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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President Message l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돈과 격동의 병신년이 가고 희망과 성취의 정유년 태양이 솟았습
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 하면서 무엇보다 모든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
업에 건강과 성취가 올 한 해 동안 내내 가득하기를 기원 합니다.
해마다 새해 벽두에는 여러 가지 다짐을 하고 희망을 심지만 올 해
는 그 희망과 다짐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예년에 비해 몇 배나 높
다고 합니다.
위대한 미국의 부활을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경제 정
책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으며 희망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허 성 칠 회장

그 동안 일부 계층만 누리던 경제의 성과를 더 많은 계층의 국민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것은 지나친 통화 팽창과 포퓰리즘
에 실망한 국민들이 보다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에 대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아직까지 귓
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본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도 서민 경제가 살아나는 시기에 맞는 총연 차원의 사업과
행사를 발굴해 모든 회원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 챕터에서 지역 특성을 살려 실시하는 각종 프로모션 사업을 총연이 지원하고 각
지역 한인 경제를 깨우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간 연대와 한국을 비롯한 각 지역 해외 동
포들의 연대를 동시에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말로만 커진 해외 동포 사회의 연대와 실질적인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
임에 본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가 앞장설 계획도 세우고 구체적인 로드 맵을 수립 중입
니다.
올 한 해 모든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행운과 성취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면서
배전의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 성 칠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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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President Message l

Greetings dear members,
The chaotic 2016 has passed and the sun of 2017 has risen.
First of all, I wish all members and their families and businesses a full year of health and
accomplishment during this new year.
Every year, we make a lot of promises and hope for the new year, and this year, they say
that there is a higher chance hope and commitment will come to reality.
President Trump is inaugurated as the great American resurrection, and economic policy
is getting more and more popular and our hope is growing.
The expectation that more people will enjoy the achievements of the economy that only a
few strata have enjoyed in the past seems to be stronger than ever.
It is not a new thing, but the Republican victory in the last election is still in my grasp of
thoughts that the expansion of the currency and the disappointment of populism have
made the people more pragmatic to viable choices.
KAGRO is also preparing to launch a series of business and events so that the economies
of the ordinary people will survive, and all members are provided with equal benefits.
Above all, each chapter supports the promotion of various promotions by utilizing local
characteristics, and plans to have events to wake up the Korean economy in each region,
and is looking for solidarity between local residents and overseas Koreans.
In the past 20 years, KAGRO has been planning to establish a concrete road map in order
to strengthen the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Korea overseas which has grown in size.
I wish all members and members of your family prosperous business this year with full of
luck and accomplishment.
Thank you.

Seong C. Heo
President of KAGRO INTERNATIONAL
International Korean Grocers and Licensed Beverage Association

January / Febr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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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Chairmans Message l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 했던 병신년을 보내고 찬란히 솟아 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어느 때보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어느 때보다 더 강렬한
의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말로 아마게돈 같은 시기를 보내며 “정의와 질서”에
목말라 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는 것을 정유년 새 아침에
확인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 감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전 같지 않다”는 불평을 수 없이 들어 왔지만

임 광 익 이사장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만큼 이
제는 그 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결실을 나누는 세상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국제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도 새로운 세상에 맞게 여러 가지 구상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수립 중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면 우리는 또 한 번 도약을 하며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
습니다.
더 나은 미래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연에서는 또 올 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정관을 확립할 예정 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수정되지 않은 정관은 역설적으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꾸준
히 개정을 요구 받았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새로운 정관으로 전 미주 내 식품인들의 역량을 모은다면 우리의 위상과 미래는
한결 업그레이드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유년 새 해에 많은 변화와 노력을 예비하는 총연에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지지를 당부 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임 광 익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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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Chairmans Message l

안녕하십니까?
남가주식품상협회 회장 김 중칠입니다.
어느 듯 2016년도 다가고 2017년이 밝아오고 있읍니다.
올 한해도 지구촌 여기저기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의 조국
한국에서도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으며 특히, 우리가 살고있는 이곳
미국에서는 새로운 대통령도 탄생하였읍니다.
참 빠른시간 만큼이나 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있죠. 지속되는

김 중 칠 회장

불경기와 그리고 매년 새롭게 생기는 많은 법규 때문에 어려움속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더욱 더 함께 단합함으로써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공익소송, 특히 주민발의안 67통과로 플라스틱 봉지 및 판매세 인상, 담배값 인상 등 각종 규제가
뒤따르고 있지만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적극 앞장
설 것입니다.
우리가 주류 라이센스를 갖고 Sales 및 Income Tax 를 내는 세금 보고 액수는 7.11 보다도 큽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 때에 엄청난 구매력의 power는 물론 미 주류사회에 우리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남가주식품상협회는 6 개의 챕터들이 한테 뭉쳐서 어려운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이젠 명실공히 LA 한인사회에서 커다란 하나의 단체로 자림하고있읍니다.
다가오는 2017년도는 특히 4.29 폭동 25년을 맞이하는 언덕에 서서 교포 여러분들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한 해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각 주에 계시는 KAGRO 회장단과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는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칠
남가주 한인식품인협회 회장

January / Febr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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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Chairmans Message l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년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 각 가정에 만복래(萬福來) 하기를 기
원 합니다.
필라델피아 지역 한인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된지 이미 10여 성상을 넘
어서면서 식품업은 물론 한인들의 사업체 수가 줄고 1세들의 은퇴와 이
주 등이 늘어 업계가 예전 같은 활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소리가 높아지
고 있습니다.

