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대추 수확기 새 쫓는 첨단 드론 띄운다
● 10년 간 쓴 유기농 텃밭일지 - 양파
● 원예아트 - 다육이 수경재배
● 하이데저트 부동산 트렌드
● 고영아 ‘이달의 꽃과 나무' - 국화와 코스모스
● 윤광준 신 생활명품 - 페닥 깔창
● 여행 - 비숍 가을 단풍 구경

10

October 2019

㎷ὗ〓䏃#㕯ᾈ⃟㱓#㥣㔷䑄#㎯プ㔷###
җनਊਸઁੌਃೞѱৈӝח-"ઙѤ୷ഥࢎоೞؘীࢲࢲ࠺झܳद೮णפ
ೞؘৈ۞ٜ࠙ԋੋࢎৢ݀פ
࠶ܖఫѤࢸੑ פѤ୷ীҙೠݽٚੌਸ೧Ѿ೧ܻ٘ѷणפੌࢿبबԈ࢚߂दҕ೧ܾ٘Ѫਸডࣘ٘݀פ

ࢲ࠺झ࠙ঠ
Üࢸ҅BNQ٣ੋm1MBOOJOHBNQ%FTJHO
Üन୷ҕࢎm/FX$POTUSVDUJPO
Üૐ୷ҕࢎm#VJMEJOH"EEJUJPO
Üܻ݂؛ݽҕࢎm)PVTF3FNPEFMJOH
Üपղ߸҃m*OUFSJPS3FOPWBUJPO
Ü505"-#6*-%*/(4&37*$&
Ü3&4*%&/5"*$0..&3*$"-*/%6453*"-

EOXHWHFK#EXLOG#+ェ⭻䏠#ἇ㎷,

ച
ੌݫCMVFUFDICVJME!HNBJMDPN
(&/&3"-#-%($0/53"$503$"-JD ࣗ/JFMTPO3E1IFMBO $"

ࢲ࠺झই۪؛షhܻߖࢶܖh۪ੌؘhझಕܻইh߄झషhৠ൧hগߖܻh࠻ష࠽hೖ֤൧hےhےୡކоh࢞ߡա٣֢hझ݂ߖܻhೞؘ

October 2019  Vol. 34

Editor’s Note
11월부터 디지털 매거진으로 전환
2017년 창간하여 3년 간 종이 매거진과 Pdf 파일로 출간해 오던 <자연이 가득한 집>이 11월부터 디
지털 매거진으로 전환됩니다.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읽는 시대가 됐습니다. 종이 매거
진은 커버하는 지역이 한계가 있습니다. LA, OC, 기타 다른 주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매거진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매거진은 빅토밸리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정보 및 농장 홍보, 전원생활을 위주로 취재, 보도
해 왔습니다. 이제 전국을 커버하는 매거진으로 발돋움합니다. 디지털 매거진으로의 전환은 <자연> 매
거진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광고용 게시판 신설
<자연> 매거진의 웹사이트는 www.koreanvalley.net 입니다. 웹사이트 내에 광고용 게시판을 신설
합니다.
필랜 빅토빌 지역농산물의 주 소비자는 빅토밸리 주민이 아닙니다. 전국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이 지
역에서도 매실과 대추, 도라지 등을 전국으로 홍보하는 농장은 판매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한국
에서도 농산물을 SNS를 통해서 판매하는 '스마트 농부’만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병원, 부동산, 보험 광고도 필랜 빅토빌 지역으로 이주할 예비주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동네장사 보다는 넓은 시장을 겨냥해야 합니다.

매월 2000명이 넘는 온라인 독자 확보
<자연> 매거진은 그동안 신문과 온라인을 통해 홍보를 지속해온 결과, 월 2000명이 넘는 온라인 독
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매거진으로 전환하면 온라인 독자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카카오톡
과 페이스북을 통해 연결되는 ‘네트워크 효과’를 생각하면 훨씬 많은 독자들이 <자연> 매거진을 구독
하고 있습니다. 월간 독자 1만 명이 될 때까지 계속 전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연이 가득한 집> 발행인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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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사진: 대추가 익어가는 계절이다. 루
선밸리는 한인들의 대추 농장이 밀집돼 있
는 지역이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추
(jujube) 산지이기도 하다. 하이데저트 사
막지역에 한인들이 일구어온 결실이다. 주
주플 농장의 아기 주먹만한 대추가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
자연이 가득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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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리 라이프 스타일

Country
Lifestyle
빅토밸리 한인회(회장 스테파노 김)가 주최한 추석잔치
가 지난 21일 모하비 내로우 파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자연이 가득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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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쫓는 첨단 드론 띄운다
루선밸리 대추영농조합, 비행술 시험

시범 비행 중인 ‘새 쫓는 드론’.

인공지능 프로그램 2년 내 실용화 가능
대추 낙과도 그물로 수확가능성 테스트
루선밸리 대추영농조합(회장 정

는 “새 쫓는 드론 개발팀에 합류하

드론을 날려야 하는 수동적 단계라

화영)은 지난 19일 서니웰팜에서 '

게 된 것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됐다.

새 쫓는 드론' 시범 행사를 가졌다.

다.
농장에서 일단 자료를 수집한 후

추나무 아래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최로 열린 이번 시범 행사는 대추

다음 단계의 개발을 진행하겠다.

어떤 짐승이 피해를 입히는 지 조

수확기의 새 피해를 줄이기 위한

AI(인공지능)가 새를 인식하여 쫓

사 중이라고 밝혔다. 새 피해는 물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아가는 프로그램은 2년 내 가능할

론 설치류 등 다른 짐승에 의한 피

대거 투입된 것이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해도 파악 중이다.

대추 수확기에 새 피해가 수확량

보어맨 박사는 스마트폰을 이용

또 CCCD의 루이스 시에라는 “대

의 1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기

하여 드론을 작동, 직접 새를 쫓는

추 수확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두

때문이다.

시범을 보였다. 현재는 짧은 배터

가지다. 하나는 새 피해, 또 다른 하

리 수명과 사람이 새를 쫓기위해

나는 낙과다. 그동안 새 피해를 줄

조류학자인 윌리엄 보어맨 박사

10

팀 쉴즈 대표는 한인 농가의 대

USDA(미 농무부) 산하 NRCS 주

자연이 가득한 집

드론시범 비행

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 루이스 시에라(CA 코오퍼레티브

지만 큰 효과를 보지못했다. 이번

이번 드론 시범에는 대추영농조합 임

디벨럽먼트센터 부디렉터), 엘리자베

드론 테스트가 현실화되면 효과를

원 및 회원을 비롯하여 팀 쉴즈(휴먼

스 비컴(NRCS 토양보존가), 척벨(모

볼 것으로 기대한다.

에이비안 페스트컨트롤) 대표, 윌리엄

하비데저트 자원보존 위원회장) 등이

보어맨(자원보존 연구 및 컨설팅) 박

참석했다.

또 수확기 대추 낙과문제는 그물
로 수확하는 방법과 살균하는 방
법을 강구 중이다.
두 농가에서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다.
대추 새 피해 대책 연구팀은 한
인농가에서 연락을 주면 언제든지
방문해 함께 연구할 준비가 돼있
다고 강조했다.
이 팀은 한인 대추농가를 돕기위
해 미 농무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윌리엄 보어맨박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드론을 작동하는 모습과 참석자 및 조합 임원진의 기념촬영.

자연이 가득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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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양파재배는 지역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인다. 우리 밭에서는
이제 겨울을 나고 잘 자라기 시작하는 4월에 벌써 햇양파가
시장에 나온다. 이처럼 재배시기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채소이므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파종 및 아주심기를 해
야 한다. 겨울의 기온이 영하 5℃ 이하로 자주 내려가는 지
역에서는 아주심기를 10월 상순에 하여 추위가 오기 전에 뿌
리가 성장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언젠가 너무 늦게 양파를 심
어 겨울에 밭이 얼면서 뿌리가 들떠 거의 말라 죽은 적이 있다.)

10년간 내손으로 쓴 유기농 텃밭일지 [21]
‘텃밭백과’를 지은 박원만은 1962년 경남 울주군의 농촌에서 태어났다. 1남1녀
를 둔 평범한 가장으로 현재 한국원자력 연구원 책임연구원이다. 10여 년째 텃밭
을 가꾸며 직접 재배한 작물의 사진을 찍고, 자라는 과정을 기록하여 책을 펴냈다.
저자가 ‘자연이 가득한 집’ 독자들을 위하여 책에 수록한 사진을 직접 제공했다.

재배시기
분류 : 백합과
원산지 : 이란, 서파카스
탄, 중앙아시아
지중해연안 이라는 설이
있음.
재배지역 : 한국(남부),
전 세계
특징 : 서늘한 곳에서 재
배
물 빠짐이 잘되면서 수분
보존이 잘 되는 밭 선정
싹이 트는데 빛이 적어야
함 (호암성종자)
산성을 아주 싫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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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 및 모종준비

말농장에서 조금 기르는 정도는 종자

양파씨앗은 주변의 종묘상이나 지

를 구입하기 보다는 종묘상이나 전통

역의 단위농협매장(농기구, 농자재 등

5일장에 나오는 모종을 구입하여 심는

을 취급하는 농협)에 가면 구할 수 있

편이 좋다.

다.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어떤 종류의

양파 모종은 지역의 날씨에 따라 아

양파를 심을 것인가 알아보는 것이 좋

주심기에 적당한 시기에 나오게 된다.

