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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s Note

월간 매거진 ‘코리안 밸리’가 새해부터는 제호를 ‘자연이 가득한 집’으로 바꾸고 이렇
게 서비스됩니다. (영문 명칭과 웹은 ‘Korean Valley’로 계속 유지됩니다.)

1. 고품격 ‘전원생활 가이드’
기사와 광고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필랜 빅토빌 지역의 대표적 월간지 ‘자연이 가득
한 집’은 광고 전단지가 아닙니다. ‘자연이 가득한 집’은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
은 매거진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 매
거진은 우리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빅토밸리 지역의 키워드는 은퇴와 전원생활입니
다. 기사와 디자인의 품격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2. LA, OC 지역 동시 배포
‘자연이 가득한 집’은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거진을 LA, OC 지역에도 동시
에 배포합니다. 배포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빅토밸리 지역은 맥도널드, 버거킹(필랜),
흥래각, 웰빙순두부, 주요 교회, 랜초 쿠카몽가 지역은 뱅크 오브 호프(랜초 지점), LA
지역은 세종문고(올림픽 & 웨스턴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3층), OC 지역은 한남체인(비
치 길, 뱅크 오브 호프 옆)에서 출간 즉시 동시 배포합니다. 향후 배포지역을 더 확대
할 예정입니다.

3. 스마트폰 서비스 확대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코리안밸리(www.KoreanValley.net)에
접속하면 다양한 서비스가 손안에서 펼쳐집니다.
(koreanvalley.net > menu 선택)
● 월간지 보기: 월간지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업소록: 손쉽게 스마트폰에서 업소록 찾기 가능.
● 벼룩시장: 렌트, 판매, 구인 등 무료 광고 서비스.
● 파머스 마켓: 농산물 무료 판매광고. 미 전국 홍보.
코리안밸리(Korean Valley)는 빅토밸리(Victor Valley), 애플밸리(Apple Valley), 루
선밸리(Lucerne Valley), 앤틸롭밸리(Antelope Valley)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를 아우
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월간 매거진 ‘자연이 가득한 집’은 코리안
밸리 지역을 널리 홍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연이 가득한 집> 발행인 이 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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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Valley Life

일찍 찾아 온 봄
필랜의 헤브론 농장에 찾아 온 봄. 매화 꽃이 피었다.
철 이른 개화에 농장주들은 겨울 가뭄과 늦추위를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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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빌 시, 올드타운 재개발 시동
빅토빌 시가 올드타운 재개발에 나선다. 시는 올 하반

번 도로를 포함하고 있는 빅토빌의 올드타운의 재개발

기부터 올드타운 개발을 위한 청사진 만드는 작업에 들

계획이 이 지역을 시의 핵심 포인트로 활성화하는 기회

어갈 예정이다.

를 제공하고, 주상복합 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투자유치

올드 타운 재개발 운동은 R.O.O.T(Revive Our Old

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Town) 등 커뮤니티 활동을 통하여 20여 년 동안 꾸준히

시 개발위원회는 7일 빅토밸리 트랜스포테이션 센터

진행돼 왔다. 시의회는 최근 올드타운 재개발 계획을 안

에서 미팅을 갖고 교통량 변화에 대한 의제를 토론할 예

건으로 상정하고 그동안 시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주춤

정이다. 수 년 동안 다운타운은 공공안전 불안, 폐점한

거렸던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업소, 홈리스 등으로 골치를 썩여왔다. 이러한 올드 타운

지지자들은 올드타운 재개발에 대해 대대적인 환영을
표하고 “하이 데저트 지역의 역사적 유물과 전통을 지키
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 문제는 15번 프리웨이의 건설로 인하여 교통량의 흐
름이 끊긴 것이 원인이라고 여겨져왔다.
재개발 지지자들은 재개발이 단순한 교통량 유입이 아

시는 1995년도에 거론됐던 개발 계획을 새롭게 업데

니라 다양한 문화를 알리는 중심지로서 볼거리, 먹을 거

이트하고, 20~30년 앞을 내다보는 다운타운 개발계획으

리를 선보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지

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는 "식당가나 쇼핑몰은 커뮤니티 중심지가 될 수 없

전문가들은 미국의 첫 하이웨이의 역사를 간직한 6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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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겠지만 문화적 충족감을

올드타운 재개발 시동

66번 도로의 어제와 오늘
<사진=route66ca.org>

주지는 못한다"고 말하고 “시는 경제적 요소 외에도 올드타운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올드타운에서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어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비즈니스를 오픈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올드타운에서 성장한 한 교사는 시의회에서 이 지역에 어린이 박물관을 짓고 싶다고 꿈
을 밝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쇼핑몰 개발로 모두 없어진 역사적인 66번 도로를 간직하고
있는 빅토빌의 올드타운이 남가주에서 찾기 힘든 보물단지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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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교통국은 395번 도로의 팜데일 로드~채임버레인 웨이 구간을 올해 안에 착공한다고 발표했다.

395번 하이웨이 확장공사
샌버나디노 카운티 교통국은 395번 도로의 5.6마일 구

한인회, 자원봉사자 찾아

간을 확장하는 도로공사를 올해 안 빠른시간 내에 착공
한다고 발표했다.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2차선에

빅토밸리 한인회(회장 김기자)에서

서 왕복 4차선으로 확장되는 구간은 팜데일 로드(Palm-

커뮤니티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

dale Road)와 채임버레인 웨이(Chamberlaine Way) 사

다. 한인회는 영어 서류번역, 인터뷰 통

이다.

역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영어와

6000만달러를 들여서 착공하는 이 공사는 4월까지 디

한국어가 능통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

자인을 승인받고 2020년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도로확

다고 말했다. 봉사는 본인의 편리한 시

장 공사에는 교통신호등 신설도 포함된다.

간에 맞춰 할 수 있다.

도로확장 공사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연방, 주, 그리고
조례안 I(Measure I)로 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야 한다.
교통국은 궁극적으로 헤스페리아 시의 15번 프리웨
이 연결부부터 아델란토 시 북쪽 콜루사 로드(Colusa
Road)까지 395번 하이웨이를 확장할 계획이다. 395번
하이웨이는 샌디에이고부터 캐나다 국경까지 이어지는
1300마일에 이르는 역사적인 도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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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760)900-3595.
주소: 15402 W. Sage St. #103,
Victorville, CA 92392

로컬뉴스

애플밸리 시, 첫 호텔 신축
애플밸리에 첫 호텔이 들어설 전망이다. 시는 데사이

는 불편을 겪고있다.

패밀리 트러스트(Desai Family Trust)와 협의하에 세금

애플밸리 시는 15번 프리웨이와 인접해 있지않아서

을 일정비율로 상환해주고 모하비 리버의 이스턴 뱅크

그동안 호텔업계가 애플밸리에 건축을 기피해 왔었다.

인근 10에이커 부지에 힐튼호텔 (Hilton Garden Inn)

콜드웰 뱅커측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호텔체인에 신축

수준의 호텔을 신축할 계획이다. 최소 70개의 룸을 신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웨이가 옆에 없다는 이

축해도 연 10만달러의 프라퍼티 택스 수입이 가능하다.

유로 번번히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시 의회는 트러스트측과 TOT 택스 (Transient Occu-

시에 의하면 신축될 호텔은 4만 스퀘어피트, 3층 호텔

pancy Tax) 상환 비율과 상환 금액을 합의했다. 택스 상

로 880만달러~1000만달러의 건축경비를 예상하고 있

환비율 1년~6년까지 100%, 7년~13년까지 70%, 14년

다. 호텔이 건축되면 로컬 소매업소, 식당 등의 경기부

~20년까지 50%로 연차적으로 상환하기로 동의했다. 호

양은 물론 병원, 빅토밸리 대학교, 이벤트 등이 활성화될

텔 룸의 갯수에 따른 상한선도 결정했다. 70개 룸인 경

것으로 보고 있다.

우 20년간 250만달러, 80개의 룸일 때는 285만달러, 90

애플밸리는 해발 2900피트에 인구 7만2000명(2016년

개의 룸일 경우 320만달러, 100개의 룸일 경우 355만달

기준)이 거주하는 도시다. 1980년 1만4000명에서 그동

러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안 비약적인 인구증가를 거듭하고 있다. 인종비율은 백

애플밸리 시에 다양한 이벤트가 있어 매년 6만5000여

인 55.5%, 히스패닉 29.2%, 흑인 9.1%, 아시안 0.4% 순

명이 방문한다. 그러나 호텔이 한 곳도 없어 방문객들은

이다. 학교는 6개의 엘리멘터리 스쿨, 4개의 미들스쿨, 2

모텔이나 헤스페리아, 빅토빌의 다른 숙소를 찾아야 하

개의 하이스쿨이 있다.

kyungp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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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오픈...
연방정부 규제로 아직은 ‘조심스럽게'

제트룸 CEO 매튜 로센이 마리화
나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델란토 첫 마리화나 디스펜서리 ‘제트룸'을 가다
By

Han Soo Kim

지난 11일 아델란토에 첫 마리화나 디스펜서리 (상호:

아 앞으로 3개의 허가가 유효하다. 그러나 남은 3개소 역

제트룸: Jet-Room)가 오픈됐다. 약 2.3에이커의 대지

시 거대 자본가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에 5,600스퀘어피트의 건물은 고급스런 팜추리로 잘 정

비지니스 시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된 파킹랏과 보안이 철통같은 감옥같은 한덩어리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실내는 보석상을 능가하는 고급

제트룸의 실제 소유자인 마니 세라노라씨는 히스패

스러운 장식과 바닥재로 장식되어 최고급 호텔의 로비

닉계 미국인으로 이미 2015년 부터 '카나비 커머스'라는

를 연상 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제트룸의 설립자이

단체를 만들어 아델란토시의 마리화나 정책에 관여해왔

자 최대주주인 마니 세라노씨는 "약 1년간의 준비작업

었다. 현재 인근 5에이커의 대지에 마리화나 재배와 제

을 거쳐 하이데저트 반경 65마일 내에서 역사상 첫 마

조시설 설립을 함께 진행중이며 자칭 마리화나 킹을 자

리화나 판매점(하이데저트 1호 디스펜서리)을 열었다"

부고 있다.

