슈아트리는 많은 암벽 등반가들이 꼭 오르고 싶은 장소로 손꼽힌

다. 직접 타고 오르는 경험뿐만 아니라 유명한 암벽 위를 오르는 등반

가들을 구경하기에도 최고이다. 약 1억년 전, 산안드레아스 단층의 지

진 활동으로 지하에서 흐르던 용암이 땅 표면으로 올라와 식으면서 형

성된 지형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홍수로 불어난 물에 흙은 씻겨 나가 

기둥이나 돔 형태의 멍조그레티(화강암의 일종) 바위층들이 형성되

어 오늘날 암벽 등반의 최상의 장소가 되었다 한다. 현재 공원 내 8천

개 이상의 등반 루트가 있어 초급자들을 위한 쉬운 암벽 등반에서 수

직으로 갈라진 바위 틈 사이를 오르는 상급 익스트림 클라이밍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코스를 즐길 수 있다. 특히, 히든 밸리(Hidden Valley)

와 라이언(Ryan) 캠핑장 근처, 그리고 암벽원더랜드(Wonderland of 

Rocks)가 인기이다.  

조슈아트리 캠핑

조슈아트리 국립공원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캠핑을 즐길 수 있다. 가

족 단위 캠핑객들은 널찍한 바위들 근처에 텐트를 치는 것이 좋다. 아

이들이 바위에 기어 오르내리는 즐거운 놀이터로 안성맞춤인 장소이

다. 좀 더 모험심을 발휘하고 싶다면, 말을 타거나 도보로 이동해 80만 

에이커에 이르는 공원 내 거의 어디서든지 텐트를 칠 수 있다.

공원 내 캠핑장으로 조성된 곳은 9 곳으로, 6 곳은 선착순으로 텐트 

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일부 캠핑장은 여름철에 폐쇄되는 곳이 있으며 

봄철 주말, 특히 야생화 개화가 절정을 이루는 시기에는 매우 붐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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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00년대 후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큰 타격을 받았지만 

부동산 거품의 붕괴가 주원인이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인적 기반 및 

사회적 기반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고 여기에 기축통화 발행국이라

는 이점이 겹쳐 구조조정과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되살아났고 여기에 

셰일 혁명까지 겹치면서 결국 2014년 3분기 5% 성장을 기록하여 극

적으로 살아났다. 다만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벌어진 중산층 붕괴

와 연방정부 부채, 정치의 양극화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운 ‘완전히 새로운 미국’을 표방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대권에 도전한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을 뒤엎고 힐러리 클린턴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대통령

에 당선되었다. 무역, 세금, 이민, 외교등 모든 정책을 미국우선주의 원

칙하에 강행하는가 하면, 반(反)이민,·소수인종,·성 소수자 비하발언등

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LIVING

미국의 역사 현대 (2010 ~ 현재)

역사적인 미북정상회담

6월 12일 한반도 휴전 이후 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이 서로의 적성국 

정상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가졌다. 1948

년 9월 9일을 기준으로 69년 만이다. 과거 남-북-미의 대화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와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합의한 바 있으나 그 후 클린턴 대통령이 북미 관계보다 중

동 문제를 우선 순위에 두었고,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의 정권 교체로 

인하여 대북 강경론자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 무산되었다. 

미국과 북한의 최초 정상회담이 과연 몇 십 년을 끌어온 북핵 문제의 물

꼬를 틀 수 있을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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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의 명물 대게

울진대게는 다리가 대나무처럼 생겼기 때문에 “대게”라 하며 다른 바

다게와는 달리 속살이 쫄깃쫄깃하고 담백해 맛이 좋아 일찍이 부터 궁

중에 진상되어온 특산물로 그 명성은 멀리 일본에 까지 알려져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5권 평해군편 및 울진한편의 기록에 “대게”를 

자해(紫蟹)로 표기하고 있어 옛날부터 울진의 특산물로 “대게”가 유

명했음을 알 수있다.

또 하나의 울진 명물   대게빵,  이제 미국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임광원 울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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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의 항암 요법-암 전문의가 추천하는 후코이단은… 
복합 후코이단이 답이다!

1996년 일본 암학회에서 후코이단의 아포토시스 기능이 보고 된 이

후,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며,후코이단에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생로병사의 비밀에 출연하여 항암 대체 요법으로 후코이단을 실제 임

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암 전문의인 다이스케 다치카와 박사

는 “대학에서 암과 화학요법이라는 주제로 연구 할때 테마로 아포토시

스를 연구했는데,후코이단이 supplement측면에서 항암치료에 도움

을 주고 방사선 치료 부작용을 경감 시킬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으로 실

제 사용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기초 연구를 통해 많은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복합 후코이단에 신뢰를 보이며,그 효능에 만족하여 15년 동안복

합후코이단만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를 밝혔다.복합 후코이단은 미국

내 후코이단 업체로는 유일하게, 2003년에 설립된 일본 내각부 인증 

특정 비영리 단체인 NPO 후코이단의 정회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

는데,후코이단에 관한 다양한 기초실험에서 부터 심도높은 기전에 관

한 연구 데이터를 확보하고,그 신뢰성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그 효능을 

소비자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후코이단에 관항 국제적인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여러 신생업체가 후코이단을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함량및 원료,

원산지,제조 공장 등의 표기가 불분명한 제품들이 있고, 효능에 관한 

근거가 모호한 모방 제품도 보이고 있으니 제품 선택시 소비자들의 주

의가 필요하다.

항암제 투여와 병행하여 실험 사료를 12일간 

먹인 후 비장에서 면역세포를 채취-각종 면역

지표를 측정한 결과, 후코이단 믹스 투여가 

항암치료로 떨어진 면역력을 올려 주는 것으로

확인.

종양을 이식한 실험쥐와 인간 실험을 통해...

복합후코이단(Fucoidan Agaricus Mix, FAM)을

경구 투입해 항종양 면역을 효과적으로 증강

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근거중심의학”

신뢰

현직 암전문의인 박사님이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만 
임상에서 활용하고 계신 이유는?