다. 그것에 따라 종자의 준비가 달라진

그러나 적색이나 흰색 양파는 시중에

역사 : 조선말 미국과 일

다. 보통 많이 재배하는 노란색 계통,

서 모종 구하기가 어렵다. 보통은 대파

본으로부터 도입

붉은 계통, 흰색 계통 등 다양한 종류

모종과 같이 묶어서 판매하는 것과 트

의 양파가 있다. 소규모의 텃밭이나 주

레이포트에 모종을 길러 판매하는 2종

자연이 가득한 집

텃밭백과

류가 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묶음

에서 보내게 되므로 밑거름을 다른 채

모종은 판매가 되지 않고 400구 트레

소에 비해 많이 넣어야 한다. 특히 뿌

이 모종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리채소이므로 인산과 칼륨 성분이 있
는 쌀겨와 재로 만든 퇴비를 넣어 주는

모종 기르기

것이 좋다. 밭을 일구기 1주 전에 석회

나의 경우 다른 종류의 백합과(부추,

를 조금 뿌리고 살짝 뒤집어 주고, 아주

파)에 비하여 양파모종이 제일 가꾸기

심기 1-2주 전에 퇴비를 1m2 당 4kg

힘들었다. 아직까지 성공한 재배를 한

정도와 깻묵 4컵(800g) 정도를 넣고 일

번도 해 본적이 없어 이렇다 할 말이 없

구어 둔다.

다. 3년 연속 모종 기르기에 실패를 하

참고사항

시판하는 양파 모종

반드시 석회를 1m2 당

다 최근에는 아예 많은 씨앗을 파종하

100g 정도를 넣어준다. 양파는 10월에

고 자주 물도 주고 하니 어느 정도 모

아주 심어 이듬해 5월 말 이후에 수확

종을 건질 수 있었다. 대부분의 모종이

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길러야 한다.

성장 초기에 모잘록병(입고병) 때문에
말라 죽어 버린다. 그냥 두면 거의 80%

아주심기

이상이 이 병에 걸려 죽어 버리고 나

퇴비를 넣고 일구어둔 밭에 폭이 1m

머지가 살아난다. 그래서 씨앗을 많이

높이가 5-10cm 되는 두둑을 만든다.

뿌리면 모종을 건질 확률이 높아진다.

두둑에 깊이 7cm 정도로 골을 파고

파종 5일 만에 짚을 걷었다.

12-15cm 간격에 하나씩 양파 모종을
파종골은 호미로 10cm 정도 폭으로

놓고 흙을 덮어 똑바로 세우면서 심는

만들고 1-2cm에 하나의 씨앗이 떨어

다. 줄 간격은 25cm 정도를 유지한다.

지게 뿌리고 흙을 얇게 덮는다. 파종 후

트레이 모종은 심기 전에 반드시 물을

짚으로 덮고 물을 흠뻑 뿌려주고 2-3

흠뻑 뿌려주었다 3-4시간 지난 후 뿌

일 뒤에 다시 물을 준다. 이후에 5일 정

리가 상하지 않게 조심해서 뽑아 심는

도 지나면 싹이 올라오는 것이 보일 때

다. 아주심기가 끝나면 물을 흠뻑 뿌려

덮어둔 짚을 제거하고 해거름에 물뿌

주어 뿌리 깊숙이까지 물이 쓰며들도

리개로 물을 준다. 발아는 아주 잘 되

록 한다.

체로 흙을 쳐서 덮어주었다.

는 편이고 자라면서 땅강아지가 지나
다녀 뿌리가 들뜨고 말라죽는 것이 조

자라는 모습

금씩 보인다.

양파를 심고 시일이 조금 지나면 지

주의사항 모종을 기르다 보면 모잘

역에 따라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 양

록병에 많이 없어지고 그나마 남아 있

파는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하지만 기

는 모종밭을 두더지가 돌아다니면서

온이 5℃이하로 내려가면 성장이 거의

또다시 힘들어진다. 그리고 많이 돋아

중지된다. 그러다 12월이 되면서 영하

나는 풀을 정리하는 것이 힘들다. 그래

로 내려가는 긴 겨울에 양파는 잠자듯

서 조금 기르는 것은 모종을 구입하는

이 땅에 엎드려 겨울을 난다. 늦가을에

것이 훨씬 수월하다. 모잘록병을 예방

조금자란 양파 잎조차 혹독한 겨울의

하려면 연작을 피하고 한번 재배한 곳

추위에 꼭대기 부분이 얼어 말라버리

에서 병원균이 줄어드는 기간을 두고

고 긴 겨울잠에 동참을 한다. 생명을 겨

다시 재배한다.

우 유지하는 듯 긴 겨울을 보내게 된

파종 1개월, 거의 말라죽었다.

다. 겨우내 뿌리가 약한 양파는 밭이 얼
아주 심기 준비
양파는 밭에서 비교적 긴 기간을 밭

어 들뜨게 되면 그나마 말라 죽게 된다.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이 되면 활발

양파 모종밭의 풀, 10월 초순
자연이 가득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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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명활동을 시작하는 모습이 보인
다. 이 모습을 보여주려 그 긴 겨울을
인내하며 지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왕성한 성장을 보여준다.
봄기운이 완연한 5월이 되면서 햇빛
이 비치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기온
양파 모종밭의 두더지 흔적

도 양파가 자라기 적합하게 변한다. 이

4월 말의 양파밭

때는 양파 잎도 점차 짙은 녹색으로 변
하고 뿌리가 발달하여 알뿌리가 생기
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건조한 봄기
운이 계속될 때 보답이라 하듯 잘 자란
다. 양파는 건조 보다는 습기를 좋아하
므로 자주 물을 주면 좋다. 5월 말이 되
면 다 자라 더러 줄기가 쓰러지는 양파
가 보이기도 한다.
양파 모종 심는 모습

5월 초 양파밭

수확 및 갈무리
양파의 수확은 5월 중순 이후로 줄기
가 쓰러지는 포기를 뽑아 이용하면 된
다. 그러다 전체 줄기의 60-70%가 쓰
러지면 한꺼번에 뽑아 수확한다.
양파는 수확 직후 한꺼번에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수확 직후 이용할 만
큼만 줄기와 뿌리를 잘라 갈무리하고
6주 지난 모습, 짚을 썰어 덮어준다.

나머지는 줄기째 묶어 그늘에 달아두

5월 말의 양파밭

면 12월 초까지는 이용할 수 있다. 집
안에 들여 놓으면 겨울에도 신선한 양
파를 즐길 수 있다. 나의 경우는 12월까
지 밭에 달아둔 양파를 모두 이용하고
싹이 난 양파를 다시 밭에 심어두고 이
듬해 봄에 잎양파로 이용하거나 늦봄
에 알뿌리로 수확하여 이용하고 있다.
참고사항 4월 중순 이후에 양파를 뽑
2월, 서리를 맞은 양파밭

아 잎과 뿌리를 대파처럼 이용해도 된

줄기가 쓰러져 수확시기를 알리는 양파

다. 줄기가 쓰러지는 시기까지 계속 이
용할 수 있다.
웃거름주기 및 풀 관리
양파는 10개월에 육박하는 긴 기간
을 밭에서 자라는 채소이다. 아주 심은
초기에는 성장이 둔한 편이라 밑거름
3월 말의 양파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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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넣어둔 양으로 충분히 잘 자란다.

양파 수확

텃밭백과

에 강한 채소라 자부한다. 텃밭에서 조
금 기르는 정도는 병충해가 별로 염려
되지 않는다. 수확기에 양파에 벌레(고
자리)가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
다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조금 특이
한 채소인 양파를 길러 이웃에 자랑하
기에는 그만이다. 다만 임대 또는 봄에
묶어서 그늘에 두면 12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분양받는 주말농장에는 길러보기 힘든

겨울에 웃거름으로 뿌려준 깻묵

채소라는 것이 안타깝다. 보통의 주말
농장 계약이 봄부터 가을이라는 기간
그러나 이듬해 봄이 되면 상황이 많이

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달라진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알

양파는 파종을 일찍 하여 굵은 모종으

뿌리도 키우려면 많은 거름이 필요하

로 길러 아주 심으면 이듬해 봄에 꽃대

게 된다.

가 올라오는 양파가 많아진다. 꽃대가

키가 너무 자라면 거름을 준다고 움직

올라온 양파는 알이 작으므로 이용하

일 때 양파 줄기가 다치게 되므로 4월

는데 불편하다.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초순 이전에 웃거름을 주도록 한다. 웃

농가에서는

거름을 제대로 주는 방법은 양파가 심

큰 모종을 버

겨진 줄 사이를 호미로 조금 파내고 완

리고 조금 작

숙퇴비를 뿌리고 흙을 덮어 주면 된다.

은 모종을 심

봄철 바쁜 와중에 이렇게 꼼꼼하게 웃

어 꽃대가 올

거름을 주기 어려우면 깻묵과 재거름

라오는 양파

이 있으면 양파밭에 흩뿌려 주면 된다.

를 줄이고 있

(쪽파의 웃거름주기를 참조) 양파밭에

다. 그러나 텃

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자라는 풀이

밭에서는 양

함께한다.

파 꽃을 구경

봄에는 가을에 싹이 튼 겨울 풀 때문
에 괴롭고 봄에는 돋아나는 냉이, 뚝새

양파와 함께 자라는 풀

꽃대가 생긴 양파와 보통 양파의 크기 비교

하는 즐거움
이 있으니 마음껏 길러도 좋을 것이다.

풀 등이 괴롭힌다. 풀이 많이 자란 상태
에서 풀을 뽑으면 양파도 함께 뽑히는

씨받기

일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풀이 어느 정

꽃대가 올라오는 양파를 씨앗을 받으

도 자라 우거지면 관리가 아주 힘들게

려 계속 두고 보았다. 보통의 대파와 비

되므로 어릴 때 약간씩 정리해주어야

슷하게 씨앗이 잘 될 것이라 예상하고

한다. 그렇다고 알뜰하게 풀을 매라는

막대도 세워 쓰러지지 않게 관리했다.

이야기는 아니고 양파가 자라는데 방

6월 중순에 꽃이 피고 이후에 오는 장

해가 될 정도로 방치하면 곤란해진다

마와 주변의 노린재가 꽃 봉우리에 붙

는 뜻이다. 풀은 베거나 뽑아서 양파 사

어 엉망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씨앗으

이에 다시 깔아 주도록 한다.