고 말했다.

약 1,000스퀘어피트의 전시룸엔 수 십여 가지 마리화
나 관련 제품들이 진열 되어 있으며 스토어 내에 약 250

인구 8500명당 판매점 1개 허용

여종의 각기 다른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마리화나제품

제트룸은 작년 12월 27일 아델란토시 리치 커 시장과

은 먹는 것, 피우는 것, 바르는 것 등 다양하며 기능적으

시의원, 관계자, 그리고 제트룸 임원들과 종업원 약 100

로는 '세티바' 와 '인디카' 로 나뉘어 진다. 전자는 항우울

여명이 모여 오프닝 행사를 열었다. 아델란토 시는 재

증 치료의 기능이 강해 정신을 깨우고 집중시키며 기분

배, 제조 등 마리화나에 관한 한 캘리포니아 최대의 재

이 좋아지게 만든다, 후자인 인디카 종은 환자들의 불

배면적과 최대 허가 실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인구

면증에 탁월하여 통증을 완화 시키고 숙면을 취하게 해

8500명당 1개의 마리화나 판매점을 허가하는 것으로 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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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에는 기분을 상승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는 THC라는 천연 신경계 작
용물질이 들어있다. 그외 CBD 성분은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신체 순환기 계통
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마리화나의 효능에 관한 많은 이야
기들은 마치 한의학에서 전수되어 내려오는 경험담과 같이 놀랍고 신기한 체
험들로 가득하다. 그중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알츠하이머, 치매와 간질의 경우
그 효능이 놀랍도록 탁월하며 통증 완화와 숙면을 통한 면역력 증강 효능 또한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많은 항암치료 환자들이 통증을 이기고 불면
증에서 해방되는데 바로 이 마리화나의 도움을 크게 받고 있는 것 또한 이미 주
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중독성이 전혀 없는 100% 자연산 오개닉 약재라는 것은
한번 더 우리의 우려를 지워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아직은 의료용으로 판매 제한
현재 가주정부의 오락용 마리화나가 허가가 나서 합법화 되긴하였지만 연방
정부의 규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델란토의 디스펜서리(마리화나 소매점)
의 모든 판매는 의료용에 제한된다, 제트룸의 리사 마리아 재정담당 이사는 의
료용 마리화나의 판매는 의사가 발행한 사용 허가증을 가진 환자에 한해 판매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의사의 사용허가증 발급도 제트룸에서 10분만에 신청
하고 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은 모니터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대기중인 의

▲리사 마리아 제트룸 파이낸셜 매니저가 의사
처방전 및 라이센스 받는 과정을 설명했다.

사와 웹 채팅 (인터넷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발급 받을수 있다. 이런점에서 사
실상 의료용과 오락용의 구분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여진다.
제트룸의 CEO 매튜 로센은 이 곳을 방문한 손님의 용도에 따라 현장에서 개

▼작년 12월 Jet Room 오프닝 행사. 사진 왼쪽
부터 리치 커 아델란토 시장, 마니 세라노 제트
룸 오너, 한스 킴 한인 상의회장, 존 우달드 아
델란토 시의원.

인별로 적합한 용량과 마리화나 제품을 조언 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마리화나
로 인한 부작용이나 과용으로 인체에 해를 입거나 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색다른 경험에 놀라 응급차를 부
르거나 두번 다시 마리화나를 접하지 않으려는 나쁜 기억을 남길 수 있기 때문
이라고 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반드시 상담 후 사용할 것을 권
한다고 말했다. 경험이 전무한 성인들의 경우 THC 10~20mg을 넘기지 않는 것
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한 담배처럼 피우거나 혀밑에 넣는 오일제품의 경우
는 거의 1시간 내로 그 효능이 나타나지만 먹는 식용제품(초콜릿, 사탕,젤리 등)
의 경우 그 효능이 개인의 체질에 따라 2시간에서 길게 3시간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먹고난 직 후 아무 반응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계속 먹게 될
경우 몇 시간 후에 반응이 크게 나타나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매
튜 로센씨는 제트룸이 커버하는 지역이 반경 65마일이기 때문에 팜데일은 물론
랜초쿠카몽가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빅토밸리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UIG 컨설팅 대표 김한수 (760)954-5701
자연이 가득한 집

13

February 2018

Vol.14




1. 파종 10일된 열무 떡잎 2. 파종 20일된 열무

텃밭백과 연재를 시작하며
‘텃밭백과’를 지은 박원만은 1962년 경남 울주군의 농촌에서 태어났다. 1남1녀를 둔 평범한 가장
으로 현재 한국원자력 연구원 책임연구원이다. 10여 년째 텃밭을 가꾸며 직접 재배한 작물의 사
진을 찍고, 자라는 과정을 기록하여 책을 펴냈다. 저자가 ‘자연이 가득한 집’ 독자들을 위하여 책에
수록한 사진을 직접 제공했다.

열무는 봄, 가을에 싱싱한 김치 재료로 많이 이용하는

[1] 열무

채소이다. 서늘한 기온을 좋아하지만 무 보다는 최저온
도를 높게 해주어야 한다. 서늘한 기후를 오래 지속하는
봄, 가을이 재배의 적기이다. 여름에 약간 그늘이 지는
곳을 찾아 재배를 해도 되지만 병충해가 심하고, 무더위
와 습기를 견디기 어렵다.

분류 : 배추과
원산지 : 팔레스타인 지역
재배지역 : 한국(전국), 아시아지역
특징 : 서늘한 기후를 좋아함
적정온도 : 15-20℃
역사 : 삼국시대(문헌상으로 고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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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시기

텃밭백과

밭 만들기

리는 흩어 뿌림을 하고 쇠스랑으로 살짝 긁어 흙을 덮으

봄 재배

면 된다. 씨앗은 무 씨앗과 흡사하게 생겼다. 파종 골은

봄 열무는 상추, 쑥갓 등의 채소와 함께 3월 말에서 4

호미를 이용하여 밭 흙을 살짝 긁어내고 골의 중간에 열

월 중순에 파종하므로 밭을 조금 일찍 만들어 두어야 한

무씨앗을 1-2cm 간격으로 한 알씩 뿌리고 흙을 5mm 정

다. 물이 잘 빠지는 밭은 이랑의 높이를 5-10cm로 심한

도 덮고 물을 흠뻑 뿌려준다.

비가 오면 물이 빠지는 정도로 하고, 습한 밭은 이랑의
높이를 20cm 이상 높게 만든다. 열무는 습한 밭을 싫어

자라는 모습

하므로 물 빠짐이 좋은 곳을 골라 심는 것이 요령이다.

파종 후 5-6일이 지나면 떡잎이 나오고, 며칠 더 있으

파종하기 1-2주 전에 완숙 퇴비를 1m2 당 2kg 정도와

면 본잎이 떡잎 사이에서 자라기 시작한다. 파종 후 떡잎

깻묵 2컵(400g) 정도를 넣고 밭을 일구어 놓는다.

이 나오는 시기는 기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온이 높

가을 재배

으면 일찍 싹을 틔우고 낮으면 늦게 싹을 틔운다. 열무는

가을 열무는 특히 물 빠짐에 유의해서 이랑의 높이를

재배시기를 잘 선정하여 서늘한 기후가 연속될 때 심으

조금 높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9월은 반드시 태풍을 동
반한 비가 며칠씩 내리는 날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면 누구나 잘 가꿀 수 있는 채소이다.
열무에는 벼룩잎벌레가 잘 생기는데, 이 벌레는 떡잎
에 상처를 내어 흉터까지 남긴다. 이 벌레는 본잎에도 계

씨앗준비

속 피해를 준다. 파종 후 4주까지는 벌레 때문에 무척이

가까운 종묘상이나, 인터넷매체를 통해 가꾸고자 하

나 고생을 하다 날씨가 좋아지면서 벌레를 견디고 성장

는 종류의 종자를 준비한다. 열무씨앗 중에는 여름파종

하는 모습을 보인다. 봄 재배의 경우 파종 초기에는 기온

에 적합한 종자도 개발되어 판매하고 있다. 심는 시기별

이 낮아 성장이 더디게 되고 벌레가 발생하여 더욱 힘들

로 각기 다른 종류의 씨앗을 준비한다.

