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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맞춰오고 밥 해오고
온정 가득한 '여름 소풍'

시골 인심 훈훈한 동네모임

매월 시니어 100여명 모여

지난 15일 '파랑새 커뮤니티 파

운데이션(Bluebird Community 

Foundation) 회원들은 라이트우

드의 그래시 할로우 피크닉 에어

리어로 소풍을 갔다. 사막의 무더

위도 식힐 겸 풍광 좋은 곳으로 피

서를 간 셈이다. 파랑새 재단은 최

근에 론칭한 필랜 빅토빌 지역의 

비영리기관이다. 

마운틴 하이 스키장이 있는 라이

트우드는 하이데저트의 사막풍경

과는 달리 아름드리 소나무 숲이 

있고 작은 호수가 있는 필랜의 이

웃동네다. 해발 7000피트 높이라 

아랫지역은 더웠지만 이곳은 선선

했다. 행사는 글자 그대로 소풍이

라서 모임 참가자들이 각자 도시락

을 싸왔다. 재단에서는 고기와 김

치를 넉넉하게 준비했다. 

잔치는 조촐했지만 행사를 도우

려는 온정은 푸짐했다. 나눔병원 

임대순원장은 시니어들의 운동법

에 대한 특강을 준비했다. 즉석에

서 시범을 보여주는 야외강의는 신

선했다. 블루텍 건설의 이주영 대

표는 떡을 맞춰오고, 예술사랑의 

김성일 대표는 밥을 해왔다. 기찻

길 매실농원의 이춘영대표는 도네

이션을 하여 행사를 도왔다. 메디

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샤논 양

씨는 재단 시작부터 계속 후원금

을 내고 있다. 다른 지역 행사와는 

달리 필랜 빅토빌 지역행사는 아직 

시골인심이 남아있다. 

COVER STORY

파랑새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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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거기가 어디냐, 거기서 

뭘해 먹고 사냐는 질문이 많았지만 

이제 필랜 빅토빌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인 인구가 늘자 전문업체들도 

속속 문을 열고 있다. 근래에 병원 

두 곳이 문을 열었다. 빅토빌의 나

눔병원과 애플밸리의 크리스 리 시

니어 클리닉. 그동안 지역 시니어들

이 LA와 오렌지카운티로 진료받으

러 가던 불편함을 어느정도 덜었다. 

한 시니어는 "아직까지 각 분야의 

전문의들이 없어 LA만큼 편리하지

는 않지만 급할 때 달려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서 좋다. 그동안 많이 발

전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또 하이

데저트 한인 로폼이 문을 열어 법률

적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필립 

황, 리차드 김 변호사가 이민법, 형

사법, 교통사고 등을 상담하고 있다. 

대형 시니어 단지가 있고 텃밭을 가

꾸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 한인들

의 이주가 꾸준히 늘고 있다. 

파랑새 커뮤니티 파운데이션(대

표 제이 리)은  홍용일회장이 운영

하던 사랑방 모임을 이어받은 것이

다. 지난 2년 반 동안 홍회장은 자비

로 매월 시니어들의 점심대접을 했

다. 뷔페에서 모여 그동안 못만났던 

이웃들의 소식도 듣고 동네소식도 

나누는 소박한 모임이었다.

개인사정으로 홍회장이 모임을 지

속할 수 없게 되자 아쉬움이 컸다. 

비영리기관인 파랑새 재단은 그의 

아름다운 뜻을 이어 나가고 있다. 재

단은 지난 5월부터 개인들에게 3달

러씩 식비를 받고 나눔병원과 주변

의 후원으로 행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 행사에는 매월 지역 시니어 100

여 명이 모인다. 

재단의 권오석총무는 “뷔페도 좋

지만 매월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장

소를 물색 중이다. 또 앞으로 물물교

환 행사나 스왑밋 등의 행사도 기획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네이션 문의: (213)50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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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내손으로 쓴 유기농 텃밭일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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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는 25℃ 이하의 선선한 기후를 좋아하는 여러해살이 열

매채소이다. 아무런 시설이 없는 곳에서 제대로 익으려면 5

월 이후가 된다. 딸기 수확 후 어미포기를 캐서 모종용으로 

재배하여 가을에 아주심기 한다. 딸기 포기는 서늘한 기온

(5℃ 이하)에서 50-200 시간 정도가 지나야 휴면상태를 깨

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시설에서 재배를 하더라도 차갑게 

늦가을을 보내고 온도를 높여 열매를 맺게 한다. 다른 작물에 

비하여 잘 기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

상효과, 교육효과를 위하여 재배하는 것은 그다지 많은 노력을 하

지 않아도 어느정도 잘 익은 딸기를 맛볼 수 있다.

분류 : 장미과

원산지 : 남, 북아메리카

재배지역 : 한국(전국), 전 

세계

특징 : 서늘한 기후를 좋

아함

물주기 좋은 곳에 재배

여러해살이식물

휴면기가 있음

역사 : 1900년대 초 일본

인에 의해 도입

딸기

모종준비

 딸기 모종은 가까운 딸기재배하우스

를 방문하여 끝물 딸기를 구입하면서 

그 김에 몇 포기 얻어 모종을 길러 재

배할 수 있다. 요새는 딸기 모종을 화

분에 길러 판매하는 웹사이트도 있다.

주의사항   딸기는 가을에 심어 이듬

해 봄에 수확이 가능한 작물이므로 최

소 2년 이상 밭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이 되어야 심어볼 수 있다. 단기형 주말

농장에는 부적합한 작물이다.

밭 준비 및 모종 심기

 딸기 모종은 9월 중순 이후에 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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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백과

2월 말. 잎이 말라 있다.12월 중순

4월 중순. 꽃이 피기 시작한다.

5월 말. 딸기가 익어간다.제철을 만난 딸기. 4월 말

잘 익은 딸기. 5월 말

모종 심은 모습. 10월 중순모종심기

므로 들깨, 고구마 등을 수확한 곳에 

1m2 당 3kg의 완숙퇴비와 깻묵을 2컵

(400g) 정도 넣고 밭을 일구어 둔다. 두

둑의 폭이 1m 높이가 10cm 정도 되

게 준비해 둔다. 준비된 밭에 딸기 모

종을 심을 때는 30cm 간격으로 딸기

포기의 중심부(크라운이라 부름)가 땅

위로 노출되게 심는다. 깊게 심지 않는 

것이 좋다.

주의사항  모종을 옮길 때 모종 밭에 

물을 흠뻑 뿌려주고 모종삽으로 뿌리

가 상하지 않게 파내서 옮겨 심는다. 포

트에 들어있는 모종도 물을 뿌려주고 

뽑아내서 심는 것이 좋다.

자라는 모습

 가을에 심은 딸기 모종은 서늘한 늦

가을에 조금 성장을 하다 겨울의 추위

를 맞는다.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딸

기는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는 자란

다. 겨울에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지만 

한겨울에는 잎이 거의 말라버린다. 그

러다 봄기운이 도는 3월 말이 되면 하

루가 다르게 성장 한다. 4월 초순에는 

꽃망울이 보이다 중순부터 꽃을 피운

다. 하얀색의 꽃이 지면서 작은 딸기가 

자라난다. 5월의 따뜻한 햇살이 비치면 

딸기는 빨간색을 띠면서 익어간다. 6월 

초순까지는 열매를 맺다가 더운 날씨

가 지속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고 

새로운 줄기를 길러낸다.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딸기포기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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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서 새끼를 치기 위한 런너라는 줄기를 계속 길러낸다. 

이 런너가 땅에 닿아 뿌리를 내리면 새로운 개체의 딸기가 

된다. 딸기는 자손을 남기려 끊임없이 이 런너를 길러낸다. 

딸기가 많이 달리는 6월 초순까지는 이 런너를 제거해주는 

것이 열매의 충실을 위해서 좋다.