로 되지 못하고 말라 버린 꼬투리가 대

양파꽃, 6월 중순

부분이다. 아무런 시설 없이 양파씨앗
재배 주의사항

을 받는 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 내

양파는 모종을 구해 심는 시기만 맞추

년에는 꽃이 피고나면 망을 씌워 벌레

어주면 작은 알이라도 수확이 가능한

의 접근을 막아 씨앗이 되는지 관찰하

채소이다. 양파는 대표적으로 병충해

려고 한다.

양파 꼬투리, 7월 중순
자연이 가득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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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원예아트

선인장과 다육이 수경재배

물을 많이주면 죽는다는 선인장과 다육이를 물속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다육이 수경재배를 이번호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막이 고향인 다육이와 선인장. 이론

는 opuntia 손바닥 선인장)은 이제 탈진

상으로는 선인장도 다육식물군으로 분

되어 꽃을 피우고 죽을 준비를 합니다.

2)꺾꽂이는 짧게 잘라 꽂아야 활착이

류를 합니다. 보통 사막성 기후에서는 연

수정이 되어 열매가 달리면 한두달 지나

잘되지만 수경재배에 쓰이는 삽수는 좀

중 3-4개월 정도가 우기이고 8-9개월은

우기가 되어 열매가 크기 시작합니다. 우

길어도 활착에 지장이 없습니다.

거의 비가 오지않는 건기에 해당합니다.

기가 끝나면서 한국에서 사과처럼이나

3)에키베리아속과 같은 짧고 둥근 모

그 대표적인 예로 캘리포니아는 11월에

많이 애용하는 선인장 과일 투나를 수확

양은 건조시 뒤집어 말렸다 쓰면 됩니다.

서 이듬해 2월까지가 우기에 해당되며,

합니다. 이처럼 생명체는 물과 불가분의

이유는 단면이 바르게 놓을 시 습기가 올

멕시코 시티는 7월부터 11월까지가 우기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라오면 자른면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에 해당됩니다. 이 우기에 식물이 성장하

없는 용기에 담아 말렸다 꽂습니다.

4)용기에 심겨진 선인장이나 다육이

기에 옥수수를 심고 선인장인 노팔을 생

1.수경재배는 상처 부분을 충분히 건

는 흙을 털어낸후 뿌리를 거의 자른 후

산합니다. 비가 멎으면 12월부터는 건기

조시킨 후 물속에 꽂는 것이 키포인트

음지에서 1-2주 이상을 말린 후에 물에

가 시작되어서 땅속에 있는 수분이 고갈

입니다.

심습니다. 이때도 마른 용기에 세워두거

되는 3, 4월을 지나면서 그 광활한 산지

1)이때 식물이 좀 긴것은 햇볕에 굽어

나 종이컵 등에 담아 세워두면 좋습니다.

에 심겨진 노팔(한국에선 천년초라 불리

지게 되므로 세워서 말리거나 아예 물이

5)뿌리를 절단한 부위에 흙이 많이 묻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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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 아트

깔아서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수 있습니다.
4.식물의 고정:
수경용토에 심는 방법과 유리용기에 병입구를
오아시스로 고정하면됩니다.
5.수경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식물
선인장:접목선인장. 용신목. 금황환. 단모환.
유포르비아종류.금사자.용과 등등
노팔(천년초)
다육식물: 에키베리아속. 알로에속
갈란초에속.유포르비아종류 등
조직이 무른것은 부패하기가 쉽지만 조직이
단단할수록 잘됩니다.
이외에 식물들도 활용해보세요.
스킨답사스. 개운죽. 행운목. 스파디필름. 안스
리움
파킬라(머니트리) 드라세나종류( 행운목. 와
네키. 콤팩타.레몬나다. 바제나타. 엘레강스) 다
펜바키아. 페페로미아.자주달개비. 조란(트리처
스플) 등
6.수경재배의 관리 요령
1)광선: 충분히 받을수록 단단히 자라고 색상
도 곱게 나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볕
은 더운 여름 오후에는 커튼으로 가려두는게 좋
습니다.
2)물: 물은 뿌리와 줄기부분이 닿는 부위까지
어 있을 시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흙

만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면 이끼가

가 좋습니다. 부족할 때 보충해주세요. 이끼가 끼

을 제거하면 됩니다.

자주 끼게되어 깨끗하게 해주어야

어 흐려지거나 너무 오래되었다면 물을 교환해

5)죽은잎은 제거하고 씻을 시 상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머그팟등

주세요. 많이 채워두면 오히려 부패가 빨라질수

처가나지않게 흐르는 물에 씻으면

에 심으면 수경재배 인 것을 모르게

있으니 너무 많이 채우지 마세요. 물은 정수물

도움이 됩니다. 산세베리아나 돈나

되고 물의 상태를 볼 수가 없는 단점

을 사용하지 말고 수돗물을 사용하는게 좋겠습

무(GG)

이 있습니다.

니다.

6)물에

씻을

시는

살균제

(fungercide)나 5배수의 식초물을

3.수경재배 용토

이용해도 세균에 의한 부패방지에

물만으로도 기를 수 있지만 알록

도움이 됩니다.

달록한 색상을 원하거나 색다른 컨
셉의 용토를 원한다면 유리구슬 종

2.용기

류. 인조 플라스틱 구슬. 강모래. 개

투명한 유리용기는 식물의 상태

울돌. 조개껍질. 화산석. 벽돌조각.

를 전체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젤 등을 뿌리부분에 채우거나 밑에

이용우
중남미에서 20년간 접목 선인장 재배
현재 Cyma Orchid Corp.에서 디자인 담당
남가주 원예동호회 만들어 7년째 강의
문의: (310)251-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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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시골에서 텃밭하며 살란다 [10]
이명섭
저자 이명섭은 1952년생으로 각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퇴직했
다. 이후 경기도 여주에서 150평의 텃밭을 가꾸는 텃밭지기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시골에서 텃밭하며 살란다’ 이 책은 은퇴 후 텃밭을 가꾸며
사는 저자가 직접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다.

직장에서처럼 인맥 쌓기도 중요

지 등을 태워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바

하는 것이지 시중에 팔아서 수입을 올

람이 불지 않는 날을 택해서 조금씩 태

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봐

워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다.

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돈이

조심스럽게 태우고 있으면 자연스럽고

라도 텃밭을 통해 벌고 싶다면 방법이

안전하게 태울 수 있는 방법을 슬며시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알려준다.
도시에 있는 친지 중에서 희망하는

두 번째는 직장 내에서도 인맥이 중

토마토나 고추를 지탱하는 지주를

사람들에게 친환경으로 재배한 야채나

요하듯이 텃밭 재배에도 인맥이 필요

뽑기 위해 하루를 낑낑대며 손가락이

작물을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적당한

하다. 주변의 동네 분들은 농사를 전공

부러져라 힘을 쓰면서 용을 쓰고 있으

수준의 사례를 받는 것이다. 도시에 살

했고 수 십 년간의 농사 노하우를 가진

면 망치로 한 두번 두드려 박아주고 나

면서 믿을 수 있는 무농약 야채나 농산

분들로서 이분들과의 교류는 텃밭의

서 빼면 쉽게 빠진다는 노하우를 지나

물을 사서 먹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

가는 말로 툭하니 던져 가르침을 준다.

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이나 암 등으로

이분들과 인맥을 쌓기 위해서는 “

이런 노하우는 책에서는 볼 수 없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염되지 않은

먼저 인사하기”, “겸손함”과 같은 자세

직접 경험에서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

야채를 먹는 것이 치료나 회복에 도움

가 필요하다. “내가 왕년에…” 하는 생

에 주변 분들과의 인맥관리를 통해서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은 의외

각은 버려야 한다. 왕년에 한가락 하지

만 습득할 수 있는 지혜가 된다.

로 환영을 받을 수도 있다.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름대로 관
련 분야에서는 한가락을 했다는 자부
심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왕년
에 무엇을 했건, 어떤 높은 위치에 있

본인 먹거리 충당이 목적이지만
적은 돈이라도 버는 방법을 찾아
야

었건 텃밭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고 도
움도 안된다.

경험으로 본다면 조그만 텃밭이라고
하더라도 수확기가 되면 한 가족이 먹
고도 다른 3~5가구에 줄 수 있는 정도
의 분량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3~5

세 번째는 텃밭을 평생직장으로 받

가구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아들이기 위해서는 텃밭에서 많든 적

다만, 보내줄 야채나 작물을 정하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면 괴롭고 힘

든 수입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말고 수확되는 상황을 보면서 야채나

들듯이 텃밭에서도 주변 분들로부터

있다. 그러나 수입을 올리는 것이 목적

작물을 적절하게 선택해 보내줄 수 있

왕따를 당하면 생활하기가 힘들어진

이라면 텃밭이 아닌 본격적인 농사를

도록 사전에 합의해 두어야 한다. 농사

다. 그리고 잘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을

지어 판매해 수익을 올려야만 할 것이

를 전업으로 하는 대규모 전업농이 아

때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받을

다.

니라 규모가 크지 않은 취미농 텃밭이

수도 있다.
텃밭을 하다 보면 잡초나 작물의 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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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은 어디까지나 가족의 먹거리를

기 때문에 수확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충당하는 범위의 재배나 수확을 의미

수도 없고 때에 따라 잘되는 작물이 있

나는 시골에서 텃밭하며 살란다

는가 하면 잘되지 않는 작물도 있는 만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하면 조

도 밭에서 뽑아서 흙이 묻은 채로 보내

큼, 보내줄 작물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

합의 체제로 만들어 나가도 될 것 같다.

주면 아파트에서 손질하다가 자칫하면

텃밭을 가꾸면 수확기에 나오는 작

하수구 구멍이 막힐 수도 있다는 이유

야 한다.

물은 은퇴자 부부나 가족이 주체할 수

로 귀찮아 한다.