게 한다. 그러나 5월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올라가 성장

잎의 모양에 따라 결각종과 판엽종으로 분리되기도 한

이 왕성하게 되어 수확의 기쁨을 준다.

다. 결각종은 잎이 줄기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있다 없

봄 파종 열무는 6월이 되면서 꽃대가 올라와 더 이상

다를 반복하고, 판엽종은 잎이 줄기를 기준으로 줄기에

채소로는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때는 열무를 정리

서 떨어짐이 없이 반복적으로 생긴다. 보통 열무를 이야

하고 다른 작물을 준비해야 한다.

기 할 때는 결각종을 이야기 한다. 씨앗
은 보통 100㎖(1㎗), 50㎖ 단위로 포장
되어 있어 텃밭이 작은 경우 반 이상이
남게 된다. 남은 씨앗은 봉지에 있는 그
대로 봉지의 윗부분을 여러 번 접어 스
테이플러로 2번 정도 찍어 냉장고에 보
관해 두면 이듬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파종
준비된 밭에 20-30cm 간격으로 줄뿌
림한다. 밭이 넓은 경우는 줄뿌림하기
가 쉽지 않으므로 손으로 잡고 쓱쓱 뿌
파종 20일 지난 열무밭

자연이 가득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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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무에 붙은 벼룩잎벌레 2. 파종 4주된 열무 3. 파종 5주, 솎음 수확 후의 열무 4. 6월 초, 열무밭에 오이를 심었다.

여름인 8월에 열무를 파종하면 잘 자라다 9월의 비바

열무는 성장이 빠르므로 웃거름을 주고 재배할 시간적

람이 지나면 아랫잎부터 누렇게 변하고 바람이 잘 통하

여유가 없다. 그래서 밭을 만들 때 조금 넉넉하게 퇴비를

지 않는 곳에는 무름병에 걸린 열무가 보이기 시작한다.

넣어주고 재배하는 것이 좋다.

8월 파종 열무는 물 빠짐이 좋은 밭에 파종 골 사이를 넉

봄 재배

넉하게 잡아야 한다.

봄에 파종하는 열무는 풀이 나기 전에 성장을 하므로
풀 걱정이 별로 없다.

열무의 연작장해

여름, 가을 재배

배추과 채소를 같은 밭에 계속 기르면 동일한 벌레가

이른 봄을 제외한 열무 재배는 모두 풀을 조심해야 한

만연하여 못쓰게 된다. 연작장해로 발생하는 벌레에 대

다. 내 밭에는 비름나물이 많이 자라 어떤 때는 비름 밭

한 피해는 무, 배추의 피해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만

인지 열무 밭인지 구별이 안 된다. 비름이 많이 자랄 때

이른 봄에는 좁은가슴잎벌레가 발생하지 않고 벼룩잎

는 채소를 포기하고 비름을 수확해서 이용한다.

벌레가 열무를 힘들게 한다. 이는 배추과 채소를 재배한
곳을 피해 밭을 바꾸어 가면서 재배하는 것이 요령이다.

수확
솎음 수확

김매기와 웃거름주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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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종 3주 후부터 솎음 수확이 가능하다. 솎아서 겉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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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월 파종 열무의 9월 중순 모습 6. 6월 초순의 열무 꽃

이나, 데쳐서 나물 또는 시래기로 이용하면 좋다. 열무의

에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기후가 맞으면 씨앗

양이 많을 때는 솎아낸 열무를 삶아서 시래기로 이용하

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씨앗을 받아 두었다 이용

면 좋다. 겨우내 먹던 억센 시래기 보다는 부드러운 봄

하면 좋다. 보통의 경우는 꽃이 피고 씨앗 꼬투리가 생

향기를 담고 있는 연한 시래기를 맛볼 수 있다.

기면 노린재가 많이 달라붙어 씨앗으로 영글지 못하고

본 수확

말라 버린다.

본 수확은 파종 후 6-7주쯤 지나 모두 수확해서 김치

특별한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씨앗 받기가 만만찮은

를 담거나, 남는 열무는 시래기를 만들어 냉동실에 두고

작물이 열무이다. 꽃이 피면 방충망을 씌워 관리를 하면

이용한다. 봄 파종 열무는 몇 포기를 남겨두면 초여름

씨앗을 받을 수 있다.

자연이 가득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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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벨’ 커피 드리퍼

집 밖 언제 어디서든 드립 커피를...
커피 열풍이 드세다. 거리에 새로 들어선 가게들의 반

도다.

은 커피 집이기 일쑤다. 업소가 늘어나는 만큼 충성 고

20여 년 전, 원두커피를 내려 마시는 내게

객도 늘어 호황을 누리는 곳도 많다. 하루의 출발부터 일

보내는 주위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커피 하나

을 마칠 때까지 커피를 입에 달고 사는 폐인들 덕분이

가지고 유난을 떤다는 이유였다. 대충 마시면 될 음료까

다. 입맛과 취향의 단계도 높아만 간다. 커피 만드는 쪽

지 가리고 따지는 것을 할 일 없는 사람의 행동으로 한

과 마시는 쪽이 서로 간 보기를 하는 풍경도 눈에 띈다.

심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당시 커피 애호가로 불렸던 나

제대로 된 커피 집이라면 불쑥 "커피 주세요"라는 주문

는 전문 잡지의 표지 모델로 나온 적이 있다. 이후 달라

만으론 하수 취급을 받는다. 취향의 선호가 분명할수록

진 사람들의 표정을 안다.

대접 받기도 쉽다.

흘러간 과거의 일이다. 예전에 없던 다양한 원두가 수

"산미 풍부한 이디오피아 커피 있어요?" 아니면 이가

입되어 모르는 것이 더 많아졌다. 게다가 본격 수업을 받

체프, 시다모, 하라, 코체…. 판독 불능의 암호 같은 산지

은 전문 바리스타의 실력이 뛰어나서 아는 체할 수도 없

를 줄줄 꿰야 커피 좀 안다는 사람 취급받는다. 커피 맛

다. 미분화된 커피 맛을 즐기게 해준 전문가가 등장한 것

의 차이를 확실하게 감별하고 선호의 이유를 댈 수 있다

은 잘 된 일이다. 제대로 된 커피를 즐길 수 있게 해 주

면 바리스타와 말이 통하기 시작한다. 커피를 화제로 나

었으니까. 이제 나는 조용히 입 닫고 산다. 고급 커피 맛

누는 양쪽의 대화는 급기야 온갖 전문 용어와 비유가 등

은 고도로 숙련된 사람만이 내는 전문적인 결과란 점을

장하는 말의 성찬으로 번진다. 로스팅 정도와 드립의 노

수긍한 탓이다.

하우를 따지는 것은 예사다.
그 차이의 상태에 ‘까암~짝’ 놀랐다는 커피 매니어들

새로운 커피 문화를 이끄는 일본의 커피 사랑

의 호들갑은 자못 진지하다. 미각의 단계를 공감하는 예

유난스럽게 비쳐지던 드립 커피가 시대의 대세가 된

민한 감각의 소유자들 덕분에 커피 문화마저 생길 정

느낌이다. 나를 비아냥거리던 이들 또한 자연스레 커피
자연이 가득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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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호가로 변해갔다. 그중 하나였던 한 후배는 슬그머니
커피 책까지 냈다. 우위를 확신하는 것이란 알고 보면 제
가 아는 범위의 한계에 머무르기 십상이다. 세상은 넓고
성장하는 전문가들도 빼곡하게 널렸다. 후배도 그중 하
나였다. 이제 그 후배를 존중한다.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의 성장은 없다는 걸 알아서다. 시간과 노력을 더
해 제 분야의 깊이를 얻은 전문가가 된 후배는 커피사업
으로 성공했다. 반전의 순간은 언제라도 찾아온다.
세계 희귀종 커피가 즐비한 오사카와 고베, 교토의 커
피 명가를 둘러볼 기회를 가졌다. 골목길 구석구석에 흩
어져 있는 커피 집 순례는 지난 여름에 누렸던 호사이기

몽벨 창립자 이사무 타츠노에겐 두 가지 꿈이 있었다. 알프스
아이거 북벽을 등반 하는 것, 등산용품 회사를 창업하는 것.
그는 21살에 알프스 등반에 성공했고, 28살에 몽벨을 세움으
로써 두 가지 꿈을 모두 이뤘다. 몽벨의 성공은 그가 알프스를
꿈꾸고 직접 오른 시간을 통해 비롯된 것이 아닐까.

도 하다. 좋다는 커피를 두루 마셔본 결론이 하나 있다.
커피 역시 얼치기가 따라가지 못할 감각의 전문성으로
유지되는 분야란 점이다.

석탄을 넓게 깔아 지핀 불로 로스팅해 불 맛을 강조하
는 커피도 있다. 열원이 넓게 펼쳐져 강력하고 고른 열

오사카의 오래된 커피 집에서 한 잔에 2000엔(약 2만

이 원두를 균일하게 익히는 과학적 효과를 실천했다. 일

원)이 넘는 ‘부르봉 쁘엥뛰’(Bourbon Pointu•프랑스령

반 슈퍼마켓에서 파는 로스팅 커피의 수준도 상당했다.