 “근거 중심 의학[根據中心醫學]”이란?

Q.

A.

- 2018닥터 다치카와 박사 인터뷰 중 -

- 의료 시술은 일화, 전통, 직관 혹은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확실한 근거에 기초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개념의 의학.

처음 후코이단을 환자분들에게 권유할 때부터 15년간 세계 최초 복합 후코이단인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이자 과학자이기 때문에 

근거에 바탕을 두고있지 않은 무엇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시중의 후코이단과는 차별화된 제품으로, 

아포토시스 유도작용이 탁월한 오키나와산 모즈쿠 후코이단과 

혈관 신생 억제기능이 뛰어난 완도산 메카브 후코이단,그리고 면역력 

활성화에 탁월한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가 효율적으로 

믹스되어 있는 복합 후코이단으로,많은 기초연구자료와 항암 데이터가 있어 

근거중심의학을 실천하는 저의 기준에 충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6000여명 이상의 환자분들에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에

할 수 있습니다!

부합하기 때문에

무료증정

전화주시면 후코이단 관련책자와 
후코이단 샘플을 무료로 증정해 드립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일본 내각정부가 인증한 후코이단 연구소의 승인을 받아 
제조되었으며, 유일하게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키나와섬의 청정지역에서 채취한 최상급 모스크와 메카브에서 추출

한 후코이단과 ,면역력 증강에  탁월한 버개스 공법재배 아가리쿠스 버

섯 뿌리 에서 추출한 균사체를 최상의 비율로 혼합하여 탄생된 세계최

초복합 후코이단은 탁월한 항암력은 물론 암수술과 항암 치료로 약해

진 면역력을 향상시켜주어,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복합 후코이단은  1500여 명의 임상 사례와 수년

간 Immunology 면역학회 학술회의에서 다양한 항암연구결과가 발표

되고 있어 그 신뢰성을 더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어 상담전화(1-866-566-9191)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배송이 가능하다.



52   Korus Silver Club Korus Silver Club   53

코러스독서클럽

저자 콜슨 화이트헤드는 도전적 작가로 명성이 높으며, ‘타임’
 2017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었다.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Underground Railroad)

가도가도 끝없이 펼쳐진 남부지역을 달리다보면 문득 떠오르는 생각

이 있다. 트랙터같은 농기구도 없던 시절에 이렇게 넓은 땅을 경작하던 

농장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에게 값싼 노동력은 어쩌면 절박

한 필요사항이였을 것이고 노예들이 유일한 대안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무리 큰 이득이 있더라도 인간이 똑같은 인간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

리면서 짐승처럼 취급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장구한 

인류역사를 통하여 인간들은  엄연히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수없이 저

질러왔고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콜슨 화이트헤드의 장편소설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야만의 시대’를 정면으로 그리는 소설이다. 이 책은 노예 탈출 

비밀 조직 ‘지하철도’를 실제 지하철도로 상상해, 한 노예 소녀의 탈출

기를 그린 소설이다. 작가는 당대의 살풍경을 소녀와 노예 사냥꾼과의 

추격전 안에 녹여냄으로써, ‘리얼리즘과 픽션의 천재적 융합’이라는 호

평을 받으며 2016년 전미도서상과 2017년 퓰리처상을 동시에 수상

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영화 《문라이트》로 오스카상을 받은 배리 젠킨

스의 각본•감독으로 드라마화 될 예정이다.

다민족 국가, 흑인이 대통령이 되고, 다양한 인종이 뒤섞여서 존중하고 

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미국에서, 이런 소설이 히트를 친다는 것은 어

떤 의미일까. 미국의 인종 문제는 항상 들끓고 있는 잠재적인 용광로란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미국 내의 소수 인종들에 대한 

편견, 특히 흑인 노예제도의 해방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책들은 많았지만 이처럼 절묘한 조합의 구성은 확실히 모든 상을 휩쓸

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줄거리

1800년대 서아프리카 베냉 남부 도시, 우이다 항구는 노예를 선적하

기 위해 드나드는 배들로 붐볐다. 여기서 생애 처음으로 바다를 본 코

라의 할머니, ‘아자리’가 묶여 있다. 당시 흑인 노예 여성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노예’여서 조폐국, 곧 ‘돈을 낳는 돈’과 같이 여겨졌다. 랜들가 

대농장 판매 대리인은 아자리를 292달러에 샀다. 아자리는 거기서 메

이블을 낳고 메이블은 코라를 낳는다.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는 ‘아자

리→메이블→코라’로 이어지는 모계 혈통의 여성이 어떻게 참혹했던 ‘

노예의 3대’를 겪었는지 말해준다.

아자리는 발에 족쇄를 채우고 동료와 두 줄로 걸었다. 그녀는 럼주와 화

약 60통과 함께 교환되는 대량 구매의 일부였다. 노예상인들은 상품의 

눈과 관절, 척추를 확인했다. ‘검둥이’ 꼬마들은 헐값에 무더기로 시장

에 나왔다. 건장한 남자와 가임기 여자들은 높은 값에 팔렸다. 성실하

고 힘 좋은 아샨티족 무리를 두고 입찰 전쟁이 벌어졌다. 행렬의 보조

를 맞추지 못하면 머리를 베어 꼬챙이에 꿰어 버렸다. 

악착같이 살아가던 코라에게 어느날 시저라는 흑인청년이 나타난다. 

노예사냥꾼의 생각은 무엇일까?  “검둥이들은 자유가 그들 몫이었다면 

사슬에 묶여 있지 않았으리라. 인디언이 자기 땅을 지킬 수 있었다면 

그 땅은 여전히 그의 것이었으리라. 백인이 이 신세계를 차지할 운명이 

아니었다면 백인은 지금 이것을 소유하지 못했으리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네 것이다. 네 재산이든, 노예든, 땅이든, 미국의 명령이었다’ 이 

얼마나 자기중심적 무적의 인종논리인가”.