만약 야채나 작물을 사전에 정해둔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온다. 그렇다고

다면 날씨나 기후에 따라 수확을 할 수

버릴 수도 없고 해서 도시의 지인이나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이라고 해서

없게 되는 경우에는 약속한 작물을 보

자식에게 택배로 보내주기고 하지만

모두에게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낼 수 없게 되고 신뢰를 잃을 가능성도

작물을 보내주면서 택배비용까지 부

런 농산물을 정말로 절실히 필요로 하

있다. 또한 무리하게 수확을 하려고 하

담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를 계속하

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

다 보면 최상의 상태가 아닌 야채나 작

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는 것이 중요하다.

물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 역

또한 택배비용을 감안하면 그냥 그

시도 상대로부터 믿음을 얻지 못하게

돈으로 도시에서 사먹는 편이 나을 수

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도 있다.

좋은 농산물을 바로 바로 필요로 하
는 가정이나 사람들에게 보내줄 수만

도시에 사는 자식들은 대부분 맞벌

있다면 국민건강에 좋은 일이 될 것이

이런 형태가 제대로 정착만 된다면

이 부부로 추가로 손질 해야만 하는 먹

고, 텃밭을 가꾸는 사람은 최소한의 경

텃밭을 가꾸는 사람도 일정한 수입을

거리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다. 슈

제적 비용을 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올릴 수 있어 좋고 무농약으로 재배한

퍼마켓에 가면 적당한 양을 부부가 간

좋은 일이다.

농산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믿고 먹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손질이 완벽이

이제부터는 정부에서도 이런 측면을

을 수 있는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 쌍

끝난 먹거리를 쉽게 살 수 있는 만큼,

감안해 텃밭작물을 제공받기를 희망하

방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형

시간에 쫓기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그

는 가정과 텃밭을 가꾸는 가정을 연결

태가 될 수 있다.

편을 훨씬 선호하게 된다.

시켜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관심

요즘 다섯 사람만 모이면 조합을 손

도시에 있는 지인들에게 보내 주어

을 둘 필요가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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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부동산

하이데저트 지역 주택거래 현황 [2019년 8월 기준]
하이데저트 지역에서 지난 8월 판매된 주택 중간 가격은 26만2000
달러, 마켓에 나온 주택 수는 1082채, 지난 달 판매된 주택은 386채,
가격은 전년대비 4.8% 올랐다. 스퀘어피트당 평균 가격은 148달러.
지역별로는 애플밸리, 스프링밸리 레이이크, 라이트우드를 제외한 지
역이 1%~23% 올랐다.
자료=Coldwell Bankers Home Source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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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Life

오개닉 라이프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는, 포장지 없는 제로웨이스트숍(zero waste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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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꽃과 나무

가을꽃, 국화와 코스모스
고영아 <언론인·조경전문가>

국화와 코스모스가 아름다운 철이

고나면 너무 많이 잘라내지 말고 꽃과

코스모스는 한해만 심어놓으면 해마

다. 값이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귀한

꽃대를 가볍게 잘라낸다. 화분의 국화

다 씨가 떨어져 혼자서 여러 곳으로 퍼

식물이 아니면서도 기온이 쌀쌀해지게

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잎이 그냥 남아

지면서 자란다. 여름에 시작해 가을에

되면 이 두가지 꽃은 선명한 빛깔로 가

있어야 한다. 새것이 나오기 시작하면

걸쳐 보랏빛과 자색, 흰색, 옅은 보라

을정원을 아름답게 장식해준다.

오래된 잎은 잘라버리고 새로 나오는

색, 분홍색 등 다양한 꽃이 풍성하게 핀

것보다 위쪽에 있는 꽃대는 없앤다.

다. 2피트 반에서 3피트 정도 키가 크

너서리에서는 국화를 연중 내내 팔
고 있기 때문에 너서리에서 사온 첫해

요즈음 길을 지나면서 골목 안 집 앞

지만 8피트까지 크는 것도 있다. 한군

에는 계절과 관계없이 꽃을 보게 되지

정원마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꽃이 코

데에 많이 모여 있으면 깨끗하고 정겨

만 그 다음해 부터는 사이클에 맞추어

스모스다. 무더기로 모여 피어있는 코

운 꽃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다. 꽃이

가을철에 접어들어야 꽃을 볼 수 있게

스모스는 한국의 시골역이 아니더라도

크고 색깔이 선명한 코스모스를 원한

된다. 꽃의 빛깔도 크림색과 흰색, 노란

어린 시절과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꽃

다면 ‘소나타(Sonata)’를 구해서 심으

색, 자색, 보라색 등 다양하고 꽃의 크

이다.

면 된다.

기와 모양도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국
화 향기에는 가을 정서가 가득 담겨있
어 국향만으로도 가을을 감지할 수 있
게된다.
땅에서 자라는 국화는 꽃이 지고나
면 6인치에서 8인치 정도를 남겨두고
잘라낸다. 내년 봄 새줄기가 올라오면
3월에 캐내어 오래된 뿌리는 버리고 새
로 심어 건강한 식물로 새로 시작한다.
그냥 두면 너무 넓게 퍼지면서 모양도
보기에 좋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
한다. 화분에서 자라는 국화는 꽃이 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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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꽃과 나무

10월에 심을 일년초와 다년초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가, 정원의 조건이 어떠한
가에 따라 이미 지난 달에 여름꽃에서 겨울꽃으로
바꾼 사람도 있고 바꾸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10월은 일년초와 다년초를 바꾸어 심을 가장 좋
은 달이다. 아직 꽃밭과 화분에 웜시즌 일년초가 그
대로 있다면 이달이 다 가기 전에 모두 뽑아버리도
록 한다.

➊

일단 뽑아내고 나서 흙에 개량재와 비료를 섞은
후 겨울과 봄에 꽃이 피는 것들의 모종을 심든지 씨
를 뿌린다.
쿨시즌 꽃으로 지금 모종을 할 꽃들은 칼렌듈라
(Calendula), 시네라리아(Cineraria), 시클라멘(Cyclamen), 델피니움(Delphinium), 플라워링 캐비지
(Flowering Cabbage), 플라워링 케일(Flowering
Kale), 다이앤더스(Dianthus), 캔디터프트(Candytuft-Iberis sempervirens), 팍스글로브(Foxglove),
네미지아(Nemesia),
(Pansy),
rose),

팬지

프림로즈(Prim스냅드래곤(Snap-

dragon), 스탁(Stock), 스윗

➋

윌리엄(Sweet William), 스

➌

윗 바이올렛(Sweet Violet),

➍

바이올라(Viola) 등이 있다.
지금 씨를 뿌려서 크리스
마스에서 봄까지, 길어지면
여름까지도 꽃을 볼 수 있는
것도 있다.
아프리칸 데이지(African
daisy), 칼렌듈라, 캘리포니
아 파피, 글로브 캔디터프
트(Globe candytuft-Iberis

사진설명: ➊ 네미지
아, ➋ 다이앤더스,
➌ 칼렌듈라, ➍ 시네
라리아, ➎ 시클레멘

➎

umbellata), 접시꽃(Hollyhock),

활련(Nasturtium),

스냅드래곤, 라바테라(Lavatera), 리나리아(Linaria)
등이다. 칼렌듈라의 경우 눈에 잘 뜨이고 더 아름답
게 보이기 위해서는 키가 작은 종류보다는 ‘패시픽
비유티(Pacific Beauty)’처럼 키가 큰 종류를 심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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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혹 어떤 분은 자신이 가입을 원하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의 자격과 가입(3/3)

는 플랜이 대형 회사가 아니라서 걱정 하
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런 걱정하실 이
유가 없습니다. 메디케어 비지니스는 엄

메디케어 수혜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

• 자가 면역 질환 (Autoimmune disor-

청나게 통제를 받는 비지니스입니다: 큰

지 플랜(Medicare Advantage; 우월보

ders)

회사나 작은 회사나 CMS로 부터 똑같은

험) 을 통하여 더 많은 메디케어 혜택을

• 심 혈관 질환 (Cardiovascular disor-

통제를 받습니다. 단지 작은 회사는 큰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으나 가입과 탈퇴

ders)

회사와 경쟁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더 많

를 할 때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만성 심장 마비 (Chronic heart fail-

은 헤택을 주겠지요. CMS는 가입자가 절

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ure)

대로 피해를 보지 않게 철저한 통제를 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 한 경우, 수혜자는

• 만성 폐 질환 (Chronic lung disor-

고 있습니다.

특별 등록 기간 (SEP; Special Election

ders)

(G). 메디케어 수혜자가 어드벤티지 플

Period)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유효한

• 당뇨질환 (Diabetes mellitus)

랜 가입의 결격 사유가 생길때, 가입자는

기간 내에 추가로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

• 기타 만성 지병

어드벤티지 플랜을 취소 해야 합니다. 예

입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명심 하실 점

(D). 메디케어에서 인정하는(creditable)

를 들면 파트 A나 B를 해지할 경우가 이

은 각 경우에 따라서 SEP유효기간이 있

처방약 보험이나 종업원 건강보험을 취

에 해당 합니다.

다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AEP

소하여 건강 보험이 없어 질 경우, 보험

(H). 플랜이 메디케어 규정을 위반했거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상실을 통고받은 달의 1일부터 시작해

나 플랜을 판매하는 에이전트가 잘못된

서 2달 후에 SEP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정보나 속여서 가입을 유도하여 가입 한

일반적인 경우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 경우 단 한번의 어드벤티지 보험이나

경우, 가입자는 SEP를 이용하여 자신이

(A). 메디-칼, 엑스트라 헬프, 또는 MSP

처방약 보험 변경의 기회가 주어 집니다.

원하는 플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수혜자의 경우 (파셜 메디-칼도 포함합

(E).자신이 가지고 있던 플랜의 서비스

경우 가입자는 CMS에 전화를 해야합니

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연간

구역 바깥으로 이사를 하거나, 이사후 새

다. 전화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분들은 전

어느 때나 가입 변경 및 탈퇴가 가능 합

로운 플랜의 선택이 가능 할 경우, SEP는

화를 주시면 도와 드립니다.