수확

 딸기 꽃이 지고 시간이 흐르면 딸기의 몸통이 커지고 빨

간색으로 익는다. 밭에서 일하다 주변에 있는 잘 익은 딸기

를 몇 개 따서 먹어보면 이 맛에 딸기를  기른다는 생각이 

든다. 잘 익은 딸기의 상큼하고 달콤한 맛은 시중에서 사다

먹는 제철이 아닌 딸기와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일부 딸기

에는 벌레 먹은 흔적도 보이고 상처가 보이기도 하지만 생

명력을 느낄 수 있다.

풀 대책 및 웃거름주기

딸기는 가을에 심어 이듬해 여름까지 약 10개월 정도 밭을 

차지하는 식물이다. 가을부터 돋아나는 여러 가지 풀을 잘 

관리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 가을에는 별꽃이 만연하

여 힘들게 하고, 봄이면 봄풀인 냉이, 망초 등이 딸기를 둘러

싼다. 특히, 별꽃은 딸기 주변을 아주 뒤덮어버려 나중에는 

수습이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딸기는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 왕성하게 성장을 하여 꽃

도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때가 가장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밑거름으로 넣어준 퇴비와 깻묵은 가을부터 조금씩 

소모되어 봄이 되면 고갈 상태가 된다. 그래서 겨울의 막바

지에 딸기 포기 위로 깻묵을 한줌씩 흩뿌리고, 3월 말에 딸

기포기 주변의 흙을 긁어내고 퇴비를 한줌 주고 흙을 덮어

준다. 이후는 퇴비를 주려고해도 딸기가 달려있어 어렵다.

딸기 모종 길러보기

 6월 중순 이후에는 기온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딸기가 열

리지 않는다. 이 시기가 되면 기온이 높아지고 장마철이 곧 

다가온다. 그러면 딸기의 어미포기 중에 이미 새끼를 키우

고 있는 것도 보인다. 이런 포기 중에 튼튼한 포기를 골라 

모종용으로 이용한다. 모종 밭은 폭 1m에 높이 10cm로 하

여 포기간격 25cm 정도로 한쪽에만 어미포기를 심는다. 빈 

공간으로 런너가 뻗어나게 유도를 해주면 딸기 모종이 많이 

생기게 된다. 모종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3-4포기만 

심어두면 충분하게 모종을 얻을 수 있다. 어미포기 하나에 

10개 정도의 모종을 얻을 수 있다.

딸기 모종이 자라면 많은 거름을 필요로 한다.  8월 초에 

왕성하게 줄기를 뻗어 새끼를 키울 때 한번 정도 퇴비를 준

수확한 딸기

딸기와 자라는 가을풀. 11월 중순

딸기밭의 봄풀. 4월 말

1월 중순. 딸기에 깻묵을 뿌렸다.

웃거름 주기. 4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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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백과

다. 퇴비는 밭을 긁어내거나 파거나 할 형편이 되지 않으므

로 위에 흩뿌려 준다. 모종 밭에 계속해서 풀들이 자라므로 

수시로 정리해 주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풀에 쌓여 모종

이 없어지거나 아주 약하게 된다. 딸기가 힘들다는 이유 중

에 하나가 풀 때문이다. 모종과 함께 자라는 풀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모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딸기

의 줄기는 땅을 기면서 자라고 풀은 위로 자라므로 더욱 힘

들게 한다.

좋은 모종

가을의 선선한 기온이 되면 딸기 모종은 아주 싱싱한 모

습을 한다. 10월이 되어 모종을 심을 시기가 되면 좋은 모

종을 선별하여 심는 것이 좋다. 좋은 모종은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 잎의 모양이 대칭이고, 윤기가 난다.

- 어미포기에서 2-3번째 생긴 모종(어미포기의 병을 이

어받지 않는다.)

- 캤을 때 뿌리의 발달이 좋은 것

- 위로 큰 것 보다 옆으로 퍼진 모종

딸기재배주의사항

딸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의해야할 내용은 풀 관리, 열

매관리, 모종관리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소규모의 텃밭

에서는 특별하게 발생하는 병은 보이지 않고 있다. 대량으

로 재배하는 모종 밭에는 흰가루병이 많이 생긴다고 한다.

풀 관리  수시로 보이는 풀을 정리하여 풀에 파묻히지 않

는 관리가 필요하다.

열매관리  딸기가 열리면서 바닥의 흙에 닿으면 닿은 부분

이 상한다. 그러므로 흙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을 세

워야 한다. 좋은 방법이 짚이나 마른 풀로 딸기포기 주변을 

덮어주는 것이다. 꽃이 피는 4월 초에 포기 밑동에 짚을 깔

아주는 방법이 좋다.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곳에는 비닐피복

을 이용하므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즉, 피복으로 

이용하는 비닐위에 딸기가 자리를 잡는다.

모종관리  모종이 자랄 때 수분이 부족하면 뿌리내림이 더

디게 되어 좋은 모종을 얻기 어렵다. 딸기 모종이 자랄 때는 

수분이 부족하지 않게 수시로 물을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런너가 일정하게 고른 배열이 되게 유도해 주어야하고, 모

종이 한쪽에 복잡하게 자랄 때는 솎아주어 튼튼한 모종을 

기르도록 한다. 전문적으로 모종을 재배하는 곳에서는 뿌리

내림을 좋게 하기 위해서 런너를 고정시키는 “ㄷ” 자 모양

의 고정 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6월말의 딸기 모종

많은 새끼를 키우는 모습. 8월 말

모종 밭의 풀

흙에 닿은 부분이 상함

딸기 아래 짚을 깔아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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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 만드는 자연친화적 공간  

이용우 원예아트

* 용기 : 벽걸이용은 스폰지. 철망. 오

아시스. 플러그. 스페그넘 모스. 피트모스 

등을 이용합니다.               

1) 철망을 이용하여 나무박스를 만든 

후 앞면에 철망으로 고정한 후에 철망 사

이에 자른 다육이를 꽂아 넣습니다.         

2) 오아시스나 프러그( 피트모스와 스

폰지 재료를 혼합해서 만든 인공 스폰지)                

3) 굵은 철사나  합판, 나무 등으로 크

기를 정해 모형을 만들고 ( 하트. 삼각형. 

사각형. 육각향. 별모양. 십자가형)      

4) 벽면에 정사각 또는 직사각형의 액

자틀을 만들어 그 사이에 burtch tree(

자작나무) 포도나무. 괴목이나 고목. 소

독된 통나무. 소나무 등으로 크고 작은 

굵기의 나무로 고정한 후 1/4-1/8크기

의 드릴핀으로 위에서 아래로 45도 정도

의 경사각으로 홀을 뚫은 후에 준비한 다

Living wall (벽걸이 다육이)
이번 호에서는 다육이를 이용한 벽걸이용 다육이를 만들어 보겠습

니다. 벽 공간을 활용하여 그린 인테리어를 만들어 실내 공기정화와 

더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의 일부를 실내에도 만들 수 있습

니다. 가족 또는 회사의 동료들이 함께 즐기며 감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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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 아트

화분 등에도 심어 벽걸이 다육이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 심을 식물: 다육이 와 선인장들을 크

기별 색갈별로 다듬어 준비합니다.        

15일 정도 지난 후 확인해서 문제가 있

는 식물은 바꾸어서 마무리합니다. 이 때 

식물은 줄기가 너무 가늘거나 약한 식물

보다는 비교적 강한 에키베리아나 알로

에 종류의 일부 품종들을 선택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 1). 2). 3)의 경우는 반드시 평지에 

약간 경사지게 위부분이 위로가게 놓은 

후 한주에 2-3반 정도의 물을 뿌려줍니

다. 흙에 심은 식물보다는 물주는 횟수

를 늘려주어도 과습해서 썩거나 상할 염

려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름철

이면 4-8주 겨울철에는 8주 이상이 되

면 발근이 되어 뽑히지 않을 정도가 되

면 벽에 걸면 됩니다. 빨리 정한 위치에 

걸고 싶을 때는 4주 정도 지난 후에 걸어

도 됩니다. 주의해야할 사항은 스폰지나 

플러그등에 심을 시 줄기가 없어 고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ㄷ자형의 핀으로 다육

이의 잎을 좌우에서 핀으로  눌러 고정

해두어야 착근이 잘되는 점을 숙지하시

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다육이로 만든 벽걸이 화분

은 죽거나 문제시 식물을 교환해서 대체

하기가 쉬워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어 즐

길 수 있습니다.