뉴 칼레도니아 산 커피로 산출량이 적은 고급 커피, 드골

좋은 커피의 맛에 빠진 이들이 널려 있어 가능한 일이다.

대통령이 즐겨 마신 것으로 유명하다)는 대단했다. 그랑

감탄을 담은 시선은 계속됐다. 야외에서 직접 커피를

크뤼 급 와인을 마신 감흥과 비유해야 이해가 빠를지 모

내려 마시는 사람도 보았다. 가랑비 뿌리는 해진 후의 교

른다. 흙맛이 느껴지는 독특한 풍미와 깔끔함은 고만고

토 가쓰라 강변에서다. 꽤 큰 차양시설 아래엔 비를 피

만한 커피들이 지닌 보편성을 무력화 시켰다. 한 잔의 커

하려는 나와 자전거 여행을 하는 두 젊은이들만 남았다.

피는 각인된 기억으로 남았다. 특별한 원두에 바리스타

지친 몸은 커피를 원했을 것이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

의 원숙한 기량이 더해져 완성된 조화로운 맛이다.

들은 불룩한 배낭을 뒤져 익숙한 솜씨로 물을 끓였다.

반복을 통한 익숙함으로 감각은 성장한다. 미세한 차
이를 크게 느끼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민감해진 혀

가볍고 간편 … 수많은 시행착오와 개선의 결과

와 코가 커피의 상태를 분별한다. 기준에 근접한 향과 맛

그들이 커피를 내리기 위해 꺼낸 드리퍼는 처음 보는

은 쾌감이고 멀어진 것들은 불쾌감일 것이다. 깊게 파고

물건이었다. 노란색 천을 작은 망에서 꺼내자 저절로 콘

드는 일본의 오타쿠들이 찾아내고 우려낸 커피의 맛은

의 형상으로 펴졌다. 신기했다. 여름날 자동차 창문에 붙

쾌감의 극점을 향해 다가선다. 전문성이 더해진 커피의

이는 햇빛 가리개처럼. 콘의 밑 부분 양쪽은 나무젓가락

선택과 감각과 경험으로 접근한다. 커피 명인들은 단순

을 끼 우도록 만들어놓았다. 이를 컵에 걸치면 훌륭한 커

반복의 과정을 예술적인 경지로 끌어올렸다.

피 드리퍼로 변신한다. 물을 따르는 순간 풍기는 커피 향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자기화 시키는 일본인들의 특

이 주변으로 번졌다. ‘황홀하다'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

별한 재주는 놀랄 만했다. 커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커

는 것이다. 후덥지근한 더위도 날려버릴 만했다. 너무도

피를 즐기는 다양한 방식과 용품의 중심지가 이태리에

간단히 드립 커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았다. 흐르는

서 일본으로 바뀐 느낌이다. 거리 곳곳에 있는 자기 이

강물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젊은이들의 얼굴엔 여유로

름을 내건 커피 로스팅 전문점과 용품점의 숫자가 이를

운 미소가 번졌다. 한 모금이라도 얻어 마시고 싶은 마

잘 말해준다.

음이 들었다. 의외의 장소에서 마주친 커피에의 간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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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두 잔뿐인 드리퍼의 용량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강인하고 가벼운 극세사 천과 콘의 형태를 지지해주는

합정동 주변에 개성 있는 점포들이 늘어났다. 또 우연

형상기억합금 철사가 드리퍼의 전부다. 컵에 받칠 지지

이다. 새로 생긴 아웃도어 용품점에 지난 여름에 봤던 노

대는 주변의 나뭇가지나 젓가락을 끼워 넣으면 된다. 이

란색 드리퍼가 걸려있었다. 반가웠다. 초경량 등산용품

단순한 물건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험을 통해 완성됐

으로 유명한 일본의 개성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 ‘몽벨

다.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불편은 솜씨좋은 마무

(montbell)’의 제품이란 걸 알았다. 몽벨은 일본인으로

리로 해결책을 찾았다. 몽벨의 드리퍼를 덜컥 사들였다.

는 두 번째로 알프스 아이거 북벽에 오른 알피니스트 출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드리퍼 속에 담긴 인간의 모습 때

신의 사장이 자신의 경험을 녹여 만든 물건들로 명성을

문이다. 단순함을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살아

얻었다. 영화 ‘히말라야’에도 몽벨 옷을 입은 주인공들

보면 안다. 이 작은 물건을 만드는 데는 아마도 수십 년

이 어른거린다.

의 경험이 필요했을 것이다.

몽벨이 만든 드리퍼라면 일단 안심이 된다. 추운 야외
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의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
을 테니까. 이전에도 휴대용 드리퍼가 없었던 건 아니다.
나선형의 철사를 펼쳐 종이필터를 끼워 쓰는 제품이 있
다. 그러나 1그램의 무게라도 줄여야 좋은 등산용품 아
니던가. 철사 드리퍼의 무게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진 종이 필터도 포함시켜야 한다. 몽벨은 더 가볍고
편리하게 개선시켰다. 4그램의 무게로 드리퍼와 필터를
겸하는 컴팩트 드리퍼다.

저자 윤광준은 사진가이자
오디오 평론가, 생활명품
전문가. 글과 사진, 음악과
여행을 넘나드는 전방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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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켰다. 직접 체험한 끝에 ‘잘 만들어진’ 좋은 물건만을 소개
하는 <윤광준의 신 생활명품>이란 칼럼이 책으로 엮어져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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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앤의 부동산 읽기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든 스프링 밸리 레이크
(SPRING VALLEY LAKE)
By

‘부동산’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자. 1분만 곰곰히 생각해
보자. 집.땅. 빌딩? 그런 단어보다는 각자 하고 싶은 말들이 더

Joanne Kim

오늘은 빅토빌의 스프링 밸리 레이크(Spring Valley Lake)
란 동네로 한 번 가보자.

많다. 1분 생각하려다가 인생 전체를 되돌아 보게 될 지도 모

빅토빌은 드넓은 하이데저트(High Desert)의 전체인구 약

른다. “어릴 때 학교갈 때마다 부러워 쳐다보던 그 집에서 나

45만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빅토밸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

중에 내가 정말 살게 된 거야!” 어떤 분은 평생 이루어진 소원

시이다. 해발 2700ft 정도. 왜 하이데저트라고 부르는지 알겠

2-3개 중의 하나였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회상한다. “난 보자

다. 라스베가스로 가고 오는 15번 프리웨이 길목. 팜데일 쪽에

마자 30분만에 결정했지” 이 분은 빠르다. 그러나 정리할 때도

서 18번을 타고 올때는 한국분이 운영하는 중국집에 잠깐 들

미련이 없다. “아유. 그 때 그 건물 팔아서 사업하지 말고 가만

러 짜장면과 짬뽕을 사먹는 특별한 재미가 있는 곳. 그 정도로

히만 있었어도” 엘에이 다운 타운의 건물 팔아 사업하다 몸과

만 생각하면 빅토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그 곳에 숨

마음이 너무 힘들어진 분도 계시다. “역시 부동산만한 게 없

어있는 Spring Valley Lake. 빅토빌과 애플밸리 경계에 있다.

어”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하신다.

15번 프리웨이 Bear Valley Rd.에서 exit해서 6마일 정도 동쪽
루선밸리 방향으로 간다. Nursing이 강하다는 베어밸리 커뮤

부동산 에이전트인 나에게는 ‘부동산’은 마치 오묘한 인격

니티 칼리지 옆으로 Spring Vallley Lake이라고 쓰여진 큰 지

을 가진 존재처럼 느껴진다. 풀잎 하나에도 우주가 들어있다

붕밑을 지나면서 단지가 시작된다. 20만달러대부터 호수 바로

고 하는데 부동산이라는 존재 안에는 인간살이-인생이 녹아

앞의 멋진 뷰의 70만달러대 까지 있다. 호수? 사막에 웬 호수.

있기 때문이리라.
지적인 정보도 중요하지만 5감을 총 동원해 보고 듣고 만져

200에이커의 인공호수를 가운데 두고 잘 가꾸어진 골프장

보고 냄새맡아 봐야 한다. 그 존재를 더 알기위해. 그런데 가

과 공원을 끼고 4200개의 Lot, 3000가구 이상의 사람들이 사

장 중요한 결정은 누구나가 똑같지 않은 6감이라는 직관이지

는 동네다. ‘뭔소리하는 건지?’ 그냥 작은 동네가 아니라는 얘

않을까 싶다.

기다.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아니 미국사람들은 대단하다. 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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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앤의 부동산 읽기

런 호수를 만들어서 그 걸 즐기며 산다. 인구 구성은 백인이
70% 정도고 히스패닉, 라티노가 약 20%다. 한국분들도 많이
산다. 어? 단지내 상가에 한국분이 미용실을 운영하시네? 반
가워라.
착한 가격의 집 하나 안내하겠다.
이 집은 걸어서 1-2분이면 호수의 모래사장으로 갈 수 있는
거리다. 모래사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마치 바다
같은 착각을 하게 한다. 그 뒤로 펼쳐지는 환상적인 파란 호수
는. 깨끗한 공기라서 그런가. 하늘색을 그대로 품고있는 물이
다. 7200sqft의 대지 위에 방3 화장실3. 2320sqft 의 이층집.
꽤 넓은 사이즈다. 가격은 $275,000. 앞뒤 마당은 새로 조경

가 수시로 단지를 다닌다. 그래서인지 걸으면서 운동하는 사

을 해야겠고. 1982년에 지어졌는데 기와지붕이 깨끗하고 현

람도 많이 만난다. 호수 앞집들은 각자의 데크에 보트가 있다.