니다. 만약에 이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이사하는 달 한 달 전에 시작하여 이사

(I). 처음으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자격 상실 통고를 받은 달부터 2달 후에

한 달 이후 두 달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에 가입하였고 가입한지 12개월 전이라

유효기간이 끝 납니다. 이 경우는 단 한

6월 14일에 이사를 한다면 5월1일에서 8

면, 어드벤티지 플랜을 탈퇴하여 오리지

번의 변경의 기회가 주어 집니다.

월31까지가 SEP 기간입니다. 이 조항은

날 메디케어로 돌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B). 시설물에 거주하는 사람: 전문 간

한국에 장기간 나가 살다가 미국으로 귀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돌아 간 후 메디겝

호 시설(SNF), 양로원, 재활병원, 형무소

국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Supplemental)에 가입 할 수있는 특별

또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연간 어

(F).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즉 보험

한 자격이 생기기도 합니다.

느 때나 해당하는 플랜 (I-SNP)을 가입

회사)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CMS

(J). 가입자가 거주하는 서비스 지역에

변경 및 탈퇴가 가능 합니다. 이 자격은

는 이 플랜과의 메디케어 계약을 취소할

오성급(five star)의 플랜이 있다면 자신

시설물을 퇴원한 달에 시작해서 2달 후

수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의 플랜을 떠나 그 오성급 플랜으로 올겨

에 끝납니다.

플랜이 운영을 잘못하여 심각한 적자를

갈 수 있습니다.

(C). 다음과 같은 만성 지병(Chronic

보고 자발적으로 메디케어 시장에서 철

Condition)을 앓고 있는 메디케어 수혜

수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플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자는 그 증상에 해당하는 플랜(C-SNP)

랜은 가입자들에게 통보를 해야하고 가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

을 찾아 아무때나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

입자는 SEP를 이용하여 다른 메디케어

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입 할 수 있습니다.

어드벤티지 플랜에 옮겨 갈 자격이 생깁

대표 리차드 김, 213-738-5100

SEP에는 많은 경우가 있으나, 다음의

빅토밸리에 가정 주치의 크리스 리 (이 익준) 박사의 개업을 축하 드립니다. 크리스 리 박사님은 미국에서 의료 교육을
받고, 오랜 임상 경험과 명성을 겸비한 명의이십니다. 꼭 방문을 하셔서 건강 유지에 많은 도움을 받으세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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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와 향기

김성일의 도예 칼럼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섞여사는 미국에서는 만나는 사람에게서 각양각색의 냄새
를 맡게된다. 멕시칸들에서는 옥수수 냄새같은것이 나고, 인도 사람들에게서는 카
레 같은 냄새가 난다. 한국사람에서는 김치냄새 아니면 마늘 냄새가 나리라 생각
한다. 민족마다 주 먹거리가 다르고 그것이 몸에 밴 냄새일 것이다.
또, 어떤사람에게서는 좋은 향수냄새가 풍기기도 하고, 요즘은 덜하지만 어떤사
람에서는 담배 쩐내가 나기도 한다. 다른 관점에서, 뉘앙스를 냄새로 표현하기도 한
다. 종사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말하
지 않아도 그 느낌이 겉으로 나타난다.
좋은 냄새를 좋은 말로 “향기”라고한다. 나쁜 냄새를 “향기”라고 하지는 않는다.
향기라는 표현 중에 가장 거룩한 표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말이다. 착
하게 살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최고의 찬사이다. 나는 그리스
도의 향기는 고사하고, 과연 흙 냄새나는 도예가인가, 뭔가 나의 창작활동을 통하
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향기를 내고 있나를 생각해 본다.
<도예가 김성일. 예술사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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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활명품

윤광준의 신 생활명품

신발 때문에 발이 아파 오래 걷지 못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값비싼 신발도 신어
서 발이 아프면 결국 신지 않고 방치하지 않던가. 발을 편하게 해주는 제대로 된 깔창
의 탄생은 방치될 뻔했던 신발들에는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을까.

긴긴 인생길 편하게 걸어야지 ‘페닥’ 깔창
시력이 떨어지면 안경을 쓴다. 맨 눈
의 조절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서다. 역겨운 냄새는 모두 싫어한다. 숨
쉬기가 괴로워서다. 피부가 거칠어지
면 괴롭다. 푸석하고 깔깔할 뿐 아니라
남 보기에도 민망해서다. 값만 비싸고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 짜증이 난다. 맛
있는 생명의 먹거리를 알고 있어서다.
정치인들의 입에 발린 소리를 들으면
분노가 치민다. 소중한 시간을 아름다
운 음악으로 채워도 모자라서다.
오감충족의 방법이야말로 더 나은
삶을 채우는 즐거움이다. 어느 하나라
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감각이란
몸 전체에 퍼져있지 않던가. 헌데 우리

쁨을 즉각 알아채지 않던가. 충족의 노

느끼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확실

는 신체부위에 공평한 대접을 하지 않

력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전의 것보다

히 많다. 하지만 둔한 코와 감각도 좋

는다. 차별과 억압은 제 몸뚱이에서 조

조금만 낫다면 만족감은 금방 올라간

은 걸 알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 진다.

차 벌어진다.

다. 일상을 채우는 대부분의 생활양식

한 번 높아진 상태의 각인 효과는 이전

드러나 눈에 보이는 얼굴 부위의 대

만으로도 별 무리 없이 유지되는 특징

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고질병을 남

접이 가장 융숭하다. 바르고 붙이며 더

이 있다. 화질 좋은 TV가 나왔다고 즉

긴다.

화려한 디자인의 물건이 쏟아지는 이

시 새로 바꾸는 사람은 드물다. 비싼 음

감별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추상

유다. 가려진 몸뚱이와 존재감 없는 곳

식을 먹는다 해도 만족도가 크게 높아

적 감각 충족이 외려 문제다. 엄청난 비

은 언제나 서럽다. 여성의 미모가 경

지지 않는다. 대충 넘어가도 별 문제가

용과 노력이 드는 까닭이다. 난 귀 하

쟁력이듯 서열에 밀린 부위도 푸대접

없다는 말이다.

나 즐겁자고 평생 오디오에 빠져 허우

뿐이다.

적거렸다. 조금이라도 나은 소리를 듣
이보다 둔감한 냄새 맡는 코나 소리

기위해 지치지도 않고 스피커와 앰프

인간의 감각기관에도 보이지 않는

듣는 귀는 다르다. 구체적인 앞의 감각

를 바꿔대고 음반을 사들였다. 그 노력

차별이 있다. 사물을 보는 눈과 음식

과 비교해 차이를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과 시간으로 공부를 했다면 아마도 박

의 맛을 감별하는 혀, 살갗에 닿는 감

애매함과 느낌이 지속되지 않는 게 특

사 학위 서넛은 내 손에 들려있었을지

촉의 피부는 민감하다. 누구나 좋고 나

징이다. 후각과 청각은 자극의 차이를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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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아니던가. 고급 취향의 물건 또한 욕
망과 기대 사이의 틈을 얼마나 세밀

식물성 추출물로 무두질한 천연가
죽 깔창

하게 채우는가에 달려있다.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의 충족 없이 큰 것이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

우연히 의문이 풀렸다. 부산에 있는
성신신소재란 회사를 방문했던 일이
계기다. 세계 유명 브랜드 운동화에 들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신체부위

어가는 인솔(Insole·중창)을 생산하는

를 떠올려본다. 배와 등, 팔 뒤꿈치

큰 회사다. 충격흡수와 하중 분산 기술

와 무르팍, 발바닥 같은 곳이 아닐

이 들어간 깔창을 넣은 신발을 신어보

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

고 깜짝 놀랐다. 발뒤꿈치로 전해지는

하는 자식이 신체 부위에도 있다는

충격이 이토록 부드럽게 흡수될지 몰

건 엄연한 사실일 게다. 이유는 간단

랐다. 신발보다 깔창이 착용감을 좌우

하다. 눈에 뜨이지 않아 드러낼 필요가

한다는 놀라운 사실의 확인이다.

없거나 못 생겨서 감추고 싶은 공통점
이 있다.

발바닥에 자기 체중의 전부가 실린
다. 막중한 사명에 비해 대접이 소홀했

냄새는 또 어떤가. 인간의 마지막 호

중요도에 비해 가장 푸대접 받는 부

다는 자각이 들었다. 단위면적당 몰리

위가 발바닥이라 생각한다. 발은 신발

는 하중으로 치면 수 톤의 압력을 받고

로 감싸면 된다. 멋진 신발과 구두가 지

있는 부위이기도 하다. 신고 있는 구두

천에 널린 이유다.

의 밑창은 언제나 딱딱했다. 불편과 발

사로 불리는 향의 탐닉이다. 침향을 미

모두가 신경 쓰는 관심은 대개 여기

바닥의 고통은 당연했다. 나 보다 먼저

향의 최고로 꼽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귀

까지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비밀이 있

문제를 실감했던 이들이 이미 대책을

한 침향을 사들이고 즐기기 위한 노력

다. 폼 나는 명품신발이 하나도 편하지

마련해 두었을 것이다. 베를린 시내에

은 상상을 넘는다. 외부와 차단된 공간

않다는 사실이다. 디자인을 위해 발바

서 의외의 모습과 마주쳤다. 명품 구두

과 분위기까지 마련하는 데 평생 번 돈

닥까지 배려하지 못한 무신경은 너무

대신 명품 깔창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닌

을 다 쏟아 부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안

했다. 신발은 발바닥을 담는 그릇이다.

가. 번화가 전문점에서 페닥(pedag)을

다.

발바닥을 편하게 감싸지 못하는 신발

취급하고 있다. 발바닥을 위한 온갖 아

은 아무리 화려해도 좋은 물건이 아니

이디어를 실천한 세부의 충실함에 놀

다.

랐다. 500여 종이 넘는 깔창의 다양함

구두는 멋진데 발이 편하지 않다는

은 오로지 편한 보행을 위한 전문성의

불편한 진실
우리 집 신발장엔 꽤 많은 숫자의 신

흔적이다.