이용우 

중남미에서 20년간 접목 선인장 재배

현재 Cyma Orchid Corp.에서 디자인 담당

남가주 원예동호회 만들어 7년째 강의

문의: (310)251-2534

육이를 피트모스나 스페그넘모스

로 고정합니다. 식물의 줄기부분

이 짧을 시에는 마른듯한 식물 줄

기에 20번 정도굵기의 철사를 잘

라서 구부려 꽂고 끝부분을 나무

부분에 고정시키면 됩니다.                      

5) 나무 상자 화분이나 굵은 통

나무 4"x4"등의 나무를 가로로 놓

고 윗부분에 구멍을 뚫어 다육이

를 심어 걸어두는 방법.           

6) 가죽이나 질긴천. 코코넛 컵

질로 만든 화분. 야자잎으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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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준비없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은퇴 후의 소외감, 고독감, 

무료함으로 불행함까지 느끼게 되면서 

우울증이라거나 대인기피증 등과 같은 

은퇴 후의 각종 부작용으로까지 발전

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여가시간을 얼마나 효과적으

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은퇴 후의 적응

과 삶의 만족도,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대학에서 여가학과가 생겨나고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여가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 과거

에는 여가란 노동을 위한 재충전으로

서 휴식을 취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요즘에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행복

을 추구하는 자아실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은퇴가 ‘인생의 종말기’라기보

다는 ‘제2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보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은퇴자 층의 여행, 

여가교양 같은 자아실현 추구 욕구가 

훨씬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요즘은 이러한 자아실현 추구 욕구

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

나는 시골에서 텃밭하며 살란다 [9]

이명섭

고 있는 곳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난 

편이다.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여행 프

로그램에도 다양하고 강좌나 여가 프

로그램 중에서 본인의 취향에 맞거나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포함된 것들도 

많아서 취사, 선택할 수 있다. 

영어에 능통한 지인은 지금 중국어,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 중에 있는데 나

중에 5개 국어로 일기를 쓰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그 지인은 이 목표가 

향후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

고 지금까지 해보고 싶었던 도전이라

며 실현된다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은퇴자는 치매 예방에도 좋

고 노인정이나 병원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며 색소폰을 배우면서 지자체에서 실

시하는 수지침 강의를 1년 이상 배우

고 있다. 

은퇴 후에 어떤 여가활동을 할 것인

가는 개개인별로 취향이나 적성이 다

르고, 해 보고 싶은 분야나 성취감을 느

끼는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남에게 강

제로 권하거나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다만, 텃밭이 적성에 맞는다면 여가

활동을 하기에는 최적의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다. 텃밭은 전적으

로 개개인의 ‘자유와 재량’의 공간이다. 

바쁘면 바쁜 대로 쉬고 싶으면 언제

라도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내 경우에는 텃밭에 나가면 작물 하나

하나를 살피기에도 벅찰 만큼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해 봐도 뭘 

특별히 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도 좌

우간 하루가 너무 짧았다는 생각이 든

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밥을 지을 시간

이 없어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

간에 식당에서 저녁을 해결하는 경우

가 다반사다. 

그렇다고 ‘그것이 노동이었냐’를 자

문한다면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나선 일이었고 손에 흙

을 묻히면서 엄청 즐거워했으니 노동

이 아니라 여가활동이었다. 

작물의 성격이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밤새 인터넷이나 관련 서적을 뒤

지면서 공부하고, 텃밭의 어느 곳에 무

슨 작물을 배치할 것인가를 궁리하며 

작물이 어려움 속에서도 싹을 틔워 성

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키워나가는 

즐거움은 다른 어떤 여가활동에서는 

맛보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다. 

그러나 텃밭이 겨울에는 농한기로 

접어들어 크게 할 일이 많지 않은 만큼, 

그 기간 동안은 그간 하고 싶었지만 시

간이 없어 손을 대지 못했던 취미활동

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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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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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시골에서 텃밭하며 살란다

Section 07

평생직장으로서의 텃밭

육체노동과 정신노등을 다 함께 필

요로 하는 공간

은퇴 후 제2의 직장으로, 평생직업으

로 텃밭을 선택한다면 텃밭에 대해서

도 프로의식을 가지고 공부도 해야 하

고 책에서 본 이론을 현장에서 다양하

게 적용해 보는 시도도 해야 한다. 그

리고 그 속에서 어느 것이 가장 나은가

에 대해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

리고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를 선택

해야만 한다. 

토마토가 왜 죽어나가는지? 고추가 

왜 탄저병에서 헤어나질 못하는지? 그

리고 농약을 전혀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농약을 전혀 주지 않고 야채나 

식물을 키울 경우 야채나 식물이 스스

로를 보호하기 위해 독성분을 지니고 

뿜게 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사람

이 그것을 먹어도 괜찮은 것인지 등등 

공부해야 할 부분이 끝이 없다. 

기존 방식대로 재배를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새로운 친환경농법, 

자연농법으로 재배를 한다면 어떤 새

로운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지를 면

밀히 살펴보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재

배를 할 것인지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

나가야 한다. 

초보 텃밭지기일 경우에는 아는 것

이 없어서 불리한 점도 있지만 오히려 

기존의 재배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공

부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방식을 겁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유리한 점도 

있다. 

텃밭을 은퇴 후 후반부 삶의 평생직

장으로 받아들인다면 젊은 시절에 신

입사원으로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와 똑같은 마음가짐을 갖고 텃밭을 시

작해야 한다. 

우린 흔히 인생의 전반부에 너무나 

경쟁적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

열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은퇴 후의 후

반부는 경쟁 없이 느슨하게 살 수 있고, 

큰 노력 없이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생

활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

욱 더 치열하게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

는다면 남은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남은 삶을 유쾌하고 즐겁

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생 전반부에 못

지않은 정열과 노력, 성실함을 갖추어

야 한다. 

텃밭을 평생직장으로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먼저 텃밭의 신입사

원으로 배우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한다. 텃밭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참고가 될 만한 책자나 

자료를 읽고 공부를 해야 한다. 처음 직

장생활을 할 때 열성을 갖고 업무에 대

한 공부를 했듯이 관련 자료도 찾아보

고 관계된 서적도 읽어 텃밭 재배에 대

한 기본을 먼저 익혀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제가 떨어지면 밤을 세워 

머리를 짜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었

듯이 낮에는 작물을 재배하고 문제가 

생기면 밤에는 해결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 

책에서 작물에 추가로 비료를 주라

고 한다면 왜 주어야만 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만 한다. 주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줄 일이 아니라 주는 이유를 찾

아내고 만약에 주지 않았을 경우에 어

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도 생각하면서 

작물을 키워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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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부동산
Real Estate

하이데저트 지역 주택거래 현황 [2019년 7월 기준]

하이데저트 지역에서 지난 7월 판매된 주택 중간 가격은 26만5000달

러, 마켓에 나온 주택 수는 1072채, 지난 달 판매된 주택은 395채, 가

격은 전년대비 6.0% 올랐다. 스퀘어피트당 평균 가격은 148달러. 지

역별로는 필랜(9%)를 제외한 전지역이 5%~31% 올랐다.

                                                 자료=Coldwell Bankers Home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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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Life
오개닉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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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봄 정원 풍요롭게 할 꽃…구근 지금 심어야
 고영아 <언론인·조경전문가> 

이달의 꽃과 나무

수선화 

구근은 지금 심으세요.