관이 넓어 산뜻하다. 이 동네에서 이 정도 사이즈의 집은 렌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듯이. 주민들은 낚시도 하고 수상스포츠

트가 $1500-1600이다. HOA는 $90미만이고 골프장을 이용

도 즐긴다. 대도시를 벗어나 아름답고 환경좋고 공기좋은 동

하려면 따로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저렴하다. 집 뒷마당쪽

네에서 5감을 마음껏 느껴보시라.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 30분

으로 펼쳐진 그린에서 식구들이 함께 골프를 즐기는 것은 특

정도 시간을 내서 관광을 해도 시간이 아깝지 않다. 혹시 6감

별한 행복이다.

을 가지게 될지도. 한 집은 내가 살고 한 집은 렌트놓고.

HOA가 호수와 전체단지를 잘 관리하고 있고 시큐리티 차

문의: 조앤 김 (213)393-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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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고

베스트셀러 소개

김진명 장편소설 ‘미중 전쟁’
[1권] 풍계리 수소폭탄

신경끄기의 기술

[2권] 백악관 워룸

마크 맨슨 지음/ 한재호 옮김

25년 작가 인생을 건 이 작품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와 《싸드》의 종결판으로, 미•중•러•일의 이해가 실타래처

지워버리는 법!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플루언서 마

럼 얽혀 있는 한반도에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크 맨슨은 『신경 끄기의 기술』을 통해, 기존의 자기계발서

지 기존의 어떤 탐사보도나 보고서에도 나온 적 없는 저자만

를 뒤집는 신선한 패러다임을 선보인다. 무조건 믿고 노력하

의 정세분석으로 치밀하고 리얼하게 예견하고 그 해법을 들

는 것만으로 인생이 특별해지거나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며,

려준다. 북핵을 둘러싼 일촉즉발의 국제정세와 동북아 패권의

앞뒤 따지지 않는 긍정은 오히려 독이라는 것이다. 때론 내려

방향, 미•중•러•일의 야심을 이미 시작된 전쟁 시나리오에 대

놓고, 포기하고, 더 적게 신경 써야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

입해 낱낱이 까발린다. 백악관 워룸에 불이 켜졌고, 카운트다

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은 시작되었다. 미국에게 북핵은 선제타격의 최고 명분이

2017년 최고의 문제작으로 꼽히는 『신경 끄기의 기술』은

자, 절호의 찬스이다. 김정은은 핵을 쥐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수많은 선택지와 기회비용 앞에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날뛰지만, 점점 미국의 계략에 말려든다. 육사 출신으로 세계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뜻밖의 깨달음을 전한다.

은행 특별조사위원으로 일하는 변호사 김인철은 오스트리아

출간 직후 단숨에 아마존•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

비엔나에 파견되어 조사활동을 벌이던 중, 어느 스타 펀드매

으며, 15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2017 아마존에서

니저의 기묘한 자살사건에 휘말린다...

가장 많이 읽은 책’으로 뽑혔다.

고품격 ‘전원생활 가이드’ <자연이 가득한 집>은 세종문고에서 무료로 픽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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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잘

먹고 잘 싸야 살 빠진다
다이어트 비법

By

몸무게를 줄이기 위한 생활습관

TaeHyang Kim

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해독작용을 하고 깨끗한 피
를 저장하는 시간이다. 키가 작은 아이들이나 여드름이

1.잠을 잘 자야한다.

많이 나는 사춘기 학생들은 그 시간에 잠을 자야한다.

잠을 잘 자야한다는 것이 잠을 많이 잔다는 의미가 아

아이들의 성장판이 그때 영양분을 가장 많이 받고 간이

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 밤새 잠을 잤는데도 낮에 피곤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그 피가 심장으로 전해져서

해서 머리만 대면 잔다고 한다. 밤에 잘 자고 낮에 피곤

온 몸으로 순환이 된다. 피는 산소를 운반하고 온 몸을

하다는 것은 좋은 잠이 아니다. 담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 골고루 따뜻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한

대부분 낮이고 밤이고 잘잔다. 몸안에서 생기는 열때문

다. 당연히 소화가 잘되고 먹는 것이 즐겁다. 그리고 하

에 자꾸 피곤하기 때문이다. 밤에 잠을 잘 자면 낮에 생

루에 한번 대장이 일하는 아침시간에 더러운 것을 몸 밖

기가 넘치고 학교에서는 공부에 집중이 잘되니 학업성

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만약 잠을 규

적이 오르고 직장에서는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필드

칙적으로 잘 자지 않으면 다음 장

에서는 골프공도 잘 맞는다. 그러니 잠을 잘 자면 하
루가 생기가 넘치고 보람되고 즐겁다.

부가 또 그 다음 장부가 일해야
할 시간들이 엉망이 되고 하
루가 피곤해지게 된다. 무엇

잠을 잘 자야하는 이유는 오장육부가 각자 자기

을 해도 효율도 효과도 떨어

의 역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 특

진다. 스트레스만 쌓이니 신

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깊은 숙면을 취하

진대사고 순환이고 제대로

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간은 담과 간이 일을 왕성하

될 수 가 없다.

자연이 가득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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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로 만들어지는 모든 음식들이다. 흰밀가루와 물을
섞어서 반죽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가? 부
피가 점점 더 커진다. 우리가 밀가루를 먹으면 몸속에서
그대로 똑같은 반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밀가루 음식이
몸안에 들어가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크
기가 아주 미세하고 작기때문이다. 밀가루는 그 외에도
당수치를 높이고 풍(stroke)을 생기게 한다.
3.배변작용이 규칙적이어야 한다.
대장이 활발히 일하는 시간은 아침 5-7시 사이다. 건
강한 대변의 상태는 바나나와 비슷한 모양이고 색은 약
간 진한 갈색이다. 우리가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인체의 오장육부가 일하는 시간>

하루 24시간 동안 12장부들이 각자 2시간씩 자기의 맡
은 일을 하는데, 가장 마지막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대장

2.잘 먹어야 한다.

이다. 옛날에는 왕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위장은 우리 몸안의 12장부에서 가장 말을 잘 듣는 장

왕의 대변과 소변을 검사했다. 심지어 왕이 몸이 아플때

기라고 볼 수 있다. 위장은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음식을

는 변을 맛을 보기도 했다. 그만큼 배설작용이 중요하다.

먹고 어떻게 운동을 시키느냐에 달려있다. 위장이 튼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
는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가끔 환자들이 하루에 두 세번씩 부드러운 변을 잘 보
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사실은 비장의 기운이 떨어

매일 가능한 거친 음식들을 먹어서 위 근육이 운동을

졌기 때문이다. 대장이 쉬어야 하는 시간에도 여러번 묽

하도록 해야한다. 찹쌀이나 죽 또는 쉽게 소화가 되는 부

은 변을 보는 것이다. 비장의 기운이 떨어지면 몸안에 습

드러운 음식들을 평소에 즐겨 먹는다면, 위벽의 근육이

이 많이 쌓이는 체질이다. 당연히 살이찌는 타입이다. 변

운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벽은 점점 얇아지고 소

이 딱딱하고 몇일에 한번씩 보는 사람들은 대장에 열이

화력도 점점 떨어진다. 위장이 튼튼하면 당연히 노화도

많기 때문이다. 며칠에 한번씩 또는 하루에 몇번씩 토끼

늦어진다. 위장을 계속적으로 운동을 시키면 위벽의 근

똥같은 변을 보는 사람들은 음이 부족해서다. 노인분들

육이 두꺼워지고 무엇을 먹어도 소화력이 좋다. 그리고

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 젊은 사람들도 간혹 있다. 대

위벽이 두꺼워지면 위산이 아무리 많이 올라와도 문제

장을 시원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야 한다. 섬유질을 많이

가 없다. 위산이 많이 나와야 무엇을 먹어도 소화를 잘

먹는 방법도 좋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대장

시키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 위를 단련시키기 위해

을 윤택하고 촉촉하게 만드는 것이다.

서는 먹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매일 잘 자고, 잘 먹고, 잘 내보내는 것이 신진대사를
높이고 몸무게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위장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소는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이 바로 활동을 멈춘다. 갑자기

문의: (949)812-9457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입맛이 싹 없어지는 이유가

김태향 원장(TAE Oriental Medicine Clinic)

바로 그 때문이다. 가장 좋지 않은 음식중의 하나가 흰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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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자

항암 · 항노화 효능도 뛰어난 수퍼푸드

당뇨에 좋은 약초 -

구기자

구기자는 영어로 고지베리(Goji Berry)라고 한다. 몸
에 이로운 성분이 많고 항산화, 항노화, 항암, 항당뇨
작용이 있을 정도로 효능이 다양하여 대표적인 수퍼
푸드로 꼽힌다. 혈당강하 효능이 뛰어난 구기자를 소
개한다.