무릇 모든 감각은 각자의 중요도에

발이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신던 신

따라 해소의 방법을 찾아가게 마련이

발만 집중적으로 신게 된다. 발이 편하

60년 넘게 깔창만 만들어온 페닥의

다. 세상의 온갖 물건은 인간의 세분화

다는 이유를 빼면 다른 요인은 궁색해

제품은 달랐다. 스포츠 의학자와 정형

된 감각충족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다.

진다. 자주 신는 신발이라고 다 만족하

외과 전문의가 동원되어 인체공학의

작은 차이를 하늘만큼 여기는 마음으

는 것은 아니다.

완성을 이어간다. 각자가 좋아하는 신

로 만드는 게 ‘이러한 물건이 과연 필요

오래 걸으면 바닥이 딱딱해지거나

발에 필요한 깔창을 선택해 걷기의 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다. 큰

피로감을 들게 한다. 구두도 그렇고 편

적함을 더하면 그만이다. 화려한 조명

문제엔 외려 덤덤해지는 게 사람이다.

한 캐주얼 타입의 신발도 마찬가지다.

속에 진열된 깔창은 신발 속에 넣는 물

악다구니 쓰고 죽기 살기로 대드는 사

신발에게만 온갖 혐의를 다 씌울 문제

건이란 칙칙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거

안이란 언제나 우습고 찌질해 보이는

가 아닐지 모른다.

리 귀퉁이 간이 구두닦이 부스 벽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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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활명품

려 있던 구질구질한 인상의 깔창이 아

발의 모양을 잡아주는 플라스틱 프레

발바닥을 인정해 주길 잘했다. 아버지

니다. 조악한 포장지와 메이커의 신뢰

임이 뒤축에 있다. 서로 다른 소재를 붙

를 아버지로 부르게 된 발바닥이 신이

감 때문에 사고 싶어도 사지 못했던 것

인 접착제에선 이런 물건이 으레 풍기

나 더 열심히 일할 테니.

이 서울의 깔창이었다. 독일에선 과학

던 휘발유 냄새도 나지 않는다. 인체에

적 효능을 입증한 발바닥을 위한 상품

해로운 소재와 방법을 쓰지 않고 깔창

이 번듯한 전문점에서 팔리고 있다.

을 만든 게 맞다.

페닥의 깔창을 사서 신던 신발에 넣

무관심 속에 살던 내 발바닥이 편안

었다. 당장 발바닥의 편안함이 느껴졌

해 졌다. 무디고 무딘 발바닥 감각이 제

다. 난 걷고 돌아다녀야 밥이 나오는

대로 대접받은 셈이다. 좋은 상태가 무

사람이다. 뒷머리를 때리던 걷기의 충

엇인지 알아버리지 않았을까. 이젠 페

격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한여름 맨발

닥보다 나쁜 감촉을 참지 못할 것이다.

로 신고 돌아다니던 신발은 땀으로 미
끌거리지 않았다. 호텔로 돌아와 깔창
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천연 가죽으
로 만들어진 깔창은 무두질조차 식물
성 추출물로 했다. 충격흡수 실리콘과
윤광준은 사진가이자 오디오 평론가, 생
활명품 전문가다. 글과 사진, 음악과 여
행을 넘나드는 전방위적 문화인으로, 세
계 곳곳을 누비며 다진 독보적 심미안은
‘생활명품’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kyungp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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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5일 메디케어 재갱신 기간
10월 15일-오픈 엔롤먼트 시작 이

를 정하므로 내가 필요로 할때 갈수 있

기간동안 모든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고 나를 가족같이 돌봐 줄수 있는 사람

다음 해를 위한 보험과 처방전 약품 보

이면 좋은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건강

장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정하

을 책임지는 책임자를 찾는게 가장 중

세요: 10월 15일은 다음해를 위한 메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

디케어 보장을 변경할 수 있는 첫번째

이 지역적으로 엘에이나 다른지역과

날입니다.

달라서 한국 의사를 찾기 힘듭니다. 그

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샤논 양

12월 7일-오픈 엔롤먼트 마감 대부

리고 의사를 보려면 멀리 프리웨이를

분의 경우에, 12월 7일은 다음해를 위

타고 내려가야하고 점점 운전하기도

한 메디케어 보장을 변경할 수 있는 마

어려워진다면 우리 스스로 사는 곳에

주치의한테 오게 되어있으며, 주치의

지막 날입니다. 12월 7일까지 당신의

서 정착하고 적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가 모든 검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또

가입 요청(신청서)는 마감되어야 합니

요? 그래서 주치의나 전문의 또한 가까

한 건강의 문제점이 발견될 때도 주치

다.

운곳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의 이

의가 전문의와 같이 상의해서 모든것

매년 10월15일이 되면 여기 저기서

웃이면 좋지 않을까요? 사람은 언제 어

을 해결 하므로 영어를 못하다고 두려

메디케어 광고가 엄청 나오고 메일도

떤일이 아니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

워 마십시요.

많이 옵니다. 그 많은 플랜중에 어떤것

기 때문에 더욱 더 가까운곳에 주치의

을로 정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되기

를와 전문의로 정하십시요. 영어를 못

도 합니다.

한다고 겁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전문

제일 중요한것은 가까운곳에 주치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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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미국의사라고 해도 모든 결과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항
상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문의: 샤논 양 714-709-3622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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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노란 아스펜 단풍
내 얼굴까지 노래지네”
남가주에서 가 볼만한 단풍 명소

글·사진 = 나종성<언론인, 여행 칼럼니스트>

벌써 10월이다. 어느 누가 계절을 거스릴 수 있을까.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도 한참
지났고 엊그제 추석까지 지났으니 확실한 가을이다. 여름내 초록 옷을 자랑하던 나뭇잎
들도 슬그머니 노란색으로 갈아 입기 시작했다
남가주에서도 가을을 느끼고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제법 많다. 하지만 한국처럼 빨
강 색깔의 단풍은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고… 대부분이 사시나무라 불리는 노란색 단
풍인 아스펜 트리 (Aspen Tree) 노란색 단풍들이다. 남가주에서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물씬 지닌 곳을 찾아 본다면 이스턴 시에라 지역을 가장 먼저 꼽게된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나 세코이아, 킹스 캐년과 맘모스 레이크를 위주로 한 이스턴 시에
라 지역은 볼 거리가 너무 많지만 거리도 멀어 하루에 다녀 오기는 무리다. 구석구석 모
두 둘러보려면 일주일도 모자라겠지만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박 2일은 필요하다. 이 지역
은 10월 중순부터 볼만한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하며 대략 11월 초순까지 절경을 이룬다.

지방도로 395번으로 바뀐 후 계속 북상

이어진다. 395번 도로는 겉으로 보기엔

하면 북미 대륙에서 가장 높다는 위트

황량하기만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본

비숍(Bishop)은 이미 많은 한인들이

니 마운틴이 빤히 보이는 Lone Pine을

속살은 의외로 비경의 연속이다.

다녀 온 곳이라 새삼 소개하기엔 신선

만나게 된다. 계속 북상하면 Big Pine

비숍을 간다면 395번 도로에서 168

도가 떨어지는 곳이지만 그래도 가을

을 지나 비숍이 나온다. 단풍은 비숍을

번 산길을 찾는게 일반적이다. 이 곳이

단풍하면 빼 놓을 수 없는 곳이다. 5번

중심으로 북쪽으로 맘모스 레이크(Mo-

화려한 단풍을 가장 가까이에서 즐길

프리웨이 북쪽으로 가다 14번을 타고

moth Lake), 준 레이크(june Lake)까지

수 있는 코스다. LA에서 250마일 떨어

* Eastern Sierra 의 Bishop이 단연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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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어 쉬엄쉬엄 4~5시간 정도 걸린다.

파인(Alpine) 호수. 멀리 구름에 쌓인 시

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비경의 숲과 계

자동차로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길 끝

에라네바다의 봉우리들이 단풍과 어우

곡을 만날 수 있는데 차 한대가 겨우 지

자락에 그림엽서로도 많이 봤던 사브리

러진 경치가 남가주 단풍의 극치를 보

나갈 수 있는 도로가 계곡을 따라 나있

나 레이크가 나온다.

여준다.

다. 길은 단풍 숲속을 꼬불꼬불 가로지

사브리나 호수의 위쪽으로 아슬아슬

특히 비숍에서 17마일 지점에 있는

르며 계곡에 흐르는 물위로 낙엽이 떨

하게 이어지는 비포장도로를 타고 만나

애스펜델(Aspendell) 마을부터 사브리

어지는 풍경은 이 가을에 한번쯤 가 봐

는 노스 레이크는 산 속에 숨어 있는 알

나 호수까지의 2마일 구간은 달력에서

야 할 곳으로 꼽힌다.
자연이 가득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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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숍(Bi Shop)을 비롯한 맘모스 레이
크, 준 레이크를 지나기까지 캘리포니
아의 단풍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맘모
스 레이크에서 북쪽으로 20마일 지점에
있는 준 레이크 역시 또 다른 단풍 명
소인데 호수를 일주하는 1시간 드라이
브 코스(June Lake Loop-158 도로)는
주 관광국으로부터 ‘캘리포니아의 10대
시닉(Scenic) 하이웨이’중 하나로 선정
된 곳이다.
고도가 해발 8,000~9,000피트로 꽤
높은 비숍 크릭 캐년 지역은 9월 중순부
터 단풍이 시작된다. 절정 시기는 10월
중순까지. 높이에 따라 색깔이 다른 경
치를 감상할 수 있다. 오웬 밸리의 장엄
한 코튼우드(미루나무, 북미산 포플러
의 일종) 단풍은 9월 말부터 11월 초까
지 구경이 가능하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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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여행

또 사우스와 노스 레이크(South
Lake & North Lake)도 이 지역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지역. 168번 도로는 산중
턱에서 사우스 레이크로 들어가는 도로
와, 사브리나 레이크와 노스 레이크로
향하는 도로로 나뉜다. 사우스 레이크
로 들어가는 도로는 단풍이 현란한 곳
으로 유명하다. 호수의 주차장은 인근
의 해발 2,000Ft에서 10000 Ft가 넘는
비숍 패스를 향하는 5마일 등산코스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사브리나 호수의 위쪽으로 아슬아슬
하게 이어지는 비포장도로를 타고 만나
는 노스 레이크는 산 속에 숨어 있는 알
파인(Alpine) 호수. 멀리 구름에 쌓인 시
에라네바다의 봉우리들이 단풍과 어우
러진 경치가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준
다.