그러면 노예들의 희망은 무엇일까? “색깔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진

실로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의 백인 가족 옆에 사는 하나의 흑인 가족

으로서, 하나가 되어 흥하고 또 쇠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숲을 통

과해 가는 길은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넘어졌을 때 서로를 일으켜줄 수

는 있으며, 그렇게 함께 같은 곳에 도달할 것이다”.

글도 읽고 쓸줄 아는 이 청년은 코라에게 도망을 가서 자유를 찾자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사는 남쪽에도 지하철도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코라는 시저와 함께 도망친다. 하지만 그녀를 

뒤쫓는 노예 사냥꾼 리지웨이가 있다.

코라는 우여곡절 끝에 자유를 찾아 지하철도를 타게 되지만 사우스캐

롤라이나와 노스캐롤라이나를 거쳐 인디애나로 가는 과정에서 결을 

달리하는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다. 흑인을 대상으로 의학실험을 벌이

고, 화학적 거세를 하는 한편 무자비한 노예순찰대와 마주친다.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19세기 미국 남부 노예들의 비참한 삶과, 

인종 우월주의에 근거한 인간의 광기, 그런 긴박함 속에서도 자기 양심

에 따르고자 했던 평범한 사람들인 ‘지하철도’ 요원들의 분투가 코라의 

탈출 여정을 통해 실감나게 그려진다.

소설은 풍부한 자료조사를 토대로 했다. 1930년대 노예출신들의 실화

를 수집한 연방작가프로젝트(Federal Writers’ Project)에서 취재된 내

용이 바탕이다. “아자리는 백인들의 과학자들이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

려고 이면을 꿰뚫어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밤하늘의 별 운행, 혈액 

속 체액의 조합, 풍성한 목화 수확에 필요한 적산 온도. 아자리는 제 검

은 몸에 대한 과학을 세우고 관찰을 해나갔다. 모든 것에 저마다 값어

치가 있었고 그 값이 바뀔 때 다른 것도 전부 따라 바뀌었다. 미국에서 

신기한 것은 사람이 곧 물건이라는 점이었다.” 이런 대목은 1800년대 

끔찍했던 노예제도의 실상을 보여줌과 동시에 당시의 종교, 자본주의, 

개척자 정신이 어떻게 노예제도를 뒷받침해주면서 당시 사회를 구성

할 수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한다.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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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과 압록강, 만주, 일본…. 1930년대 대구 지역 학교의 수학여행 장

소다. 최근 남북한 철도 연결과 현대화사업이 논의되면서 남북을 자유

로이 여행하던 시절을 돌아보았다. 

한국에서 15년간 기자생활을 한 영국의 ‘마이클 브린’이 쓴 “한국인을 말한다” 에서 

한국인은 부패, 조급성, 당파성 등 문제가  많으면서도 또한 훌륭한 점이 정말 많다!라고 표현하면서...

1.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2. 일 하는 시간 세계 2위, 평균노는 시간 세계 3위인 잠 없는 나라. 

3. 문맹률1%미만인 유일한 나라.

4. 미국과 제대로 전쟁 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 

하나인 나라.

5.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6.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 하나인 나라.

7.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사이의 때만큼도 안 여기는나라.

8.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9.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10. 지하철 평가 세계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 최고인 나라.

11. 세계 봉사국 순위 4위인 나라.

1932년 대구고보 압록강 수학여행.

[사진제공 올댓플랜창]

[사진제공 대구교육박물관]

[사진제공 대구교육박물관]

영국 기자가 본 대한민국

다시 가보고 싶은 수학여행

경북고의 전신인 대구고보 학생들은 1932년 압록강 철교를 배경으

로 수학여행 기념사진을 남겼다. 경북중고등학교동창회가 펴낸 『경맥 

117년사』(1899∼2016)에 실려 있다. 2006년 대구 계성고등학교가 

펴낸 『사진으로 본 계성 100년』에는 1939년 6월 평양 부벽루로 보이

는 사적지 앞에서 수학여행 간 학생들이 단체로 찍은 사진이 들어 있다. 

모두 어깨띠를 두른 제복에 교모를 쓴 모습이다. 또 1930년대 후반 계

성 학생들이 신사가 보이는 일본 나라(奈良) 사슴공원에서 찍은 단체

사진도 있다. 대륙 만주로도 여행했다. 일제강점기 암울하고 궁핍했을 

시절에 이들은 어떻게 이런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었을까. 

 

1939년 6월 계성학교의 평양 수학여행. 유적은 대동강가 부벽루로 보

인다. 

12. 문자없는 나라들에게 UN이 제공한 문자는 한글이다. 

(현재 세계 3개국이 국어로 삼고 있음.)

13. 가장 단기간에 IMF 극복해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14.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순위 1위인 대한민국. 

15.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100명 중 30명이나 들어간 나라.

16. 세계 10대 거대 도시 중 한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서울)

17.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아는 배짱 있는 나라.

18. 인터넷,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 

19.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한글로 24개 문자 11,000 의 소리를 표현가능, 일본은 300개, 

중국은 400개에 불과)

20. 세계 각국 유수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 

(2위 이스라엘. 3위 독일)

21. 한국인은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 

22.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민족. 한국인은 강한 사람에게 꼭 “놈”자를 

붙인다.  ‘미국놈, 왜놈, 떼놈, 러시아놈’....

반면, 약소국에겐 관대.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

람’ 등 

23. 한.중.일 삼국 중 한국의 진달래가 가장 예쁘고, 인삼의 질도 

월등하다. 물 맛도 최고, 음식도 정말 맛있다.

24. 세계에서 한국의 꿩처럼 아름다운 꿩이 없고 한우처럼 맛있는 

고기는 없다. 

계성고는 사진 옆에 수학여행의 내력을 적어 두었다. ‘매년 4월 신 학년

을 맞아 4학년은 3년간 적립한 여행기금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약 2

주일 정도로 일본 각지를 여행했다. 1937년에는 간사이(27회), 1938

년(28회), 1940년(30회), 1941년(31회)에는 도쿄를 다녀왔다. 1939

년 29회는 만주 하얼빈을 여행했다. 