구기자 먹는 법
1. 구기자 차

구기자의 효능

구기자는 차로 끓여 먹는 법이 일반적이다. 단맛이 있

구기자는 비타민C, 비타민 A, 섬유소, 철분, 아연, 안티

어 설탕이나 꿀을 가미하지 않아도 차로 즐기기 좋다. 부

옥시던트 성분과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

작용이 없는 약재이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적당량을 끓

다. 4온스의 구기자에는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10%를 충

여 먹으면 된다.

당할 정도로 단백질 성분도 풍부하다. 구기자의 혈당강

2. 구기자 주

하 효능을 포함한 4가지 효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술을 담가 먹는다. 진도의 특산품인 진도 홍주에도 구
기자가 들어간다. 입맛에 따라서 소주, 화요, 보드카 등

1. 혈당강하 작용

에 담가서 먹

구기자는 맛이 달지만 혈당을 강하하고 인슐린을 생산

을 수 있다.

하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2. 면역력 증강 작용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 염증이나 감기예방 효과가 있
다.

3. 구기자
샐러드
건포도 대
신 샐러드에

3. 눈, 피부 보호 기능

넣어서 먹어

안티옥시던트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 눈과 피부보호

도 좋다. 색

기능을 한다. 구기자를 90일동안 섭취한 결과 백색피부

깔이 곱고 맛

증과 눈의 황반변성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이 달아서 약

다.

과에 넣어서

4. 정력증강 작용

별미로 만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켜 갱년기 남성

어 먹을 수도

의 성기능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다.

있다.

자연이 가득한 집

31

February 2018

Vol.14

RA 정년 이전에는 신청 불가
소득 초과땐 연금액 일부 삭감
배우자 연금[2]
By

Hyun Ja Han

이혼한 배우자가 만약
1954년 1월1일 이전에 출
생하였다면 그리고 정년
이 될 때까지 연금을 신청
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정
년에 이르러 리스트릭트
어플리케이션(Restricted
Application: RA)을 이용
할 수 있게 되어 우선 전
배우자의 기록에 의한 배
우자 연금을 선택하고, 본
인의 은퇴 연금은 70세까
지 자라도록 놓아두었다
가 70세가 되어 본인의 은
퇴 연금액이 배우자 연금
액보다 많아졌을 경우 본
인의 은퇴 연금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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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리스트릭트 어플리케이션은 개정된 소셜연

또한 35년 동안 일을 계속함으로 연금액을 증대시킬

금 규정으로 인해 정년 이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1954

수 있습니다. 일생을 통해 소득이 가장 높은 35년간의 소

년 1월2일 이후 출생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득을 선택하여 이를 평균함으로써 월 연금 지급액을 산

만약 전 배우자가 본인보다 더 젊다면 자신의 은퇴 연

정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35년 동안을 일하고 세금 보

금을 먼저 선택하고 전 배우자가 62세가 되어 배우자 연

고를 하는 것이 연금액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과거

금 신청이 가능해 질 때 배우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

소득이 적었고 최근 소득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35년이

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나이가 62세이고 전 배우자가 58

지나더라도 계속 일을 함으로서 최근 높은 소득으로 과

세라고 가정하면 귀하는 62세에 은퇴 연금을 먼저 신청

거 낮은 소득을 대체할 수 있음으로 연금액을 증가시킬

하고 66세 (전 배우자가 62세가 될 때)에 배우자 연금으

수 있을 것입니다.

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연금액이 본인의
은퇴 연금액 보다 더 많아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참고로 2017년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개인일 경
우 월 가처분 소득이 $1,235, 부부의 경우 월 $1,664 미

어떤 종류의 연금이든 정년 이전에 신청하여 수령하

만일 경우 무료 메디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료 메디칼

면 계속 일을하여 사회 보장 규정에서 정한 소득 제한

의 수혜 자격을 얻기 원하신다면 연금액을 조금 적게 받

금액을 초과할 경우 연금액의 일부가 삭감됩니다. 그러

으시더라도 수혜 자격 한도금액에 맞추어 은퇴 시기를

나 일단 정년이 되면 소득 제한 금액이 더 이상 존재하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 않음으로 어떠한 추가 소득도 연금 수령에 영향을 주
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760)780-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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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연꿀의 유효성분

부패와 염증 예방…불면증·위장병 치료에도 효과
By

Moses Tae Yu

최근 일부 의학연구가들은 ‘천연꿀'이 지니고 있는 부

하게 하고 소독하는데 쓰이는 성분이다. 보통 상처에 발

패와 염증을 예방하는 강력한 특성을 발견하고 흥분하

라놓은 과산화수소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꿀에 들

고 있다. 캐나다 신문인 ‘글로브 앤드 메일'은 이렇게 보

어있는 과산화수소의 효능은 다르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도했다.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초강력 세균들에게 효력

있다. 신문은 “상처에 바르면 꿀은 체액에 의해 약간 묽

을 발휘하지 못하는 첨단 항생제들과는 달리 ‘천연꿀'은

어지는데 이로 인해꿀의 자연 산도 즉 산성의 강도가 떨

그러한 세균들 가운데 일부를 물리쳐서 감염된 상처를

어지게 된다.” 효소는 이처럼 산도가 낮은 환경에서 작

치료할 수 있는 효능이 있다.”

용하게 된다. 꿀에 들어있는 당을 분해하는 일은 서서

가공되지 않는 천연꿀에는 무엇이 들어 있기에 치료

히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그 답은 꽃에서 화밀을 모아

해 서서히 과산화수소가 충분히 생성되어 주위의 건강

들이는 일벌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벌의 타액에는 글루

한 세포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상처의 세균

코스-옥시다아제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밀에 들

을 죽이게 된다.

어있는 포도당을 분해하는 중요한 효소다.
‘글로브 앤드 메일'지에 의하면, 꿀은 상처를 치료하는
이러한 분해 과정에서 부산물로 과산화수소가 나오는
데 과산화수

소는 전통적으로 상처를 깨끗

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여러가지 특징이 있다고 밝혔
다. “천연꿀을 얇게 펴서 바르면 습도가 적절한 환경이

애리조나 선인장 꿀의 밀원인 사구아로 선인장 군락.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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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장 꽃에서 꿀을 모으고 있는 꿀벌.

조성되어 피부를 보호하고 단단한 딱지가 생기는 것을

다.” 그러나 유아를 제외하고는 남녀노소 마음놓고 사용

방지한다. 꿀은 새로운 모세혈관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

할 수 있다.

하며 세포가 성장하여 새로운 피부를 만들어 내도록 자
극한다.”

로널드 뷰평박사의 임상결과를 통해 불면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이 100% 천연꿀 한 스푼을 떠서 먹으면
기분좋게 수면을 취할 수 있고,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때

또 “꿀 속에 들어있는 산화를 방지하는 물질은 염증을

환부에 꿀을 바르면 쉽게 치료치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억제하는 작용을 하여 부종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

또 천연꿀에는 위장에도 매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시키며 상처에 진물이 나오지 않게 한다.” 그러나 꿀이

데, 미국의 벡박사는 ‘천연꿀'이 갖는 통변 작용, 각종 종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양치료 기능, 그리고 천연꿀에 들어있는 효소(enzyme)

추산에 의하면 꿀에는 많게는 5% 정도의 보툴리누스

와 지방산이 위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는 역할하는 점

균 포자가 들어있다. 소아과 학회에서는 한 살 미만의 유

에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위장병이 도움이 된다고

아들에게는 꿀을 먹이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 이유

발표하였다.

는 “유아들에게는 스스로를 세균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장내 미생물이 아직 충분히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유태성 (인디언 허니팜 대표). 문의: (213)760-3223
자연이 가득한 집

35

February 2018

Vol.14

원시림같은 깊은 숲속 ‘노천 온천’

용의 눈물이 모여 만든 미네랄 광천수
올림픽 국립공원의 ‘솔덕(Sol Duc) 온천’

글·사진 = 나종성<언론인, 여행 칼럼니스트>

겨울철이라 날씨도 가끔은 스산하다. 그런다고 집안에
만 있기엔 뭔가 찜찜하고 몸이 근질거리는 여행 매니아
들에게 장거리 여행을 겸한 온천장을 소개한다. 겨울
철에 여행과 힐링을 겸해 가보는 뜨끈뜨끈한 곳이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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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겨울여행

캘리포니아에서 미 서부해안을 따라 가장 북쪽에 있는 워
싱턴주 올림픽 국립공원(Olympic National Park)에 있는
솔덕(Sol Duc) 온천이 바로 그곳이다. 겨울 눈 오는 날은 눈
이와서 좋고, 비 오는 날은 비가 와서 멋진 노천온천이다.

온천 바로 옆에는아늑한 지점에 멋진 캠핑장과 통나무 캐빈(리조트)가 있다.
자연이 가득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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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올림픽 국립공원 울창한 숲속에 개울이 흐르고 바로 옆 아늑한 지점에 있는 Sol Duc 온천.