•가는길 : 이스턴 시에라의 명소들은 모두 395번 도로 선상 왼쪽에 있다. LA에서는
5번 North를 타고 14번 North, 395번 North을 타고 북상하다 보면 제일 먼저 마운
틴 위트니로 올라 가는 길목 론파인을 만나고 이어서 빅파인이 나온다. 더 올라가면 비
숍 시내로 들어서고 비숍 방문객 센터(690 N. Main St. Bishop, CA 93514)에 도착
한다. 이 근처에서 왼쪽으로 나 있는 168번 산길을 타면 단풍 구경을 실컷 할 수 있다.
자연이 가득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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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빈 칼럼

'조국 리포트'

십수년만에 찾은 조국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다는 양꼬치구이, 마라탕,곱창구이 등

제 세월이 흐른 탓인지 찾는 사람들이

을 앞에 놓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많지는 않아보였다.

그립던 형제들을 만나 추석때 함께

이 살기좋은 조국에서 왜 그토록 떠

찾았던 부모님의 일산 묘택앞은 전에

나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 의아한 생각

만 해도 논밭이었던 곳이 고층아파트

이 들 정도였다.

숲으로 변해 버렸고 이제 남은 묘택마

그러나 광화문 등지에서 목격한 조국

저도 택지조성이 확정돼 이장이나 납

의 모습은 너무나 아프게 신음하고 있

골원에 모셔야할 상황이 되어버렸다.

었다.

바로 지척거리에서 너무나도 이질적
인 두 모습들이 펼쳐져 있었다.
박근혜 탄핵와중에서 갈라진 대한민
국은 조국 법무장관 문제로 다시한번
갈라져 신음하고 있었다.
광화문 네거리에 우뚝 서있는 이순신

서울을 둘러싼 외곽 순환도로가 워낙

이미 한국으로 향하기 전부터 온 사

장군의 모습은 착잡해 보였고 청와대

잘되어 있어 경기도의 어느 지역이든

회를 흔들었던 조국 전 민정수석 이야

쪽 세종문화회관 건너편에 앉아있는

수월하게 찾아갈수 있었고 가는곳마다

기로 아직도 시끄러웠고 그것은 법무

세종대왕도 '내가 이러려고 한글을 만

풍성한 녹지가 인상적이었다.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도 마찬가지였

들었나'하는 탄식이 나올 듯이 우울해

다.

보였다.

서울이나 수원 할것없이 미국과 비교
해 손색없는 대형마트나 샤핑센터가

광화문 네거리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너무나도 청청한 한국의 가을 하늘이

즐비했고 버스나 지하철시스팀은 미

천막을 치고 '조국사퇴 천만인 서명운

무색하게 그 밑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

국보다 더 잘돼있어 교통카드 하나로

동'을 벌이고 있었고 바로 그 광화문 광

쟁은 부끄러웠다.

어디든 쉽게 찾을수 있었다.

장에서 저녁에는 조국지지자들이 검찰

동생이 '필요하면 차를 타라'고 권유

개혁을 외치며 시위를 가졌다.우리 공

했지만 교통내비게이터의 지시대로 복

화당에서는 여전히 '박근혜 탄핵 무효

잡한 서울을 빠져다닐 자신이 없었고

문재인 퇴진,조국 퇴진'등을 부르짖었

그보다 대중교통 이용에 전혀 불편함

다.

이 없었다.

대부분 노인들이 서명을 받거나 구호

워낙 자주 정확한 시간에 이용할수

를 외치고 있었는데 인상이 좀 경직돼

있었다.다만 지하철을 환승하거나할

보이는 편이라서 그런지 지나는 사람

때 지나치게 많이 걷는 것이 불편했다.

들의 호응은 별로 없었다.

강남역을 비롯한 역세권 일대는 먹는

그 반대편에는 세월호 기념관이 있어

곳으로 뒤덮였고 저녁만 되면 사람들

안타깝게 숨진 학생들에 대한 추모영

이 쏟아져나와 치맥이나 요즘 유행한

상을 틀어놓고 있었는데 그곳 역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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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잘못인가.
조국의 잘못인가 언론이나 검찰의 잘
못인가.
분명한 것은 거기에 어떤 합리성이나
정의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맹목과 광기,살벌함으로 가득찬 조국
의 모습...
러시아 시인 네크라소프의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는자가 아니다'라는 싯귀가 다
시한번 생각났다.
조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Locals Thanksgiving
&
Directory

Marketplace

로컬 & 마켓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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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You Putting in an Orchard in Lucerne Valley?
Beware These Potential Problems.
Over the past four years, I’ve

Luis Sierra Assistant Director

seen people purchase land to plant
jujubes before knowing the soil

CA Center for Cooperative Development
530-297-1032
www.cccd.coop
LSierra@cccd.coop

or water quality. In some places
throughout Lucerne Valley, the land
cannot support trees or vegetable
crops. There are two potential serious problems you need to know,

6 milligrams/liter. This causes the

Removing Boron entirely from the

plus one common practice you may

leaves of jujubes to become yellow

water used to irrigate jujubes is only

be considering doing on your new

at the tips and eventually com-

possible through very expensive

farm that will degrade good land.

pletely dry up as if they were not

filtering. The cost of installing and

While much of Lucerne Valley is

being watered. The reason for this

maintaining such a system would

favorable for farming, the two po-

is that the tree concentrates Boron

make jujube farming uneconom-

tential problems affecting some of

in the tips of the leaves and, since

ical. There are ways to reduce the

the land are excessive Boron in the

it’s a salt, it dries the leaves out. The

amount of Boron that your fruit

soil or water, and the presence of an

Boron will not outright kill the tree,

trees absorbs. Boron concentration

impenetrable layer of geologic ma-

but keep it in a weakened state, un-

increases the lower you go into the

terial called ‘Durapan’.

able to provide a sufficient amount

water table, so you may decrease

of jujubes to harvest.

the depth of your well pump. One
grower has seen his Boron concen-

Boron Toxicity:
Avoiding Boron Toxicity:

tration decrease from 6,000 to about

that is usually present in ground-

The best way to avoid this problem

4,500 parts per billion, but that lev-

water or soil in low concentrations.

is to not purchase land that has ex-

el is still very damaging. There are

It is a micronutrient that plants

cess Boron in the soil or water.

A

two additional methods for reducing

need at very low amounts. When

soil test should be an easy way to

how much Boron jujube trees take

found in groundwater, it is usually

assess the Boron level before com-

out of the ground. Applying com-

at a very low concentration--less

mitting to buying a piece of proper-

post and gypsum (calcium sulfate)

than 100 parts per billion. However,

ty. However, sometimes there is no

to the area around the trees that ir-

most fruit trees and vegetables be-

well to draw water from for a water

rigation water flows through will act

gin to be affected negatively when

test. The best you can do in this sit-

as a kind of filter. When water flows

concentration in water surpasses 0.7

uation is ask neighbors if they have

through compost, some of the Boron

milligrams/liter (700 parts per bil-

completed a water test and review it

will bind to humic acids in the com-

lion). In some areas of Lucerne Val-

for Boron concentration.

post, and the calcium in the gypsum

Boron is a naturally occurring salt

will compete in the root system with

ley, especially south of Highway 18,
Boron levels have been measured at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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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ing Boron:

Boron, which lowers the amount of

루이스 기고

Boron that the trees absorb. These

to temporarily drown, which will in

for planting incorrectly. We’ve seen

are practices that some growers are

turn cause your trees to lose their

several farmers level their land with

experimenting with this year, but

leaves.

scrapers or use discs to turn in na-

we’re not sure if it’s going to be

tive plants so they have a ‘clean’ plot

enough to reduce Boron to a lev-

Avoiding Durapan:

of land. This is a common practice

el that does not inhibit the trees’

You can do two things to avoid

throughout the prime agricultur-

growth.

Durapan. One is to review the US-

al lands in the Central Valley and

DA’s Web Soils Map (https://web-

Central Coast, but in Lucerne Valley,

Durapan: In some jujube orchards,

soilsurvey.sc.egov.usda.gov/App/

where soils have much less organic

we have also seen a layer near the

HomePage.htm). The staff at NRCS

matter, this practice serves only to

top of the soil that is as hard as con-

can help you use the map to assess

destroy the soil structure that al-

crete. This is a naturally occurring

the presence of Durapan. The oth-

lows water to percolate down to the

layer called Durapan. We have seen

er approach is to walk the property

roots of the trees. If you destroy the

these especially in ground that was

and look for material that looks like

structure of the top soil, the little bit

once lake bottom and in the north-

pieces of cement. You should also

of rain that falls will run off your

west part of the valley around High-

take a shovel and pick axe to sample

land, carrying away more soil. Then,

way 247 and Camp Rock Rd. You

different parts of the property to see

when the winds become strong,

would need a jackhammer or back-

if it is under ground.

even more soil will blow away. It is

hoe to penetrate past this layer. In

There are some strong chemicals

much more important to protect the

some places, it is very shallow and

you can apply to dissolve this lay-

soil structure, so the recommended

you can see it on the surface, but

er. It will take several years and is

practice for establishing a jujube

in other parts, it can be three feet

expensive however. The best way to

orchard is to disturb the soil as little

deep, so you may be able to plant

avoid this problem is to not purchase

as possible. You can use an augur or

your trees, but the roots won’t pen-

the property or plant trees on it.

small backhoe to make a hole deep

etrate past it. Since the water and

enough to plant a jujube tree, incor-

roots cannot reach past this layer,

Preparing Productive Land

porate compost, and, if necessary,

you will find that the trees will de-

If you have managed to avoid these

use a mower to cut back any shrubs

velop shallow roots. When irrigating,

problems, you might cause damage

and grasses that make accessing the

the lack of drainage will cause roots

to the soil if you prepare the land

trees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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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트리 불러바드 연장공사 내년 착공

은혜교회 19일 바자회

하이데저트 주민들이 15번 프리웨이

하이데저트 은혜교회(담임

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인 그린

강기평목사)에서 19일 오전 9

트리 불러바드 연장공사(지도의 보라

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을 선

색 부분)가 빠르면 내년에 착공될 것으

교 바자회를 연다. 바자회 제

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는 그동안 지연

품은 멕시코산 고추가루, 고

되어 오던 그린트리 불러바드의 동쪽,

추장, 된장, 각종 곡물류, 밑반

헤스페리아 로드와 스프링밸리 레이크

찬류, 새 옷, 헌 옷, 집기류, 연
장, 신발 등이다.