내년 봄과 여름 정원을 풍요롭게 해

줄 구근은 올가을에 심어야 한다. 그중

에서도 밸런타인즈데이를 전후해 만개

하는 수선화(Daffodil-Narcissus)는 

이달에 심는 게 좋다.

만일 구근을 심을 계획이 있다면 너

서리에 나와있는 것들 중에서 서둘러 

사야한다. 뒤늦게 가면 원하는 모양이

나 색깔을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수선화는 겨울이 끝날 무렵, 봄이 온

다는 소식을 갖고 정원에 피는 꽃이다.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까지 가드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

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꽃이 수

선화다. 일단 심어놓고 나면 많은 관리

가 필요하지 않아 내버려 두고 깜빡 잊

고 있어도 이른 봄 어느 날이면 순이 

올라와 주인을 반갑게 해주는 꽃이다.

가을 날 혹은 초겨울에 맨땅을 비집

고 올라오는 수선화 순은 빠르면 2월

에, 늦으면 5월경에  아름다운 꽃을 보

여준다. 노란색과 크림색, 흰색이 많지

만 요즈음에는 핑크, 오렌지색, 붉은색

이 섞이는 등 색깔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다.  

모든 수선화는 기본적으로 같은 구

조를 갖고 있다. 꽃잎처럼 생긴 여섯 개

의 부분이 바깥쪽에 있고 가운데에는 

나팔 혹은 컵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

다.  

가장 흔하게 우리가 접하는 수선화

는 킹 알프레드 데포딜(King Alfred 

daffodil)로 꽃의 가운데에 있는 컵이 

아주 크다. 가주지역에서 인기있는 종

류로는 아이스 폴리스(Ice Follies), 순

백의 ‘탈리아(Thalia), 

흰꽃에 오렌지색 컵이 

있는 액센트(Accent) 

등이 있다.   

수선화의 구근은 시

원한 곳을 좋아하기 때

문에 깊게 심는게 좋다. 

심기 전에 어디에 어떻

게 심어야 봄에 꽃이 

아름답게 배치될 수 있

는지를 잘 생각해서 심

도록 한다. 수선화의 경

우 여러개를 그룹으로 심는 것도 아름

답지만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에 흩어지

도록 심는 것도 전원같은 분위기가 살

아서 좋다. 수선화 꽃이 피어있는 동안

인 봄철에는 온종일 햇빛이 비치는 곳

이 좋다. 수선화는 아주 더운 지역에서

는 전통적으로 가지가 높게 있는 낙엽

수 밑에 심어왔다. 

꽃이 피는 봄에는 나뭇가지만 있어

서 온종일 햇빛을 받고 있다가 꽃이 지

고 난 여름에는 가지에 잎이 나와 반그

늘이 되기 때문에 시원한 날씨를 좋아

하는 구근에 최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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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릴리(Daylily) - 하루의 아름다

움

범지역적으로 폭넓은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꽃이 장미와 데이릴리다. 캘

리포니아에서 장미 한 그루가 없는 집

은 찾아보기 힘들고, 주인이 정원관리

에 관심이 있는 집이라면 대개는 데이

릴리도 함께 있다. 

데이릴리는 5월에 시작해서 9월까지 

뜨거운 햇볕에도 조금도 퇴색하지 않

고 싱싱한 빛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꽃 

중 하나다.

데이릴리의 학명은 그리스어로 ‘하

루의 아름다움(Beauty for a Day)’이

란 뜻이 들어있다. 일반명인 데이릴리

에도 ‘하루(Day)’가 들어있는 것은 이 

꽃이 하루동안 핀다는 특성을 나타내

고 있다. 

꽃 한송이는 하루 동안만 아름답게 

핀다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

지만 꽃대에는 여러개의 꽃이 있어서 

한 송이가 지고나면 곧바로 다음 송이

가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해 피기 때문

에 여름 내내 쉬지 않고 피어있는 게 

데이릴리다. 

최근에는 꽃송이가 하루 이상 피는 

새로운 종류가 개발되어 있다.

데이릴리는 연중 어느 때 심어도 무

방하고 꽃이 피어있는 상태에서 심어

도 좋다. 가을에 뿌리 가르기를 해서 심

은 데이릴리는 다음해 여름이면 꽃을 

피운다.

일반적으로 데이릴리라고 하면 노란

색과 오렌지색, 황갈색을 보게된다. 흔

하지는 않지만  새롭게 개발된 자주색

과 분홍색, 진홍색, 푸른 색, 흰색, 보

라색 등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아

하고 심플한 잎의 곡선, 나팔이나 별모

양의 매혹적인 꽃모양과 다양한 색상 

등 데이릴리는 어느 정원에 심어도 품

위있게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정원

의 보배다.

데이릴리의 원산지는 한국을 포함

한 아시아와 유라시아 지역이다. 미국

과 영국에서는 1920년대 들어 품종연

구와 개발이 시작되어 지금은 미국 내

에서 장미와 함께 가장 사랑받는 꽃이 

되어있다.

물이 모자라도, 햇빛이 모자라도 잘 

적응하지만 적당한 물, 좋은 흙, 적당한 

햇빛이면 데이릴리는 더 많은 꽃송이

를 맺고 더 크고 싱싱한 꽃을 피운다. 

화경과 꽃봉오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

는 봄철과 꽃이 만개하는 여름철에는 

적당량의 물을 주어야 꽃이 보기 좋게 

핀다.  뜨거운 날씨에 위에서부터 물을 

주면 꽃에 얼룩이 생기거나 곧 시들어

버릴 수 있다. 옮겨 심은 후에는 하루 

걸러 물을 준다. 

이달의 꽃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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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수혜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

지 플랜(Medicare Advantage; 우월보

험)을 통하여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선택

을 할 수 있으나, 가입과 탈퇴를 할 때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아

무때나 가입이나 탈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 메디케어 수혜자가 메디케어를 신

청할 수있는 7개월간을 초기 가입 기간 

(ICEP/IEP; Initial Coverage Election 

Period)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기 가입 

기간 동안에 파트 A와 파트 B가 준비가 

되고  수혜자의 주거지역 (service area)

에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이 제공이 

되는 경우, 수혜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

지 플랜에 가입하실 수가 있고 메디케어 

혜택이 발효함과 동시에 그 플랜의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해마다 

년중 가입 기간 (AEP; Annual Election 

Period)이 주어지는데, 간혹 메디케어 규

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기간을 

오픈 인롤먼트 (Open Enrollment) 기간

이라고 잘못 부르기도 합니다.  이 AEP 

기간 동안에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는 새

로운 플랜에 가입하거나, 다른 플랜으로 

옮기거나, 기존의 플랜으로 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 하실 것은 탈

퇴와 동시에 처방약 플랜 (파트 D)에 가

입 하셔야 될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AEP 기간이 매년 10월15일에 시작해

서 12월7일에 끝닙니다.

3. 오픈 가입 기간 (Open Enrollment 

Period;OEP): 2019년부터 시행한 제도

로서 1월이전에 Medicare Advantage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가 1월1일부터 3월

31일사이에 한번의 변경할 기회가 주어

집니다. 다른 Medicare Advantage plan

을 선택하거나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선

택할 수도 있습니다.

4. 락-인 (Lock-in)규칙이 있습니다. 