LA근처에도 온천은 많다. 멀리가지 않더라도 유명한

솔덕 온천 캠핑장은 시애틀에서 서쪽으로 110마일, 미

팜스프링스가 지척에 있고 그 외에도 여러곳이 있지만

국의 국립공원의 중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워싱턴 주 북

원시상태의 밀림과 만년설에 덮힌 산정상, 겨울 바다를

서쪽 끝 올림픽 국립공원 안에 있다. LA에서 출발한 101

즐길 수 있는 곳이 올림픽 국립공원 솔덕 온천이다.

프리웨이는 공원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뻗는다. 101 도로

울창한 숲속에 개울이 흐르고 바로 옆 아늑한 지점에

에서 2.4마일 산 속으로 들어 간 곳으로 시애틀에서 자동

멋진 캠핑장과 통나무 캐빈(리조트)이 있는 곳. 개울같

차로 3시간 정도 걸린다. 이곳에 이르는 숲속 길 옆 아름

이 보이는 솔덕 강을 따라 한무리의 사슴 가족들이 유유

드리 고목나무에는 푸른 이끼가 나뭇가지에 칡넝쿨 처

자적 눈밭에 감춰진 풀을 뜯는 정겨운 풍경을 만날 수

럼 치렁치렁 늘어져 있어 으시시한 분위기를 풍긴다. 마

있는 곳이다.

치 아프리카나 아마존 밀림지대에 간 것 같은 느낌을 주
기도 한다.

고목에 늘어진 ‘넝쿨 같은 이끼’ 원시림 실감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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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국립공원의 정상은 1년 사시사철 만년설에 덮

추천 겨울여행

올림픽 국립공원에서 가장 인기있는 허리케인 릿지. 이곳에 올라가면 만년설에 뎦힌
고산준봉들이 한눈에 들어 온다.

여있는 곳이다. 북쪽으로는
57마일에 달하는 원시상태의
해안선과 아직 사람의 발길

미국 서북단 101 프리웨이가 끝나는 지점에서 올림픽 공원으로 들어가는 112번 도로변에는 인디
언들의 흔적인 목조 토템상들을 자주 만난다.

이 닿지 않은 산악지대가 있
어 천혜의 Evergreen State

수 있는 캠핑장과 통나무 캐빈 바로 옆에 솔덕 온천장이 있다. 캠핑과 온천을 동시

로 불리우는 곳이다. 이곳 해

에 즐길 수 있다. 부엌이 딸려있는 통나무집 스타일의 캐빈과 RV팍도 있고 식당과

안가에서는 그 옛날 인디언

주류를 파는 바, 선물가게, 마켓도 있다.

들이 살았던 유적과 유물들
도 많다.
인근 강가에서 낚시도 즐길

칼슘 등 16가지 광물질 듬뿍…106도 온도 유지
인디언 전설은 이 지역에 살던 두 마리 용의 눈물이 모여 엘화(Elwha)계곡과 솔
자연이 가득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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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온천이 되었다고 전한다. 여기서 또 0.8마일을 올라

분위기는 동해안 해안도로 같기도 한데, 바닷가나 멀

가면 솔덕 폭포가 나온다. 수영복은 필수다. 온천과 함

리 파도가 일렁이는 지점에 큰 바위섬들이 있는 비치도

께 유료인 시원한 마사지까지 받는다면 금상첨화. 수질

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모두 한번씩 들러 보면 좋겠지

도 최고로 칼슘을 비롯한 16가지 광물이 녹아 있다는 미

만 지도에 나오는 포인

네랄 노천 온천이다. 3개의 온천탕과 1개의 광천수 풀장

트만 들러도 후회는 없

이 있는데 106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1912년 처음

다. LA에서 내 차를 몰

개발되었고 외진 곳이라 그런지 아직 인적이 그리 붐비

고 간다면 최소 1주일

지는 않는다.

은 잡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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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0 Maple Ave. Hesperia, CA 92344

빅토밸리 필랜 한인교회···························(760)868-5946
 공공기관 

에디슨 전기(한국어) ································(800)628-3061
Southern California Edison Co.
2244 Walnut Grove Ave., Rosemead, CA 91770

Korean Community Christian Church of Victorvalley
9767 Sierra Vista Rd., Phelan, CA 92371

빅토빌 예수마음 교회·······························(760)220-3263

 공인세무사 

Heart of Christ Church
15860 Tao Rd., Apple Valley, CA 92307

최종원 공인세무사····································(909)939-4539

새벽별 한인교회········································(626)277-1914

Jongwon Choi, IRS EA
11030 Arrow Rte. #213, Rancho Cucamonga, CA 91370
 건축/전기/핸디맨 

Morning Star Korean Church
8642 Phelan Rd., Phelan, CA 92371

가제트 냉동. 히팅. 전기····························(760)240-3975
Gadget Freezer. Heating. Electricity

New Life Korean Church
16165 Walnut St. Hesperia, CA 92345

만능 전기 토탈서비스·······························(760)563-8099

열린문 기도원············································(760)249-5858

AC & DC Tech. Co
3585 Begonia Rd., Phelan, CA 92371

Open Door Mission Center
5705 Basin Rd., Phelan, CA 92371

상업용 냉장고 전문수리···························(760)628-7459
샤인 페인팅 리모델링·······························(951)205-8235
에이스 에어컨디션. 히팅 시스템·············(760)995-6538

엘림 미션센터············································(213)507-0658

Ace Air Controls & Heating System

주의 사랑 선교교회···································(760)868-8583

연일 종합 건축···········································(760)987-0027
우리 핸디맨················································(213)880-3985
참사랑 핸디맨············································(909)658-5252
천사 페인팅 & 핸디맨·······························(760)217-5775
J C Pacific Construction & Development·(760)713-1374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6263 Dusty Ln., Phelan, CA 92371
 교회/종교단체/성당 

Church of Green Pastures
12423 Buena Vista, Pinon Hills, CA 92372

감사한인교회·············································(760)587-9048

필랜 감리교회············································(718)772-2537

Victorvalley Thanksgiving Church
10570 Phelan Rd., Oak Hills, CA 92344

2876 Duncan Rd., Phelan, CA 92371

나눔동산 교회············································(760)868-0224

Phel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3777 Phelan Rd., Phelan, CA 92371

Nanum Dongsan Church·······7938 Riggins Rd., phelan, CA
92371

빅토밸리 복음교회····································(562)260-8083
Victor Valley Gospel Church
14933 Wakita Blvd., Apple Valley, CA 92307

빅토밸리 소망교회····································(760)985-9001
Victorvalley Hope Church
42

자연이 가득한 집

새생명한인교회·········································(760)887-4848

Elim Mission Center
1119 Tamarack Rd., Pinon Hills, CA 92372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빅토빌교회···(240)676-0542
The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11177 Hesperia Rd., Hesperia, CA 92345

푸른초장교회·············································(760)442-1639

필랜 중앙장로교회····································(760)646-6327
하이데저트 중앙교회 ·······························(760)220-4086
Hi-Desert Korean Community Church
13878 Apple Valley Rd., Apple Valley, CA 92307

한인 천주교회············································(760)241-2915
Holy Famaily Church
9974 I Ave., Hesperia, CA 9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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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마을 농원················································(562)787-4657
Four Seasons
36202 116th St. E., Littlerock, CA 93543

산골농장·····················································(213)255-8771
SanGol Farm
12972 Vincent Ln., Phelan, CA 92371

손농장·························································(760)885-7662
Son’s Farm
35335 Cambria Rd., Lucerne Valley, CA 92356

수퍼 그린 농장···········································(714)232-2440
헤스페리아 한인 연합감리교회···············(909)802-9372
18623 Main St., Hesperia, CA 92345
 농원 

가나안 농원················································(213)610-1913
Gnnaan Farm
11126 E. W8, Pearblossom, CA 93553

강스너서리 율곡매실································(213)393-1060
Kang’s Nursery
13576 Buttemere Rd., Phelan, CA 92371

기찻길 매실농원········································(323)819-1803
Railroad Farm
36202 116th St. E., Littlerock, CA 93543

Super Green Farm
25730 E Ave. W8, Llano, CA 93544

아델라 농원················································(760)684-2024
Adela’s Farm
11507 Savage Ln., Apple Valley, CA 92308

아둘람 농원················································(213)381-2007
Adulram Farm
13070 Vincent Ln., Phelan, CA 92471

안스 팜························································(760)881-9222
Ahn’s Farm
3812 Estero Rd., Pinon Hills, CA 92371

애니 피스타치오 팜···································(619)405-8683

로얄 농장····················································(213)507-3638

Annie’s Pistachio Farm
10080 Santa Fe Ave., Lucerne Valley, CA 92356

Royal Farm 10654 Shasta St., Phelan, CA 92371

에덴 사철농원············································(213)200-1944

루선 대추 농장···········································(310)505-9776

Eden Four Season Farm·4747 Hwy 138, Phelan, CA 92371

lucerne jujube farm
11717 Fairlane Rd., Lucerne Valley, CA 92356

엘림 농원····················································(760)885-2234

리안 매실농장············································(760)946-6311

Elim Farm
3002 Estero Rd., Pinon Hills, CA 92372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엘미라지 농원············································(310)901-2280