수학여행은 1942년 모두 중단됐다.’ 대구은행이 최근 펴낸 『향토와 문

화』는 수학여행이 대한제국 시기에 처음 등장했다고 정리했다. 이어 

1900년 경인선, 1905년 경부선, 경의선 등 철도가 잇따라 개통되면서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졌다. 여행지는 볼 만한 근대 시설물과 유적이 있

는 서울, 평양, 개성, 경주 등지가 인기였다. 

 

1930년대 계성학교의 일본 수학여행 사진. 나라 사슴공원 뒤로 신사

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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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미주총연합회 게시판

미주한인상조회가 45주년을 맞아 특별이벤트로 8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회원가입비 100불을 면제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

다.  미주한인상조회와 봉사회는 최근 한인타운의 핫 이슈였던 방글라데시 타운 구역 찬반 투표에도 우편투표 캠페인을 위해 노인아파트에 홍보

물을 배포하고 천 여명의 회원들에게 반대표를 독려하는 등 연장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편 상조회는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권장하는 “작

은 변화캠페인 시리즈”를 실시 상조회 산하기관인 미주한인봉사회(KMC Society)와 함께 그 첫번째로 “타운사랑거리청소 캠페인”에 나섰다. 상조

회와 봉사회의 조수용 수석부회장은 “상조회 회원들은 타운을 당신들이 일군 땅이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타운사랑이 남다를 뿐 아니라 뉴욕

이나 시카고의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리틀도쿄 등의 쇠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승리는 한

인 전체의 승리일 뿐 아니라 한인 1세대들의 타운지키기도 큰 역할을 했다”고 연장자들의 타운사랑에 감사해 했다. 한편 조 수석부회장은 “불우노

인, 무연고노인, 초기치매노인 등의 프로그램은 운영하기 위한 ‘우리노인돌봄센터(가칭)’발족을 위해 기금마련 골프대회를  8월 25일(토) 오후1시

Royal Vista Golf Club (20055 East Colima Rd. Walnut, CA 91789) 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한인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미주한인상조회 45주년 맞이 특별이벤트!!!

사무국

주소: 4262 Wilshire Blvd 2nd FL,

Los Angeles, CA 90010

TEL: 310-801-0876

FAX: 213-915-3093

Email: korusworld@gmail.com

www.korusworld.org

노인강령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지난날 우리가 체험한 고귀한 경험 업적 그리고 민족의 

얼을 후손에게 계승할 전승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며, 아래 사항의 실

천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한다.

1.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2. 우리는 경로효친의 윤리관과 전통적 가족 제도가 유지 발전되

도록 힘쓴다.

3.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사회정의구

현에 앞장선다.

일제가 강점한 뒤에도 수학여행은 계속된다. 특히 3?1운동 이후 일본

이 문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도 생겨

났다. 경부선을 타고 부산에 도착해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연결하는 배

로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 교토, 도쿄 등지를 방문했다. 신사와 궁궐

이 포함되기 일쑤였다. 

일제가 1932년 만주국을 세운 뒤엔 한동안 조선 학생의 만주 수학여행

을 장려했다고 한다. 당시 수학여행 뒤엔 이런 아픈 역사가 숨어 있다. 

 

1930년 4월 경주 수학여행. 학생들이 다보탑 기단에 걸터앉아 있다. 

경주는 일제강점기에도 국내 수학여행지로 인기였다. 경주 수학여행

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진에 남아 있다. 첨성대는 꼭대

기와 중간에 학생 수십 명이 빼곡히 올라가 있다. 사진 귀퉁이에는 “별

[사진제공 대구교육박물관]

[사진제공 올댓플랜창] 

나라로 산보 갔드니”라고 적혀 있다.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다. 그러고도 견딘 첨성대가 신기할 정도다. 다

보탑도 탑의 기단에 학생 수십 명이 걸터앉아 있다. 당시에는 선생님

도, 누구도 그런 행동을 제지하지 않은 모양이다.  1935년 4월 계성학

교의 경주 수학여행. 첨성대 꼭대기까지 학생들이 올라가 있다. 1943

년 태평양전쟁이 벌어지면서 수학여행은 중단된다. 학생들은 대신 군

사 훈련과 각종 행사, 근로에 동원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15일 

대구 북구 산격동에 교육 관련 유물 2만여 점으로 ‘대구교육박물관’을 

개관했다. 각종 학교의 시대별 교복과 교구, 교과서, 개인이 기증한 사

진, 기록물 등이 망라돼 있다. 80년 전 앨범 속 사진처럼 학생들이 북한

으로 마음껏 다시 수학여행을 떠날 그 날이 기다려진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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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무대 - 세상사는 이야기

엄청난 디지탈 매체의 발달로 종이문화의 산실인 책방이 없어지고, 학

교 교과서가 컴퓨터로대치되고, 편지로 대화를 나누지 않으니 우체국

이 줄어 들고, 종이 Media의 상징인 주간지, 일간지, 월간지들이 폐간 

되고 있으니, 지금까지  교포사회의 등대역과 사회의 등불이 꺼져가

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종이에 대한 매력을 모두 잊어 가고있다. 서글픈 일이다.

나에게는 이민초기에  아침일찍 부터 마르지 않은 잉크냄새가 풍기는 

신문을 보면서 소식을 접하고, 지식을 었었던 종이신문의 가치와 소중

함을 느끼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었다. 종이신문은 생활의 활력소로 

생활의 기쁨을 주는 윤활유였으며 필수품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디지

탈문명에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변천하는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위

대한 인간의 발명품중의 하나인 종이 문화에 대한 가치가 보존되지 못

하니 허탈한 생각이 든다. 물론 인터넷 상에서 뉴스 타이틀을 보면 세

상 돌아가는 것을 알수 있지만, 어떤때는 엉터리 소식에 진실을 식별하

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럴때마다 기록된 것들을 영구히 보관 할수 

있고,기억을 남겨주는 종이신문의 매력이 돋보인다.이번 J 신문의 휴

간에 즈음하여, 남은 신문들이라도 모국 소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류사

회 및 세계정세에 대한 소식을 계속 

전해주는 동포사회의 등대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우리는 글 읽고 글쓰는 습관이 

인간의 정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면서,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인 

종이 매체의 가치와 용도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다 같이 돕길 기대해 본다.