락-인이란 안으로 갇힌다는 뜻으로, 

AEP기간에 선택하신 플랜은 그 다음 해 

1월1일에 발효하여 그 해 가을에 AEP때

까지는 선택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락-인의 유일한 예외 규칙은 1월1일부

터 3월31일까지의 OEP입니다.  이 OEP

기간 중에 모든 MA플랜이나 MAPD 플

랜 가입자는 자신이 가입한 플랜을 떠나

서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돌아 갈 수 있습

니다. 방법은 자신의 플랜에게 탈퇴를 신

청 하거나 그냥 간단하게 처방약 플랜 (

파트 D)에 가입 하시면 자신이 가입된 플

랜에서 탈퇴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 

문제가 되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잘 도

와 드립니다. 이 OEP기간 동안에는 오리

지날 메디케어로 되돌아 갈수도 있고  다

른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으로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5. 오리지날 메디케어에 계시는 분들이 

AEP동안에 MA플랜이나 MAPD 플랜을 

선택하여 가입하지 않으면 오리지날 메

디케어 플랜에 그냥 계시게 됩니다. MA

플랜이나 MAPD 플랜에  계시는 분들이 

AEP동안에 다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

전에 선택하신 그 MA플랜이나 MAPD 

플랜에 그냥 계시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인이 이전에 선택한 MA플랜이나 MAPD 

플랜에 문제가 없으시고 같은 플랜에 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의 자격과 가입(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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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하시기를 원하시면 그냥 계시면 됩니

다. 단 한가지 유의 하실 점은 그 다음 해

의 세부혜택을 체크 하신 다음에 잔류를 

결정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모든 플랜들

은 해마다  세부혜택을 새로 디자인하여 

CMS (=메디케어를 관장하는 연방 기관)

의 심사를 통과해야하는데 이 디자인 과

정에서 세부혜택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에는 

헬스클럽 혜택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

어 질 수도 있고, 다른 플랜은 올해에는 

헬스클럽혜택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생

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 같은 플랜에 잔류를 하시든 변경을 하

시든 선택한 플랜은 오는 1월1일부터 발

효를 합니다. 그러나 오리지날 메디케어

에 계시는 분이 다음해  1월1일부로 메

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을 선택하여 있

는중 입원하여 1월1일 발효 날짜에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병원비는 퇴원 할 

때까지 오리지날 메디케어 에서 지불하

게 됩니다. 이 경우 메디케어 수혜자는 

파트A 디덕터블과 코페이를 다 책임져

야 하므로 보충보험의 계약관계를 신중

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 예외 법칙은 파

트A 병원비에만 해당 합니다. 다른 모든 

메디케어 서비스는 메디케어 어드벤티

지 플랜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

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대표 리차드 김, 

213-73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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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발 이야기 김성일의 도예 칼럼  

사발은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던 그릇 중에 가장 자주 사용 하는 것 중의 하나였다. 어린시

절 우리집에는 회백색의 투박한 사발과 흰색바탕에 청색선이 위 아래에 그어져 있는것과 난

초모양의 그림이 그려진 것들이 있었다. 

그것에 담는 내용물에 따라 다르게 불렀다. 국사발, 약사발, 죽사발, 막걸리 사발 등 다양한 

용도로 쓰였다. 그당시 우리집에는 컵이 없었다. 식사후에 물(숭늉)도 사발에 담아 마셨다.

근자에는 조선시대에 쓰던 사발을 ‘막사발'이라 이름하여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당시에도 우리집 처럼 사발이 다용도로 쓰여졌기에  막사발이라 일컫게된 것으로 

짐작한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막사발'이라는 고유명칭을 갖게 된 것이다.

사발을 통하여 우리의 것을 다시생각하게 하는 두가지 이야기를 소개한다.

어떤 분이 일본에서 열리는 차 문화행사에 초청되어 갔다. 무릎이 맞다을 정도의  작은 차실

에 둘러앉아 국보급의 찻사발(다완)을 돌려가며 감상하고 본인 몫의 찻사발을 앞에 놓고 차

를 기다리다가 사발의 아랫부분(굽)을 보려고 뒤짚으려는데 옆의 일본사람이 옆구리를 툭치

며 찻사발을 두손으로 공손히 받쳐들고 머리를 숙여 밑을 감상하라고 귀뜸해 주었다고 한다.

어떤분이 중국을 여행하고 있었다. 어느 시골마을 지나다가 개 밥그릇을 보고 그것이 범상

치 않은 사발임을 알아 차렸다.

개주인이 원하는 가격을 다주고 개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개 밥그릇을 거져 얻으려는 속셈

이었다. 그러나 개주인은 사발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하여 개장사를 하고 있었

던 것이다.                                                                <도예가 김성일. 예술사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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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부터 어른까지, 

착한 스킨케어 화장품 ‘세타필’         

세계적인 피부 전문 기업 갈더마가 출시한 화장품인 세타필은 70여 년의 전통을 자랑

한다. 연령과 성별에 관련없이 모두의 삶에 보편적인 피부 건강 해결책을 제공하겠다

는 철학으로 만들어진 세타필은 신생아부터 성인까지, 모두에게 착한 화장품이다. 

윤광준의 신 생활명품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피스 앤 

그린보트’를 타는 것도 할 일 중 하나

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평화와 환

경을 공동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이다. 커다란 배에선 1000여 

명이 함께 숙식하며 크루즈 항해를 한

다. 

살면서 여러 배를 타 봤지만 한가한 

여행객들의 호사취미 정도로 생각하

던 크루즈 여행은 처음이다. 세상에 겪

어봐야 알게 되는 것이 어디 크루즈 여

행뿐이던가. 크루즈 여행은 정말 좋았

다. 배 안에서 벌어지는 유익한 프로그

램과 사람들을 사귀는 재미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격의 없이 어

울리고 토론했으며 웃으며 즐겼다.

한 배를 타는 순간 사람들은 운명공

동체가 된다. 고립된 공간에서 대립과 

다툼이 끼어들 틈은 없다. 말하지 않아

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필요

만이 넘친다. 열흘의 시간을 함께 겪

는 동안 정치적 이슈는 떠올리지 않았

다. 일본인은 친근하고 살가운 이웃이

었다. 

오키나와로 향하는 바다엔 큰 파도

신생활명품

가 일지 않았다. 강렬한 햇빛은 살을 파

고들 듯 따가웠다. 코끼리 피부라도 견

디지 못할 것이다. 모자를 쓰는 것은 위

안에 불과했다. 햇살의 위력은 대단했

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강한 자외선 

빛만큼이나 파고든다. 얼굴이 따갑고 

후끈거린다. 물러설 내가 아니다. 미련

하게 버티고 서서 눈앞에 펼쳐지는 바

다를 마음껏 눈에 담아야 한다. 오늘 아

니면 이 바다에 다시 설 기회는 찾아오

지 않는다. 

선미 데크에 서 있는 중년의 일본인

을 보았다. 그 또한 나와 같은 심정일 

게다. 바다를 바라보는 내내 얼굴에 연

신 무엇인가를 발라댔다. 흔히 보던 자

외선 차단제가 아니다. 생소한 브랜드

의 튜브 형 크림이다. 유심히 들여다보

는 내게 관심을 보였다. 벌겋게 단 얼

굴이 안쓰러워 보였을지도 모른다. 대

뜸 자신의 크림을 건네며 발라보라 했

다. 운명공동체 의식이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제 얼굴이 따가우면 상대도 

따가운 법이다. 잽싸게 받아들어 얼굴

에 발랐다. 순간의 청량감을 지금도 잊

지 못한다. 크림 하나로 진정되는 얼굴

의 반응이 놀라웠다. 아리가토! 아리가

토! 외마디 일본어라도 이럴 때 써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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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코끼리 같은 피부도 순하고 촉촉하

게

배 안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타고 있

다. 14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전담 간호

사로 일했다는 여인도 그 중 하나다. 최

고의 간호란 환자들이 편하게 잠들게 

하고 쉬고 먹게 해 주는 일 뿐이란 그

녀의 지론은 멋졌다. 누구보다 현장의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의 말은 어렵지 

않았다. 이후 간호학 교수가 된 이의 해

박함과 유쾌한 가벼움은 서로 다투지 

않았다. 강요해서 생기는 믿음이란 진

의를 의심케 되지 않던가. 이토록 명쾌

한 간호의 정의를 내려준 김미진 박사

에게 신뢰를 표했다. 

간호학 교수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혹시 크림의 이름을 아느냐

고 물었다. 흰색 용기에 푸른색 글씨 C 

밖에 기억나지 않았다. 대뜸 손뼉을 치

며 “아! 세타필”. 그녀의 반응은 즉각 

튀어나왔다. 피부가 여려진 환자들에

게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제품이란 설

명과 함께 예찬론을 펼치기 시작했다. 