마리아 대추 농원·······································(213)604-6717

El Mirage Farm
4747 El Mirage Rd., El Mirage, CA 92301

Mary’s Farm
15565 Meridian Rd., Lucerne Valley, CA 92356

예산농장·····················································(562)556-4402

매실사랑 농원············································(714)876-4679

3990 South St., Phelan, CA 92371

7125 Ocotillo Rd., Phelan, CA 92371

오아시스 농장············································(760)628-5252

매향 매실농원············································(213)210-1014
3010 Silver Ridge Dr., Pinon Hills, CA 92372

Oasis Farm
26848 Desert View Ave., Apple Valley, CA 92308

모도 농장····················································(714)313-5999

와일드 블루 농장·······································(714)240-1671

Modo Organic Farm
35000 Indian Tr., Helendale, CA 92342

Wild Blue Farm
4801 Walnut Rd., Phelan, CA 92371

미션 가든 서플라이···································(909)620-7099

왕매실 농원················································(213)265-2924

Mission Hydroponics
1236 E. Mission Blvd. Pomona, CA 91766
9113 Fort Tejon Rd., Littlerock, CA 93543

2843 Duncan Rd., Phelan, CA 92371
우리 대추 농원··················································(213)219-7466
Wuri Packing, Inc.
34034 Wilshire Rd., Lucerne Valley, CA 92356

베델농장·····················································(213)435-3006

정씨네 청매실 농장···································(213)500-3238

Bethel Farm
5183 Hwy 138, Phelan, CA 92371

Ranch StarMountainLove
2828 Duncan Rd., Phelan, CA 92371

미주 자연농선교회····································(714)334-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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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 트레이딩········································(212)819-3334
Jc Trading
31026 Laramie st., Lucerne Valley, CA 92356

장스 패밀리 농장·······································(213)210-8645
Jang’s Family Farm
10707 Office Rd., Lucerne Valley, CA 92356

정스 농장····················································(714)833-9575

Riahn Hair & Nail·13295 Spring Valley Pky. #F, Victorville, CA
92395

무지개 미용실············································(213)500-6523
Rainbow Hair Salon
10710 Valle Vista Rd., Phelan, CA 92371

영김 헤어스타일리스트····························(760)912-7318

Jungs Farm
11446 Midway Ave. Lucerne Valley, CA 92356

Blazing Scissors
13728 Hesperia Rd., Victorville, CA 92356
 빨래방 

캠브리아 농장············································(213)321-6761

필랜 빨래방················································(760)868-8800

Cambria Farm
36990 Cambria Rd., Lucerne Valley, CA 92356

Phelan Laundromat
3936 Phelan Rd. #A6, Phelan, CA 92371
 보험 

팜추리 농장················································(714)797-9000
Palm tree Farm
5445 Duncan Rd., Phelan, CA 92371

필랜 농장····················································(213)505-2687

뉴욕 라이프(황용웅)··································(213)351-3016
New York Life Insurance Co.
3550 Wilshire Blvd. #1750, LA, CA 90010

Phelan Farm
3838 Phelan Rd., Phelan, CA 92371

뉴욕 라이프(Young-Ah Lee Massena)··(949)400-9183

하이데저트 꿀배농장································(760)230-5207

골드웰 보험················································(310)795-3983

234 Sacramento Rd., Pinon Hills, CA 92372

해밀 농원····················································(213)820-9881

Goldwell Insurance Services
3130 Wilshire Blvd. #310, LA, CA 90010

1168 Smith Rd., Phelan, CA 92371

최영 Income Tax Free Advisor·················(213)798-7080

헤브론 농원················································(626)513-1352

Income Tax Free Advisor·15251 Seneca Rd. H-91, Victroville,
CA 92392

Hebron Farm · 6542 Brawley Rd., Phelan, CA 92371
 단체 

6300 Wilshire Blvd. #2200, LA, CA 90048

한현자 보험················································(760)780-5990

가주 특수작물 영농조합···························(714)240-1671
루선밸리 대추 영농조합···························(213)604-6717
빅토밸리 한인회········································(760)900-3595

Hyun Ja Han Insurance
15854 Apache Plume Ln., Victorville, CA 92394 Lucky
 부동산 

Victor Valley Korean-American Association

김한수 부동산············································(760)954-5701

빅토밸리 한인상공회의소························(760)954-5701

UIG Realty
14450 Park Ave., #110, Victorville, CA 92392

Victor Valley Korean Chamber of Commerce

필랜 영농조합············································(213)255-8771
사마리탄 동물병원····································(760)240-6000

럭키 부동산················································(760)880-1004

골프 동호회················································(760)985-4725

Lucky Realty
10223 Phelan Rd., Oak Hills, CA 92344
뉴스타 부동산·····················································(760)810-8888
Steve KIm
15637 Bonanza Rd., #D, Victorville, CA 92392

14560 Palmdale Rd., Victorville, CA 92392

비스타 부동산············································(760)792-6767

버디회·························································(951)741-3393
빅토밸리 사랑방모임································(760)985-4725

Vista Realty
15888 Main St. #104, Hesperia, CA 92345

14560 Palmdale Rd., Victorville, CA 92392

샌드라 영 김 부동산··································(714)749-4988

상록수 바둑 스포츠클럽···························(760)987-6989

Team Spirit Realty
10681 Foothill Blvd., #297, Rancho Cucamonga, CA 91730

Samaritan Animal Hospital
20258 Hwy18 #450, Apple Valley, CA 92307
 동호회 

5224 Bonanza Rd., Victorville, CA 92392
 물가게 

필랜 물가게················································(760)885-3109
Warter Mart·············3936 Phelan Rd. #B, Phelan, CA 92371
 미용실 

리안 미용실················································(760)490-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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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부동산····················································(714)606-5662
Top Realty
9850 Valle Vista Rd., Phelan, CA 92371

황신혜부동산·············································(213)944-5600
Team Spirit Realty

Marketplace Directory

스시 아루····················································(760)245-1113
Sushi Aru
15685 Roy Rogers Dr. #306, Victorville, CA 9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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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래각·························································(760)241-7023
House of Joy
14745 Palmdale Rd., Victorville, CA 92392
 은행 

Bank of Hope············································(909)919-7755

3700 Wilshire Blvd. #1008, Los Angeles, CA 90010

Rancho Cucamonga Branch
8045 Archibald Ave. #100, Rancho Cucamonga, CA
91730
 아트/스튜디오 

A-One Realty·············································(760)880-1077

예술사랑·····················································(909)573-9929

Joann Kim
9975 Del Sol Ave., Phelan, CA 92371

Love Art Studio
15551 Cajon Blvd., San Bernardino, CA 92407

J&T 부동산··················································(760)912-2288

김원실 아트 스튜디오·······························(714)329-0764

Edward Park
 분재원 
김스 분재·························································(760)949-7500
Kim’s Bonsai Nursery·8575 Phelan Rd., Phelan, CA 92371

Won Sil Kim Art Studio
8050 Riggins Rd., Phelan, CA 92371

문스 분재····················································(424)777-5067
Moon’s Bonsai Nursery
14375 Riggins Rd., Phelan, CA 92371
 솔라에너지 
ANS 솔라···························································(760)552-2454
ANS Solar
2071 S. Lynx Pl., Ontario, CA 91761

제이제이 가든 & 아트 갤러리··················(626)808-6073
JJ Garden & Art Gallery
7535 Rancho Contento Dr., Wrightfwood, CA 92397
 조경 

백스 조경····················································(310)933-0005
Paek’s Landscaping
5445 Duncan Rd, Phelan, CA 92371
 치과 

스마일 치과················································(760)243-5437

유니텍·························································(310)710-0924

Smile Dental·14238 Valley Center Dr., Victorville, CA 92395

UinTech
3600 Wilshire Blvd. #706, Los Angeles, CA 90010
 세탁소 

장윤호 치과················································(760)242-8881

앰버 클리너················································(760)241-8751

VIP 치과·······················································(760)952-2102

Amber Cleaner················································································
13738 Bear Valley Rd. #B-4, Victorville, CA 92392
 식당 

VIP Dental
16200 Bear Valley Rd. #105, Victorville, CA 92395
 택시 

넓은벌 동쪽················································(760)389-2200

필랜 관광택시············································(213)447-0868

13910 CA-138, Hesperia, CA 92345

도쿄 스시····················································(760)955-7123

Phelan Tour Tax
 펫샵/구르밍센터

Tokyo Sushi 14741 7th St. #A, Victorville, CA 92392

와우 피시 앤드 펫······································(213)268-0559

레드 망고····················································(760)868-6006

Wow Fish & Pet
14560 Palmdale Rd. #7, Victorville, CA 92392

Red Mango Grill & Sushi
4037 Phelan Rd. #E, Phelan, CA 92371

마운틴 탑 카페···········································(760)249-4811

YoonHo H. Chang, D.D.S.
18564 Outer Hwy18 North #302, Apple Valley, CA 92307

해피 강아지 그루밍···································(760)784-9090

Mountain Top Café
7637 CA-138, Phelan, CA 92371

Happy Dog Grooming
13295 Spring Valley Pkwy. #1, Victroville, CA 92395
 한의원 

웰빙 순두부················································(760)241-8888

태한의원(콜튼 분원)··································(949)812-9457

Well-being Korean Restaurant
15024 Bear Valley Rd.,Victorville, CA 92392

Tae Oriental Medicine Clinic
556 W. Valley Blvd., Colton, CA 9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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