시진핑 ! 

그사람의 정치적 입지가 옳건 그르건 간에 성공한 사람임에 틀림없고 

그 바탕에는 훌륭한 아버지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진핑의 고백을 읽고 자녀 교육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어렸을적 매우 이기적이고 욕심많은 아이 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외톨이가 되있는데도 

나는 그때 그게 나의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날 아버지가 국수 두그릇을 삶아오셨습니다

한그릇은 계란이 하나 얹어져 있고 다른 그릇에는 계란이 없었습니다

( 계란이 매우 귀했던 시절 )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 고르거라 “

나는 당연히 계란이 있는 그릇을 골랐으나, 거의 다먹어 갈쯤 아버지 

그릇에는 국수 밑에 두개의 계란이 있었습니다.

화가나서 후회하는 나에게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아들아 , 눈에 보이는게 다가 아니다 남을 쉽게 이기려 하면 

오히려 네가 지는 법이다 “

다음날 아버지가 국수 두그릇을 식탁위에 올려놓고 저를 불렀습니다. 

한그릇은 계란이 있고 한그릇에는 없었습니다. 

“ 고르거라 “

이번에는 당연히 계란이 없는 그릇을 골랐는데 아무리 국수 밑을

찾아봐도 계란이 한개도 없었지요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 아들아 , 너무 경험에 의존하지 마라. 삶이 너를 속일것이다 

종이문화의 아픔 시진핑과 아버지

희로애락 을 털어놓는 자리입니다. 좋은 글 인용하셔도 좋고 나누고 싶은 마음도 좋습니다 분량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카톡ID: ku7862042,   Email:korussilver@gmail.com )

이 진   (VA. FAIRFAX.  Jin Rhee)

웃으며 삽시다

새로운 연구

떡국이 엄청나게 위험한 식품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떡국은 각종 성인병과 더불어 암, 골다공증, 치매, 탈모, 노인병 등을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

사오정의 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세계 도서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두껍고 큰 책과 가장 얇고 작은 책이 전시돼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었다.

관람객들에게 안내원이 설명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이 책은 부인이 남편에게 한 

잔소리를 써놓은 책이고요. 

이 책은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을 몇 마디 적어 놓았기 때문에 

가장 작고 얇은 책이 됐습니다. 

혹시 궁금한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자 한 사내가 질문했다.

“저, 몇 마디라도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사오정과 사오정 딸이 아침 운동을 나갔다. 

사람들이 사오정을 보면서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다.

운동화를 오른쪽은 흰색, 왼쪽은 검은색을 신은 것이다. 

사오정은 나무 뒤에 숨어 있고 딸은 운동화를 가지러 

집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딸은 빈손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왜 빈손이니?”

“아빠, 집에 있는 것도 짝짝이예요.”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켰는데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

화가 나서 전화를 했다.

“중국집이죠? 아까 짜장면 시켰는데….”

“벌써 출발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아, 아쉽다. 탕수육 하나 추가하고 싶었는데….”

“잠깐만요! 출발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했네요.”

“정말요?”

“예, 출발 안 했네요.”

“그럼 다행이네요. 모두 취소할게요!”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나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외 연구진의 보고에 의하면, 그 주요 원인은 떡국을 먹게 되면,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럴땐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말고 교훈으로 삼으라 “

또 다음날 아버지는 국수 두그릇을 중 하나를 고르라 하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해오셨으니 아버지께서 

계란이 있는 국수를 드시는게 당연합니다 저는 없는 국수를 먹겠습니

다 “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국수에는 계란이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제국수 밑에는

계란이 두개나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남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그보다 더좋은 일이 

너에게 되돌아 온다는걸 잊지 말거라 “

저는 아버지가 주신 이 세가지 교훈을 명심하고 살아왔고 솔직히 

고백하건데 제가 성공했다면 이 교훈의 덕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치욱 (실버기자,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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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은 부자가 무료한 날이 계속되자 무언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했다. 생각 끝에 그는 풀장에 식인 상어를 풀어 넣은 후 파티를 

열었다. 그리고 부자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제의했다.

“이 풀장의 끝까지 헤엄쳐서 나오는 이에게 무엇이든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소. 난 예쁜 외동딸도 있어요.”

부자의 제의에는 군침이 당겼지만, 목숨이 소중하기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건장한 청년 

하나가 풀장에 뛰어들더니 풀장 끝까지 죽어라고 헤엄쳐 갔다 왔다. 

부자는 속으로 ‘역시 젊은이라 용기가 있네!’라고 생각하며 물었다.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인가?”

그러자 청년은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응접실에 걸린 엽총을 주십시오.”

“그럼 두 번째 소원은 뭔가?”

“이 총에 맞는 탄환을 주십시오.”

엽총과 탄환을 건네준 부자는 궁금해져서 마저 물었다.

“그래, 세 번째 소원은 무엇인가?”

젊은이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내 등 떠밀은 놈 나와!”

한 남자가 결혼 초부터 계속 아내에게 꽉 쥐여사는 것을 보고 

친구가 한심하다는 듯 물었다. 

“난 널 보면 아주 답답해 죽겠어.” 

“왜 또 그래?”

“생각해 봐. 솔직히 너희 집에서 가장이 누구야?” 

그러자 친구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글쎄…. 전에는 아내가 가장이었는데. 딸애들이 자라고 나서는 

위원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삶에 대해 하루 종일 생각하며 걸었다. 

많은 성인의 말씀도 많은 사색도 

해답을 주지 않았다. 

산과 들, 강을 지나, 저녁 무렵 마을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시장골목이 정겹다. 

삶이란 사람과 이렇게 어울려 사는 것인가?

피곤한 몸을 자극하는 음식 내음을 찾아 

음식점 문을 여는 순간. 

“드디어 해답을 찾았다”고 소리치며 쓰러졌다. 