여느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논리를 

벗어난 독특한 전략이 세타필의 특징

이라 했다. 피부에 해를 끼치지 않는 기

초 화장품의 본질만이 관심인 듯 보였

다. 세타필은 1947년 피부과 치료제와 

화장품을 내놓았다. 일반 화장품이 아

닌 피부과 치료제로 출발한 이력을 주

목해야 한다. 1964년에야 의사의 처방

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화장품으로 

바뀐다. 

만드는 회사의 배경이 어마어마하

다. 커피로 유명한 스위스 네슬레와 프

랑스의 화장품 회사 로레알이 합작해 

세운 피부전문 제약기업 ‘갈더마’다. 스

위스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 34개 자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기도 하다. 국제적 규모와 영향력은 말

할 것도 없다. 

내게 세타필은 생소한 이름일 수밖

에 없다. 여자에게 잘 보일 일이 없어진 

지금 화장품까지 신경 쓰지 못한 탓이

다. 사실 제 얼굴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보지 못했다. 나름 감추고 싶은 부

분은 얼마나 많던가. 나의 고민도 별로 

다르지 않다. 거친 피부와 여드름 자국

이 깊게 패인 내 얼굴이다. 기르고 있

는 콧수염도 사실 패인 흔적을 감추기 

위한 장치다. 속 모르고 멋있게 보인다

는 여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냉소를 

보내게 된다. 

김미진은 나의 거친 얼굴을 측은하

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세타필 전

도사 같았다. 세타필을 쓰면 코끼리 같

은 피부가 순해지고 촉촉하게 바뀐다 

했다. 귀가 솔깃해 졌다. 자신이 쓰던 

세타필 로션을 우선 써 보라고 건네주

었다. 

살다 보니 여자의 화장품도 넙죽 챙

기는 뻔뻔함이 내게 있는 줄 몰랐다. 밑

져야 본전이다. 거저 준 로션이니 푹푹 

찍어 얼굴에 발랐다. 둔감한 나도 바로 

알겠다. 끈적임도 향도 없는 로션이 번

진 얼굴은 이전과 달랐다. 피부가 건조

해져 당기는 느낌이 없다. 화장품 광고

에 나오는 촉촉한 느낌이 바로 이런 것

이었다. 여자들이 화장품 선택에 민감

해 지는 이유를 알겠다. 제 얼굴에 반응

하는 쓸 만한 화장품을 선호하는 이유

다. 촉촉한 피부가 더 매력적으로 보인

다는데 어찌 지갑을 열지 않을까. 

넉넉한 용량, 저렴한 가격, 무엇보

다 빼어난 진정효과 

피스 앤 그린보트 탑승의 최대 효과

는 표면의 거창한 이유보다 세타필을 

알게 된 일이다(초청해준 대의를 찌질

한 사적 감흥으로 바꾼 결례를 용서하

시길). 이후 나는 세타필의 자발적 사

용자가 됐다. 

세타필은 대형 마트부터 인터넷 쇼

핑까지 여러 경로로 구입할 수 있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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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져 나왔다. 개그맨인 아들 녀석도 

용도를 알 수 없는 많은 화장품이 있

다. 놀랐다. 외모가 경쟁력이 된 세태

를 거스르지 못하는 선택일 것이다. 아

직까지 내겐 로션과 촉촉한 피부를 유

지시켜주는 크림 이상의 화장품은 필

요 없다. 피부를 해치지 않는 안전성

과 당김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용도

면 충분하다. 

커다란 세타필 로션과 크림 한 통이 

내 얼굴 미용의 강력한 무기다. 쓰면 쓸

수록 효능에 감탄하게 된다. 지금까지 

마누라가 사주는 로션과 스킨만 사용

했다. 독특한 향과 청량감만이 기억난

다. 바탕의 얼굴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

어주지 못하는 불만을 감추고 살았다. 

세타필 로션은 화장품이 아닌 피부 

진정제 같다. 사람을 현혹시키는 향이 

없다. 피부에 도움이 되는 성분만을 담

기 위함이다. 

색도 없다. 대신 여유 있게 찍어 쓰라

는 용량의 넉넉함이 다가온다. 여느 화

장품에 비해 없는 것이 더 많은 담담한 

젤은 피부만을 위해 종사한다. 내 얼굴

이 촉촉해 보였다면 그 비밀은 단 하나

다. 세타필을 쓴다는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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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활명품

용기에 가득 담긴 로션의 값은 황당하

게 싸다. 유명 뻑적지근한 메이커가 만

들었다는 선입견을 지울 수 없다. 처음

엔 가격표가 잘못 붙은 줄 알았다. 다른 

건 몰라도 좋은 화장품이 반드시 비싸

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 

남자가 쓸 화장품이 뭐 대단한 것이 

있을까. 아니다. 함께 여행했던 김정운

의 세면도구 백에서는 온갖 화장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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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메디케어 날짜

메디케어 플랜 매년 변경될 수 있어   

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샤논 양

9월 & 10월 - 검토 & 비교

메디케어 헬스플랜에 가입하신 분들

은 반드시 연례 혜택 변경 통지서(An-

nual Notice of Change, ANOC)를 9월

~10월중에 받으시게 됩니다. 모든 베

네핏의 변경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당신의 플랜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해의 변경 사항들에 대한 모든 공

지들을 검토하세요.

10월 15일:

오픈 엔롤먼트 시작. 이 기간동안 모

든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다음 해를 위

한 으료 보험과 처방전 약품 보장 플

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정하세요: 

10월 15일은 다음해를 위한 메디케어 

보장을 변경할 수 있는 첫번째 날입니

다.

12월 7일:

오픈 엔롤먼트 마감. 대부분의 경우

에, 12월 7일은 다음해를 위한 메디케

어 보장을 변경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

니다. 12월 7일까지 당신의 가입 요청 

(신청서)는 마감되어야 합니다.

1월 1일:

보장 시작. 당신이 새 플랜으로 변

경한 경우 당신의 새 보장은 1월 1일

에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같은 플랜을 

유지한다면, 다음 해에 대한 보장, 혜

택, 또는 비용 변경은 1월 1일에 시작

됩니다.

1월 1일 이후 보장 변경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HMO

나 PPO같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

랜을 유지하고 있으시다면 기존에서 

다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나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변경하실 수 있

습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변경하

시면 추가 약품 보장을 위하여 메디케

어 처방전 약품 보장 플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더 나은 선택사항들과 

낮은 비용들로 더 좋아졌습니다. 매 년 

새로운 의료 보험과 처방전 약품 보장 

선택사항들이 생깁니다. 매년 가을 당

신은 현재의 의료 보험과 처방전 약품 

보장을 확인하고 당신의 플랜이 여전

히 당신에게 적합한지 확인하는게 좋

습니다.

      문의: 샤논 양 714-709-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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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불꼬불 산길도 좋고 

뻥 뚫린 프리웨이도 좋고...

내 차 몰고 가는 ‘옐로우스톤’

글·사진 = 나종성<언론인, 여행 칼럼니스트>  

나름대로 여행과 캠핑 칼럼을 발표하고 책도 출판하고 보니 좋은 여행지를 

추천해 달라 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 미국에는 이런 분들을 위한 좋은 여행

지는 널려있다. 하지만 1주일 정도(더 길다면 더 좋지만)의 여유가 있는 분

들, 특히 자녀와 같이 여행하려는 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하는 몇 곳이 있

는데 그 중의 하나가 와이오밍(Wyoming)주에 있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Yellowstone National Park)이다.