의 릿지크레스트 로드(예이츠 로드)를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 확장공사가 시

잇는 공사로 총 경비는 4500만달러가

작되려면 22명의 토지소유주로부터 토

HD 은혜교회 주소: 7898

지수용을 해야 한다. 관계자는 지난 라

Phelan Rd. 문의: (714)-

이 공사에는 철로 위를 지나는 다리,

메사/니스콸리 교차로 공사 때 47개 부

749-4988

교통 신호등 건설 등이 포함된다. 7월

지를 확보하는데 4년반이 걸렸다고 말

말 현재 환경영향 평가와 도로 건설을

했다.

소요될 예정이다.

우드스토브용 화목 판매

위한 토지수용이 거의 끝난 상태다. 토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애플밸리와

지 수용이 끝나는대로 프로젝트 공사

15번 프리웨이를 잇는 3번째 주요도로

백스조경에서 겨울 난방용 우드스토

가 시작된다.

가 된다. 도로공사 자금은 샌버나디노

브 화목을 판매한다. 가격은 1쿼트에

카운티에서 51%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250달러(믹스), 유칼립투스는 300달

시에서 부담하게 된다.

러. 문의: (714)797-9000

빅토빌 시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는
본래 작년에 착공했어야 할 공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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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뉴스

필랜․빅토빌 News

한인회, 모하비 파크에서 추석행사
빅토밸리 한인회(회장 스테파노 김)

서 일부 협찬하고 이사들이 집에서 준

가 주최한 추석 대잔치가 지난 21일 모

비한 음식을 나눠먹으며 친목을 나눴

하비 내로우 파크에서 200여 명의 주

다. 태권도장 어린이들의 태권도 시범

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

과 제기차기 시합, 가면을 쓰고 나와서

다. 이날 행사에는 샌버나디노카운티

노래를 부르는 '복면노래방' 프로그램

셰리프국 존 맥마흔 국장과 제프 앨리

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슨 서전트가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

이날 1등상은 남기자씨가 수상했다.

했다.

<사진=한인회 제공>

스테파노 김 회장
은 "이번 행사를 계기
로 하이데저트 주민들
의 결속력을 발견하게
됐다. 행사를 위해 협
찬해 주신 분과 업소
대표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인
사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흥
래각과 웰빙 순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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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디슨 전기(한국어)
800-628-3061
<공증>
프로원 리얼티
760-868-5555
<건축/전기/핸디맨>
가제트 냉동. 히팅. 전기
760-240-3975
AC DC 만능 전기 토탈서비스
760-563-8099
블루텍 건설
213-393-2633
샤인 페인팅 리모델링
951-205-8235
우리 핸디맨
213-880-3985
J.S. 핸디맨
760-713-9648
참사랑 핸디맨
909-658-5252
<교회/종교단체/성당>
감사한인교회
760-587-9048
나눔동산 교회
760-868-0224
빅토밸리 복음장로교회
213-275-8863
빅토밸리 성문교회
909-913-4159
빅토밸리 소망교회
760-985-9001
빅토밸리 필랜 한인교회
760-868-594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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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빌 예수마음 교회
760-220-3263
새벽별 한인교회
626-277-1914
새생명한인교회
760-887-4848
열린문 기도원
760-249-5858
엘림 미션센터
213-507-0658
주의 사랑 선교교회
760-868-8583
제7일안식일 예수재림교
240-676-0542
필랜 감리교회
718-772-2537
하이데저트 은혜교회
760-844-0882
하이데저트 중앙교회
760-605-3979
빅토밸리 한인 천주교회
951-264-5142
헤스페리아 한인 연합감리교회
909-802-9372
<농장>
가나안 농원
213-610-1913
강스너서리 율곡매실
213-393-1060
기찻길 매실농원
323-819-1803
로얄 농장
213-507-3638
루선 대추 농장
310-505-9776		
리안 매실농장
760-946-6311

마리아 대추 곶감 농장
213-604-6744
매실사랑 농원
714-876-4679
매향 매실농원
213-210-1014
모도 농장
714-313-5999
무지개 농장
213-447-0868
미주 자연농선교회
714-334-3597
베델농장
213-435-3006
봄마을 농원
562-787-4657
부부농장
213-369-5242
사철농원
213-200-1944
산골농장
213-255-8771
손농장
760-885-7662
수퍼 그린 농장
714-232-2440
아델라 농원
760-684-2024
아둘람 농원
213-381-2007
안스 팜
760-881-9222
애니 피스타치오 팜
619-405-8683
엘림 농원
760-885-2234
엘미라지 농원
310-901-2280

Marketplace Directory

예산농장
562-556-4402
오아시스 농장
760-628-5252
와일드 블루 농장
714-240-1671
왕매실 농원
213-265-2924
우리 대추 농원
213-219-7466
장스 패밀리 농장
213-210-8645
재영이네 도라지농장
760-569-5288
인디언 허니 팜
213-760-3223		
장스 패밀리 농장
213-210-8645
정씨네 청매실 농장
213-500-3238
제이씨 트레이딩
212-819-3334
정스 농장
714-833-9575
조수아 팜
714-335-5611
주주플 농장
760-998-7378
천스 농장
213-505-1099
청실홍실 매실농장
760-912-3410
청정매실 농원
760-995-5359
캠브리아 농장
213-321-6761
팜추리 농장
714-797-9000
페리스 농장
310-999-2367

필랜 농원
213-505-2687
필랜 사랑 매실 농장
909-609-4186
하이데저트 꿀배농장
760-230-5207
해밀 농원
213-820-9881
헤브론 농원
626-513-1352
<단체>
가주 특수작물 영농조합
714-240-1671
루선밸리 대추 영농조합
714-833-9575
빅토밸리 한인회
760-810-8888
빅토밸리 한인상공회의소
760-954-5701
필랜 영농조합
213-255-8771
<동물병원>
사마리탄 동물병원
760-240-6000
<동호회>
골프 동호회
760-985-4725
버디회
(951)741-3393
상록수 바둑 스포츠클럽
760-987-6989
애플밸리 합창단
951-741-3393
<물가게>
필랜 물가게
760-885-3109

<미용실>
리안 미용실
760-490-1291
무지개 미용실
213-500-6523
영김 헤어스타일리스트
760-912-7318
<변호사> --new
하이데저트 로 펌
310-953-2777
<병원> --new
나눔병원
760-552-4470
크리스 리 시니어 클리닉
760-927-1879
<보험>
골드웰 보험
310-795-3983
샤논 양
714-709-3622
한현자
760-780-5990
<부동산>
김한수 부동산
760-954-5701
뉴스타 부동산 (스테파노 김)
760-810-8888
럭키 부동산
760-880-1004
비스타 부동산
760-792-6767
샌드라 영 김 부동산
714-749-4988
에덴 부동산
760-86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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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앤 김 부동산
213-393-3636
조해나
760-995-0319
탑 부동산
714-606-5662
프로원 리얼티
760-868-5555
황신혜 부동산
213-944-5600
A-One Realty
760-880-1077
Bizpro Real Estate(김기자)
760-900-3595
J&T 부동산
760-912-2288
<분재원/너서리>
김스 분재
760-949-7500
문스 분재
424-777-5067
High Desert Nursery
909-522-8788
<생필품/건강식품>
굿모닝 실큐아미노산
213-880-1521
애터미(안젤라 고)
213-200-4582
<솔라 에너지>
ANS 솔라
760-552-2454
유니텍
213-596-0201
<세무사>
최종원 공인세무사
909-939-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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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앰버 클리너
760-241-8751
<식당>
넓은벌 동쪽
760-389-2200
도쿄 스시
760-955-7123
레드 망고
760-868-6006
마운틴 탑 카페
760-249-4811
사무라이 스시
760-843-5858
스시 아루
760-245-1113
웰빙 순두부
760-241-8888
흥래각
760-241-7023
Wood Grill Buffet
760-981-4418
W-spoon Buffet
760-241-0900
<아트/공방>
아포리조 A199 공방
323-774-4726
예술사랑
909-573-9929
김원실 아트 스튜디오
714-329-0764
제이제이 가든 & 아트갤러리
626-808-6073
<유리>
시윤 유리
909-342-4159

코너스톤 유리
760-244-3529
<조경>
백스 조경
310-933-0005
<치과>
스마일 치과
760-243-5437
장윤호 치과
760-242-8881
VIP 치과
760-952-2102
<코인 런드리>
필랜 코인 런드리
760-868-8800
<택시>
필랜 관광택시
213-447-0868
<파이프 & 서플라이>
G.A. Osborne
760-243-1443
<펫샵/구르밍 센터>
와우 피시 앤드 펫
213-268-0559
해피 강아지 그루밍
760-784-9090
<한의원>
태 한의원(콜튼 분원)
949-812-9457
명심당 한방 척추병원
562-879-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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