식당 벽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삶은 고기’

어느 무신론자가 종교인에게 말했다.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대보시오. 그러면 나도 기꺼이 신을 

믿겠습니다.” 

종교인이 대답했다. 

“성경은 읽어 보셨습니까?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읽어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불경은 읽어 보셨나요?” 

“그것도 안 읽었소.” 

세 가지 소원

한심한 가장

삶이란?

무신론자와 무식한 사람의 차이 

“그럼 당신은 도대체 뭘 읽었습니까? 

철학자나 현인들의 글은 읽어 보셨습니까?” 

“아니요, 난 그런 건 읽지 않소.” 

그러자 종교인이 한숨을 지으며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한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무식한 사람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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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최고장인 작품 전시회

경상북도는 지난 6. 28일 미국 LA 뉴스타문화센터 (801 S. Vermont Ave. #202, Los Angeles)에서 에서 강석훈 중소벤처기업과장, 남문기 해외한

민족대표자협의회 회장, 박상준 한-미 우정의 종 보존위원회 회장, 권미숙 경상북도최고장인협회 회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

도최고장인 작품전시회’를 열었다.

이날 전시회에서는 권미숙 회장의 여름벗님(화훼디자인), 김미정 장인의 17세기 모시저고리(한복), 김범식 장인의 백제관육각정면(건축목공), 김

해익 장인의 참외모양청자주전자(도자기), 김재철 장인의 아름다운섬독도(도자기), 백영목 장인의 창호(목공창호), 이봉이 장인의 홍당의(한복), 이

희복 장인의 영원을 위한 생명선(도자기), 허호 장인의 천연염색선염명주(섬유), 박석달 장인의 신전(열처리) 등 다양한 작품 40여점이 선보였다.

경북도는 개막식에 앞서 경상북도 최고장인협회와 해외한민족대표자

협의회, 한-미 우정의 종 보존위원회 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강석훈 경북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미국에서 최초로 경상북도 최고

장인의 작품들이 전시되는 만큼 기대가 크다”며 “경북도는 앞으로 지

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발전된 작품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2012년부터 ‘경상북도 최고장인’으로 매년 5명을 선정해 월 

30만원씩 5년간 총 1800만원의 기술장려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최고

장인은 한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하며 기술수준과 사회기여도가 높은 

사람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대해 타 시도 출신 명장·교수·전문

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현장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LA지역민과 방문객들에게 경상북도 최고장인들의 솜씨를 뽐낸 작품

들을 선보여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며 

작품 판매 및 홍보를 통해 어려운 경영여건 개선 및 경북최고장인들의 

위상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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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 특산품

오디에는 항산화효과가 큰 안토시아닌 성분인 C3G의 

함량이 포도의 23배, 검정콩의 9배나 들어 있는데요. 

이 밖에도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레스베라트롤

성분도 100g당 78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Bottle 300g      $7.50

지리산 뽕소금치약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잇몸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1pk 120g      $5

뽕잎, 다시마, 표고버섯등을 정성들여 고아 만든 

지리산 뽕소금은 각종 생리활성물질이 함유되어

해독작용이 있는 고품질 기능성 소금 입니다.

1Bottle 85g      $5

하동명품전통요리 바삭바삭 고소한 김부각

입맛 없을때 간식 스넥 반찬 술안주 손님맞이 다과 기타 

다양한용도로 드시면 좋습니다.

하동 악양 들판에서 나오는 찹쌀, 다시마, 멸치, 새우, 무

우, 대파, 버섯, 마늘, 생강 등 건강에 좋은다양한 농수산

물로 다시물을 내어 깊은맛이 우러러 나옵니다

전남 해남의 미네랄이 풍부한 갯벌지주식 김과 품질좋

은 하동녹차 를 함께 사용합니다.

김부각 녹차

지리산 청정 오디잼

지리산 뽕소금치약 지리산 뽕소금

실속있는 고품격 쇼핑공간
코러스 마트

문의 및 주문
213) 503-6196  제시카
korusmart@gmail.com
www.korusmart.com

문의 및 주문: (213) 503-6196 제시카코러스마트는 품질 좋은 제품만 엄선하여 판매합니다. 
LA및 OC 지역에서 구입금액 합계 $50 이상 주문하시면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1포 30g        $5             특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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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 특산품경남 산청 특산품

수려한 합천 황매산의 보배. 

땅에서 나는 배, 야콘 

인슐린이 풍부해 당뇨병과 골다공증, 동맥

경화 변비예방에도 효과가 좋다고 소문난 

친환경 농산물 입니다. 

공기 좋은 지리산 해발 450~600m 에서 채

취한  야생오디로 제조하여 새콤달콤하고 신

선한 맛과 향기가 납니다. 

포도당과 과당·시트르산·사과산·타닌·펙틴

을 비롯하여 비타민(A·B1·B2·D)·칼슘·인·철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합천의 깨끗한 물, 맑은 공기, 풍요로운 햇

빛, 기름진 땅에서 재배하여 엄격한 현지 품

질관리 하에 출시되는 명품 쌀.

2009년 개발된 중만생종 영호진미 품종의 

수려한 합천쌀은 밥맛이 매우 우수하고 쌀이 

맑아 최고품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순도 100% 지리산 도라지를 24시간 은근

히 달여 제조하였습니다. 

사포닌 함량이 높습니다.

청정지역 지리산 동의보감의 마을에서 제

조한 도라지 고유의 맛과 향을 간직한 건강

음료 입니다.

1 Box (100ml x 30포)    $30    특가  $28

1 Box (100ml x 30포)      $50      특가 $45

1포 4 Kg          $20          특가  $18
1포 10 Kg        $40          특가  $35

1 Box (40ml*12포)       $20       특가 $15

문의 및 주문: 213) 503-6196  제시카문의 및 주문: 213) 503-6196  제시카

지리산 오디진액
합천 야콘즙

수려한 합천쌀
황사엔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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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 특산품

지리산과 덕유산 자락 게르마늄의 땅 함양

에서 자라는 고품질 헛개나무의 열매와 잔

가지 추출액 95%의 순도 높은 제품입니

다.