 미국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우면서 각종 동식물의 보고로 알려진 옐로

우스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 이미 다녀 온 사람들도 많고 가 보지는 않

았어도 책이나 인터넷, 영화 등을 통해 이미 잘 알고들 있다. 그렇지만 이번

에 소개하는 내용은 관광회사나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직접 자기차

를 몰고 다녀오는 길이다. ‘오토 캠핑’이나 ‘자동차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

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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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여행과 캠핑 칼럼을 발표하고 책도 출판하고 보니 좋은 여행지를 추천해 달라 는 부탁을 종종 받는

다. 미국에는 이런 분들을 위한 좋은 여행지는 널려있다. 하지만 1주일 정도(더 길다면 더 좋지만)의 여유가 있

는 분들, 특히 자녀와 같이 여행하려는 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하는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와이오밍

(Wyoming)주에 있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Yellowstone National Park)이다.

 미국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우면서 각종 동식물의 보고로 알려진 옐로우스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 

이미 다녀 온 사람들도 많고 가 보지는 않았어도 책이나 인터넷, 영화 등을 통해 이미 잘 알고들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 소개하는 내용은 관광회사나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직접 자기차를 몰고 다녀오는 길이다. ‘오토 

캠핑’이나 ‘자동차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지구 태초의 모습이 고스란히...생태계의 보고

그에 앞서 먼저 엘로우스톤을 간단히 소개한다.     

옐로우스톤은 와이오밍주 북서부와 몬태나(Montana)주 남부, 아이다호(Idaho)주 

동부에  걸쳐 있는 세계 최초로 1872년 지정된 국립공원이다. 면적은 대략 8983제곱

km로 충청남도(8,204.71 km2)보다 크다. 미국에서도  최대를 자랑하는 거대하면서

도 태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공원이다.

 황성분이 포함된 물에 의해 바위가 누렇고, 이로 인해 옐로우스톤이라는 이름이 붙

여졌다. 이곳에는 대자연이 보여 줄 수 있는 경이로움이 모두 존재한다. 뜨거운 지하

수를 하늘 높이 내뿜는 수 많은 간헐천을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의 온천들이 1만여개

나 있는 곳이다. 가장 유명한 간헐천을 꼽는다면 그림엽서나 포스터, 관광지 사진에 

빠지지 않는,   공원 중앙에 있는 올드페이스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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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산중 호수로서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제일 큰 136평방마일에 눈이 

쌓여 있는 1만피트가 넘는 산봉우리가 

45개나 있다. 철마다 야생화로 덮이는 

대초원 곳곳에는 늑대, 버팔로(들소), 고

라니, 곰, 사슴 등 많은 야생동물들이 서

식하고 있어 가히 동식물 생태계의 보

고라 할 수 있는 곳이다.

LA에서 1000마일 남짓...쉬지않고 

달리면 17시간

 

옐로우스톤은 LA를 기점으로 대충 

1000마일에서 10여마일을 더한 거리다. 

차로 가려면 16~17시간 거리지만 이 시

간은 쉬지않고 달렸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중간에 쉬어가고, 하루쯤 묵어

가고, 주변 명소들도 들러 가려면 아무

리 짧게 잡아도 편도 1박2일이다. 물론 

시간은 여행하는 독자들 맘대로다.

 차를 몰고 가는 길은 대충 2가지다. 

일단은 LA에서 15Fwy를 타고 북쪽

으로 가는 것이다. 출발해서 138마일 지

점에 있는 바스토우(Barstow)에서 차 

상태도 점검하고 화장(?)도 고치고… 다

시 달린다. 

바스토우에서 155마일을 더 가면 평

소에도 가고 싶던 라스베가스(Las Ve-

gas)가 나온다. 이쯤에서는 차에 개스도 

꽉꽉 눌러 채우는 게 좋다. 

물론 한, 두시간 쉬는것도 좋지만 잘

못하면 여기서 그냥 철수하는 사람도 

있으니 말 그대로 잠시 쉬어 가는 게 다

음을 위해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420여 

마일을 더 가면 솔트레이크 시티(Salt 

Lake)가 나온다. 

 옐로우스톤으로 가는 길은 솔트레이

크를 조금 지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된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코스

인데 15Fwy를 그냥 직진해서 동쪽 게

이트로 들어가는 ‘코스 1’과 89번 지방

도로를 타고 남쪽 게이트로 가는 ‘코스 

2’가 있다.   

 코스 1은 프리웨이를 타고 가기 때문

에 운전하기 편하고 시간도 조금 단축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와이오밍

주의 시골, 산골 풍경을 즐기고 싶다면 

2번 길, 89번 도로를 추천한다. 

한 여름 흰눈 덮힌 ‘그랜드 티톤’이 

바로 이웃  

 도로 양 옆으로 미국 농촌 풍경을 즐

길 수 도 있고 조그만 동네 레스토랑서 

향토식(?) 식사를 즐기는 재미도 있기 

때문이다. 산길을 따라 해발 7610피트

까지 오르막과 내리막 그리고 꼬부랑이 

심한 곳도 있어 자동차 여행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다. 단 노약자와 동행 한다

면 1번 코스를 추천한다. 

 2번 길은 목적지에 이르기 전 웅장

한 산세를 자랑하는 그랜드 티톤(Grand 

Teton) 국립공원을 들르게 되 일석이조

의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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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코스 소개는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다 해 주기 때문에 생략한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있더라도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 위치 전체를 파악할 수 있어 편하다.     

*이것 만은 조심하라

 

 당연한 얘기지만 옐로우스톤에서

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다. 자칫 생

명과 직결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

다. 

 첫째, 간헐천이 뿜어져 나오는 곳

이나 흐르는 곳에 가까이 가면 매우 

위험하다. 바닥에서 물이 뿜어져 나

오는 주변은 ‘Thermal Area'라고 해

서 매우 뜨겁다. 설마하고 손이나 발

을 담궜다가 예상치 못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정해진 트레일만 따라가

야 한다.

 이런 Thermal Area가 위험한 이유

는 자신이 밟고 있는 곳이 그냥 보통 

땅인지 아니면 뜨거운 온천 위에 살

짝 덮여있는 얇은 바닥. 즉, 바닥이 무

너지면 바로 아래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곳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이런 

곳에 빠지면 속된 말로 뼈도 못 추린

다. 옐로스톤에서 이렇게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에피소드만 모아놓은 책이 

있을 정도로 사고 사례가 많다. 

 두 번째, 여기서는 유황가스에 자

주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호흡기에 문

제가 있거나 피부질환이 있는 사람이

라면 가급적 방문하지 않는 게 좋다. 

 셋째, 자연 보호에 매우 신경을 쓰

는 공원인 만큼 관광이 허가된 장소 

외에 아무 곳이나 들어간다거나 야생

동물을 자극해서는 안된다. 버팔로가 

신기하다고 가까이 접근했다가 크게 

다친 한인들도 많다. 

 넷째, 온천수가 뿜어져 나오는 가

이저 안으로 동전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100% 처벌을 받는다. 구속되

거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뭔

가를 던져 넣었다면 (예를 들면 갑

자기 불어온 바람 때문에 손에 들

고 있던 지도를 놓쳐 가이저에 빠

졌다든지 모자가 날아가서 빠졌다

든지) 반드시 공원 관리 요원에게 

신고하도록. 물론 이런 경우는 고

의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절대로 자신이 직

접 건져내려고 하지 말도록.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같은 두께

가 얇은 물건은 가급적 들고 다니

지 말고 빽이나 가방에 넣고 다니

는 게 안전하다. ‘설마’ 하겠지만 의

외로 자주 일어나는 사고다.

“실수해서 빠지면 뼈도 못 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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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당 강하

- 고혈압

- 치매 예방

- 면역력 증강

산삼, 녹용과 함께 한방 최고의 명약인 '동충하초 버섯'

<가이아 동충하초의 특징>
* 94세까지 건강하게 산 등소평이 가장 즐겨먹던 음식.

* 현미배지에서 재배하여 맛이 깔끔하고 ’코디세핀' 함

량이 높다. 

* 한국 가이아 팜에서 재배한 동충하초를 미국으로 직

송.