헛개나무 고유의 향이 인진쑥 향과 섞여 최

고의 맛과 효능을 보여줍니다. 포도당, 사

과산, 칼슘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술해독과 

피로회복, 구토증 완화에 좋습니다.

1 Box (110ml x 30포)     $40     특가 $35

문의 및 주문: 213) 503-6196 제시카

오미자는 단맛,쓴맛,신맛,쓴맛,매운맛 5가지 맛이 나는 열매로, 피로회복,기력

회복,시력회복,천식,어지럼증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미자청은 식후에 디저트로 따뜻하게 먹어도 차게 먹어도 맛있습니다. , 벌꿀

에 당침한 액상차로설탕이 들어있지 않아서 더욱 건강한 식품입니다.

우엉은 뿌리채소중 가장 깊게 뿌리를 내려 자라기 때문에 땅의 미네랄과 영양이 

풍부해서 노화방지, 변비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에, 그리고 전 세계의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고 있는 생강은 약물

이나 수술 후의 메스꺼움을 제거하고,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근육통 관절염 

완화시켜 주고, 혈당 및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추에는 당분, 유기산, 점액질 ,식이성 섬유, 미네랄, 플라보노이드 등의 성분

이 들어 있어 위장병, 빈혈 ,불면증, 전신쇠약 등에 좋으며 장복하면 체력을 향

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신경이 날카로와 불면증 증세가 있을 때 감맥대조탕이라는 처방이 

있듯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대추씨에 신경을 이완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어 신

경안정 및 불면증을 치료

1병 1,050g        $40             특가 $35      

1병 1,100g        $35       특가  $30   

1병 1,100g         $35         특가 $30 

1병 1,100g        $35        특가 $30
문의 및 주문: 213) 503-6196  제시카

함양 헛개나무 즙

오미자청

우엉청

생강청

대추청 

48년 역사의 오뚜기식품이 품질을 보증.

현미의 영양과 백미의 식감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쌀을 씻을 필요가 없어 간편하고 환경친화적

가바(GABA)란?

1952년 미국의 생화학자 Eugene Roberts가 발견한 

천연 아미노산 성분으로 사람의 두뇌에 존재하는 신

경전달 물질

1포 (5Kg)     $32          특가 $28

오뚜기 가바 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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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으로 재배한 대봉감 곶감으로 감식초를 이

용해 만든 유산균이 함유된 유산균 특허 곶감 말랭

이입니다.

전통적 방식으로 건조해 어떤 화학품도 사용하지 않

았습니다.

곶감의 비타민C는 사과보다 10배가 많으며 비타민 

A, 비타민 D가 풍부한 영양간식입니다.

여주의 씨앗과 열매에는 인슐린과 
카라틴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먹는 인슐린이라고도 불리며 당뇨에 효과적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황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의 
유독물질을 제거하여 피로회복 및 
심혈관질환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엄선된 농산물과 특작물만을 

원료로 진심을 담아 만든 

신토불이 제품을 생산합니다. 

영농법인 가고파 힐링푸드 사옥과 

윤금정 대표.

1포 (500g)        $20        특가 $15

1 Box (130ml x 30포)   $69.99          특가 $60

주문 및 문의: 213) 503-6196   제시카

시골아재 대봉 감말랭이

의령 동곡 여주 즙
DongGok Bitter Melon Extract Juice

경남 의령 특산품

고향의 맛 경상남도 특산품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여상규 소장과 주정수 경남브라보마켓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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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이 넘는 세월 우리 식탁을 지켜온 국수

한국과 미국산 재료만으로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자연건조 생산된 다양한 국수
각 $5 / PK (1lbs : 3인분)

고구마 국수 / 도토리 국수 / 메밀 국수 / 보리 국수 / 비트 국수

귀리 칼국수 / 쑥 국수 / 알로에 국수 / 호박 국수 / 케일 국수 / 통밀 칼국수

구입금액 합계 $50 이상 주문하시면 LA County 및 Orange County 지역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담당: 제시카 (213-503-6196)

청정지역 제주의 우뭇가사리를 원료로 한 밀양한천으로 만들어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주산 감귤 농축액 30% 함유.

밀양한천은 제주 청정해역의 우뭇가사리를 배산임수의 최적지 밀
양에서 자연 동결, 건조한 제품입니다.

청정지역 제주의 우뭇가사리를 원료로 한 밀양한천으로 만들어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주산 녹차분말 0.5% 함유.

청정지역 제주의 우뭇가사리를 원료로 한 밀양한천으로 만들어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검은깨 12% 함유

청정지역 제주의 우뭇가사리를 원료로 한 밀양한천으로 만들어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팥 10.05% 함유

1 Box (20g x 20포)      $15         특가 $10      

1 Box (20g x 20포)       $15       특가  $10   

1 Box (20g x 20포)       $15       특가 $10 

1 Box (20g x 20포)       $15       특가 $10 

문의 및 주문: 213) 503-6196  제시카

 경남 밀양특산품

제주 감귤 양갱 Jeju Green Tea Yukon

제주 녹차 양갱 Jeju Green Tea Yukon

검은깨 양갱 Black Sesame Seed Yukon

팥 양갱 Red Bean Yuk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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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들이 물려주신 최고식품, 우리 고유의 맛 
피부 ‘자생력’ 

회복 돕는 

스킨케어 브랜드

‘시자르’(Cizar)

마늘 고추장 / 보리대추 고추장 / 찹쌀 고추장 / 보리대추 된장
- 충북 음성 고추가루 사용 -

엄선된 재료로 팜데일 할머니가 정성껏 빚은 재래식 된장, 고추장
$15 /BTL (32 Oz) / $25 /BTL (64 Oz)

청국장 $6 /(16 Oz)

구입금액 합계 $50 이상 주문하시면 LA County 및 Orange County 지역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담당: 제시카 (213-503-6196)