* 차로 먹거나 밥할 때 넣을 수 있도록 분말로 제작.

* 다른 성분은 일체 넣지않은 100% 동충하초 분말.

* 한국 식약처 안전 검사필(No. 2013-0372219)

* FDA registered

100% 현미 동충하초 분말 (100g) - 농장 직송 

                       전국 대리점 모집

한방 최고의 명약 

www.GaiaEcovillage.com

동충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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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❷
김정빈 칼럼 

이번 8.15의 의미는 어느때보다 각별

했다. 아니 엄숙하기까지 했다.

일본의 아베정부가 무역도발을 자행

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내부적 모습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열

강들의 엇갈리는 태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표출되고 있는 제반 상황들은 

우리 한국사회의 외교사적 지평을 어

디서 닦아가야 하는지 숙제를 던져주

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이야말로 대

한민국의 국제사적 위치, 특히 동북아

에서의 국제사적 위치를 확고히 할 때

가 도래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도약하기 위해서는 움츠리는 단계가 

필요하며 우린 먼저 내부를 다진뒤 국

제사회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번 8.15는 그래서 중요했던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그 어느때보다 극심

한 이념갈등속에 빠져 있다.

좌우와 진보 보수등.. 세계에서 이미 

용도 폐기되어 쓰러져간 이념의 허수

아비들을 붙들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일본의 아베수상에게 사죄드린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지

식인을 자처하는 교수출신의 한 저자

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대한민

국은 일본 때문에 이만큼 살게 되었다'

는 투로 일관한다.

이 모두가 대부분 일제 시기를 살아

보고 한국전쟁을 경험한 노령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다.

그들의 시대에서는 대한민국은 가난

했고 나약했다.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래서 스스로 패배의식과 식민지근

성에 휘둘려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도 

모른다.

하지만 50대 이하의 세대는 아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현대사를 몸소 써

내려가고 또 경험하고 있는 세대들이

다.

전후 세계의 개발도상국중 사실상 유

일하게 경제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

룩해낸 자부심과 문화적으로도 한류를 

비롯해 세계를 주도하는 당당한 자신

감이 있다. 

거기에 비할때 소위 '엄마부대'라는 

단체의 주옥순씨의 아베에 대한 사죄

발언이나 이영훈교수의 저서등은 비루

하기까지 하다.

지금 한국사회는 바로 이러한 식민지 

경험세대와 공산주의 경험세대의 마지

막 해체과정 직전에 벌어지고 있는 진

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 어느 강대국에 

굴종도, 휘둘리지도 않을수 있도록 단

결해야 하며 국제적으로도 대의와 정

도로 꿋꿋하게 걸어나가야 한다.

이미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수준이 정

치권보다 앞서서 선도하고 있는 형국

이다.

일본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베

의 오만을 응징하고자 할 뿐이라는 한

국사회의 목소리에서 그 건강한 '선의 

지향'을 본다.

아무리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야기해

도 총칼로 남의 나라 주권을 강탈하는 

것은 애초에 범죄다.

역사는 흐르고 후일 대한민국이 일본

보다 강해져서 일본을 침략해 복속시

킨다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던 

그들은 또 뭐하고 할 것인가.

내년이면 광복 75주년을 맞는 미주 

한인사회도 그 의미를 되새김에 있어

서는 본국과 다를수가 없다.

미주한인사회는 일제 강점기때 수많

은 독립운동을 물심양면에서 지원한 

당당한 역사가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조국의 흥망에 함께 

기뻐하고 안타까워하며 살아가는 당당

한 '대한 미국인' 그것이 우리의 지향

할 좌표다.

                       김정빈<전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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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밸리 한인회(회장 스테파노 김)

에서 21일 추석 대잔치를 연다.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

지. 태권도 시범, 제기차기, 보물찾기, 

노래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

쳐진다. 

장소: Mojave Narrows Regional 

Park(스프링밸리 레이크 뒷편)

문의: 760-810-8888. www.vvkaa.

org

빅토밸리 감사한인교회(담

임 최호신목사)에서 메인 반

주자를 청빙한다. 주일 2부 

예배 및 금요 성령집회에서 

CCM, 성가곡 모두 반주 가능

한 사람을 구한다.

이력서를 메일링하거나 이

메일로 보내면 된다. 

주소: 10570 Phelan Rd, 

Oak Hills, CA 92344, 이메

일: vvtgchurch@gmail.com 

문의: (760)868-1004

빅토밸리 복음 장로교회(담임 김은

호목사)에서 운영하는 기독교육 문화

원에서 9월부터 제3기 무료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3기부터 기악합주반, 

사진반, 미술반이 새로 신설된다. 강의 

시간은 목요일 오전 10시. 악기, 사진기 

등은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 문화원은 

골프레슨반과 컴퓨터반도 9월 초에 시

작한다고 말했다. 

주소: 14933 Wakita Blvd. Apple 

Valley, Ca 92307. 문의: (951)741-

3393

아르헨티나로 이민 갔다가 미국으

로 재 이주한 후, 애리조나에서 18년을 

살다가 은퇴한 김경(44년생)씨가 오랜 

친구 박용빈씨를 찾는다. 김씨는 친구 

박용빈씨가 농장을 구입하여 필랜으로 

이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인회 21일 추석 대잔치

복음장로교회, 문화원 강좌 3개 신설

김경씨, 오랜 친구 박용빈씨 찾아

  필랜․빅토빌 News

6조 입후보 등록

1항 입후보 자격

입후보 자격은 이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하고 등

록 마감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품행과 덕망을 겸비한 자로 투

표 참관인 2명과 정회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 소

정의 구비 서류와 함께 투표일 10일 전까지 등록을 하고 소정

의 선서문에 서명한 자

2항 입후보 등록은 공고가 나간 후 투표일 10일 전 오후 5시

까지로 한다.

7조 입후보자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회 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 신청서

2) 영주권 또는 시민권 증빙서류 및 운전면허증 사본

3) 2년 이상 거주한 증빙서류

4) 소정의 서약서 및 전과, 신용조회 승낙서

5) 소정의 추천서

6) 이력서, 입후보 공약 및 홍보물

7) 입후보 등록 접수는 노인회 사무실로 하고 이사회 총무는 접

수증을 발부한다. 접수 서류에 하자가 있을 때 선거 5일 전까

지 보완 할 수 있다

연락처 760-868-1004 이메일 koamsc@gmail.com

                           하이데저트 한미 시니어 클럽

한미시니어클럽회장 입후보 등록 및 선거일 공고

* 입후보 등록일자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월 28일부터 9월 27일 오후 5시까지 노인회사무실로 하면됩니다.

*선거 일자는2019년 10월 12일 오전 11시 흥래각에서 있습니다.

감사한인교회, 

교회 반주자 청빙

김씨는 용산고 14회, 서울 문리대 

63학번으로 은퇴 후 헬렌데일로 이주

했다.  주소: 14505 Rivers Edge Rd, 

P.O.Box 958, Helendale CA 92342. 연

락: (424)558-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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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디슨 전기(한국어) 

800-628-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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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에어컨디션. 히팅  

760-995-6538 

연일 종합 건축 

760-987-0027 

우리 핸디맨 

213-880-3985 

J.S. 핸디맨       

760-713-9648

참사랑 핸디맨 

909-658-5252 

천사 페인팅 & 핸디맨 

760-217-5775 

JC 퍼시픽 건축  

760-713-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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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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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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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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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림 농원 

760-885-2234 

엘미라지 농원 

310-901-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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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etplace 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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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라 영 김 부동산 

714-749-4988 

에덴 부동산         

760-868-1004

조앤 김 부동산       

213-393-3636

조해나             

760-995-0319

탑 부동산 

714-606-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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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 에너지>

ANS 솔라 

760-552-2454 

유니텍 

213-596-0201

<세무사>

최종원 공인세무사           

909-939-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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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자연이 가득한 집

광고



54 자연이 가득한 집

September 2019      Vol.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