한국 코오롱 그룹 산하 헬스케어 주력사인 ‘코오롱웰케어’가 출시한 시자르는 외부 유해 환경으로 인해 민감해지고 손상된 피부에 휴식을 주어 스스로 
자생력을 회복하게 도와주는 ‘생명공학 기술의 결정체’라는 극찬을 받고있는 기능성 스킨케어 브랜드 입니다.원료명이기도 한 ‘시자르’는 피부보습과 
각질 세포대사에 관여해 탄탄한 피부 결을 만들어주는 아르기닌(Arginine)과 항염, 항균 작용이 뛰어나 피부 트러블을 완화시켜주고 피부면역을 높
여주는 아연(Zinc Oxide),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갖고 있는 구연산(Citric Acid)의 복합 리페어 성분으로 가톨릭대 의과대학 메디컬 연구진의 
10여 년간에 걸친 노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성분은 화독을 제거하고 피부재생을 통해 화상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는 화상특허(제10-1168981
호)와 팽창선조라고 불리는 튼살 예방과 치료효과가 있는 튼살특허(제 10-0656807호)를 한국 특허청에서 각각 받았습니다. 아르기닌과 아연, 구연
산의 복합물질로 만들어진 시자르는 보습, 진정, 항염, 항균과 손상된 피부장벽 개선에 도움을 주며 태어날 때부터 우리 피부 내에 존재하는 자연 성분
과 유사해 자극이 없습니다. 또한 시자르 스킨케어에는 흉터 예방과 상처 치유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식물인 ‘병풀’의 아시아티코사이드(Asiaticoside) 
성분까지 함유되어 있어 손상된 피부 회복을 더욱 빠르게 합니다.

CIZAR
Aqua Sunblock 
UV Protection
SPF50+ PA+++

CIZAR Anti Aging 
Skin Care Set,
Calming Toner, Serum & 
Cream

$179.99

4종Set $215 

CIZAR 
First Calming
Facial Cream 
(1.69fl oz.)

CIZAR 
First Calming Serum
(1.01fl oz.)

Purenskin 
Pure C
Brightening 
Mask (5 pack)

$34.99

CIZAR First Calming 
Toner
(4.05 fl oz.)

$49.99
$44.99

$59.99 $69.99



78   Korus Silver Club Korus Silver Club   79

주문 및 문의: 제시카 213) 503-6196

지친 눈을 지켜주세요.

길이: 73x34mm / 중량: 10.3g / 좌우 1세트 (2개입)

인체의 무해한 소재를 사용하여 발 뒤꿈치 형상에 따라 설계되었으며, 
모든 문제성 발, 뒤꿈치 각질제거, 각화증, 수분부족, 굳은 살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착용하고 취침이 가능하며 단 하루 착용에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가 $12      정가     $15 

네오메드 힐 가드 Neomed Heel Guard (JC-7004)

인체수술 후 또는 염증이 있는 분들의 돌출된 뼈 부분에 피부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여주는 피부 보호대 
제품입니다.걸을 때 마다 쿠션을 제공하여 무게중심, 충격완화, 이동할때마다 발바닥 피부를 보호하여 줍니다.

착용했을때 가려움, 이질감, 거부감, 불쾌감이 없으며 언제나 지속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특가 $35      정가     $50 

네오 발미소 좌우 2set 

피톤치드 함침 팩으로부터 발산되는 피톤치드 향에 의
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시켜 숙면을 
취함은 물론, 심폐기능 강화 및 살균작용 등의 효과를 꾀
할 수 있는 것을 특징피톤치드는 나무가 해충과 병균으
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자연 항균 물질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심폐기
능 강화, 살균작용의 효과가 있으며 아토피를 유발하는 
집먼지 진드기의 번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공기를 정화시켜 쾌적한 기분을 느낄 수 있고, 숲
속에서 삼림욕을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특가 $10정가     $12

네오메드 수면안대  

네오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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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구독료  개인 정회원  $100    
단체회원  60 부   $500     
단체회원 120 부  $800 

신청인 성명  전화   
단체명      
신청유형          본인구독  
          다른 분에게 선물  
우송 주소   
E-Mail   

신청일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개인 정회원           $100
단체회원 30부      $300
단체회원 60부      $500
단체회원 120부    $800

백세시대의 길잡이
1백만 시니어 세대를 위한 종합 월간지 

코러스클럽을 집에서 받아보세요.

그리고 소중한 친구에게 선물하세요.

노인회, 교회등을 위한 단체구독 안내

코러스클럽 

1년정기 구독료

$100
(배송비 포함)

Payable To : Korus Silver Club

680 Wilshire PL, Suite 310, Los Angeles, CA 90005
TEL: 818-517-2686 Email: korussilver@gmail.com
문의: (213) 842-7079

구독신청서와 Check (Pay to Korus Club)를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협찬 문의

코러스클럽은 미주 1백만 실버세대가 보시는 품격있는 월간지 입니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좋은 상품을 광고해 주세요. 

코러스클럽은 광고주 여러분의 상품과 업소를 전국에 알릴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입니다.

제휴업체 등록

자녀 방문이나 사업상 출장 등으로 여행하시는 어르신들을 따뜻히 맞아주실 제휴업체를모집합니다. 

코러스실버클럽 회원 어르신들에게 할인 혜택을 드릴 식당, 호텔,스파,마트등 제휴업소로 등록해 주세요.

기사 제보 및 각종 행사 안내

살고계신 지역 소식이나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지식을 제보해 주세요. 

각종 단체 행사를 코러스클럽을 통해 안내해 주세요.

광고 및 제휴 안내

코러스클럽 지부를 운영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미 전국 한인 밀집지역에 시니어 전문 월간지를 보급하실 분들은 본사나 지국에 연락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 본사

Jay Lim 213-842-7079
Jylim66@gmail.com

OC/LA동부 지국

Soo Jo   213-435-3090
Biz9678@gmail.com

Laura Han 760-780-5990
Mhdd142@hotmail.com

3700 Wilshire Blvd, Suite 550,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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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International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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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코러스투어클럽과 함께 하세요

행  복  여  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