이 승 수 회장

이에 더해 사업에 어려움을 주는 장애는 늘어만 가도 예전 같은 기민한
대응은 줄고 관망과 자포자기만 늘어가고 있다는 서글픈 지적만 높아지

고 있습니다.
정유년 한 해에는 이러한 타성과 움추림에서 벗어나 젊음을 회복하고 탄력있는 세상이 되도록 더
많은 분들이 힘과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과 강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산과 강을 혼자 건너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들어 중간에 지치고 쓰러지지만 모두가 손을 잡고 함께
건너면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건널 수 있습니다.
협회가 앞장서고 가운데 서서 선창을 하고 후렴을 넣으며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동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수
필라델피아 한인식품인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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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ndustry News l

Industry News
Number of South Korean Convenience Stores
Skyrockets

one of the factors helping convenience stores grow,” said

The upswing is being driven by more single-person
households, while BGF Retail Co. has added a delivery
service.

East and West Studies.

SEOUL, South Korea - A proliferation of singles has become

Byung-su added hardware products after specialty stores

a major factor in the boom of convenience stores in South

began closing. “Before then, most of our goods were just

Korea, the Gulf News Retail/Bloomberg reports. Over

snacks,” he said.

Kim Chulsik, a researcher at Yonsei University’s Institute of
Also fueling the trend is how convenience stores adapt to
what singles need. A few years ago, c-store owner Park

the past five years, the number of c-stores has more than
doubled to reach 32,000, according to the Korea Association

Burger King Brews New Coffee Program

of Convenience Store Industry.
Analysts mark single-person households as driving

The QSR’s new BK Joe coffee blend is now available hot or
iced in any size for 99 cents.

the trend. Statistics Korea predicts that single-person

MIAMI - Burger King restaurants are introducing a new,

households will be roughly a third of Korean households by

freshly-brewed BK Joe coffee nation-wide with a 99-cent

2030, a sharp rise from 20% in 2005.

any size coffee promotion for a limited time.

“Convenience stores have more appeal to single households

“This is the start of a renewed focus on coffee for us,” said

compared to other local businesses such as supermarkets

Alex Macedo, president, North America, for Burger King.

and drug stores,” said Kim Moon-tae, a senior researcher at

“We invested a lot of time developing a new blend and

the Hana Institute of Finance. Supermarkets sell products

refining the brewing procedures in our restaurants to help

in larger packages, while drug stores have an emphasis on

us serve a hot and freshly-brewed cup of coffee every time,

beauty care items.

for every guest.”

“Single households can buy as much as they need at the

BK Joe is served hot in small, medium and large sizes

closest convenience

and can be ordered with half-and-half or a variety of

store without feeling

sweeteners. BK Joe Iced Coffee is blended with cream and

restrained, wearing

lightly sweetened or flavored with vanilla or mocha in a

they’d

16-oz. serving. The 99-cent any size coffee promotion will

like, 24 hours a day,

be available at participating restaurants nationwide for a

and I think this is

limited time.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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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ndustry News l

retailers as well as large grocery chains and smaller, regional

USDA Announces Retailer Volunteers for SNAP
Online Purchasing Pilot

networks to appropriately test online SNAP purchasing in

Seven companies will test online grocery ordering for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participants.

both rural and urban areas, marking the next critical step in

WASHINGTON -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While USDA has authorized SNAP online grocery ordering

(USDA) announced that seven retail firms will take part in a

in a few locations, this pilot will test both online ordering

pilot designed to enabl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and payment. The department says that online payment

Program (SNAP) participants to purchase their groceries

presents technical and security challenges that will need

online. The two-year pilot is slated to begin this summer.

to be examined and fully addressed before it is offered

"Online purchasing is a potential lifeline for SNAP

nationwide. SNAP participants will only be able to use their

participants living in urban neighborhoods and rural

benefits to purchase eligible items online, and not to pay for

communities where access to healthy food choices can be

service or delivery charges.

different settings. Pilots will take place in seven states in
bringing the online purchasing option to SNAP clients.

limited," USDA Secretary Tom Vilsack said.

Retailers in Danger of Backsliding on Swipe
Fees

The seven firms selected are:
• Amazon: Maryland, New Jersey, New York

• ShopRite: Maryland, New Jersey, Pennsylvania

Bobby & Steve’s Auto World President Steve Williams
highlights the need for Congress to uphold debit reforms
contained in the Durbin Amendment.

• Hy-Vee Inc.: Iowa

MINNEAPOLIS, Minn. - “We're in danger of backsliding on

• Hart's Local Grocers: New York (based in Rochester)

swipe fees,” begins an op-ed in the Star Tribune, penned by

• Dash's Market: New York (based in Buffalo)

Bobby and Steve’s Auto World President Steve Williams. “If

“We’re now able to serve a segment of the population who

debit reform is repealed, there goes the free market. Why

we currently can’t get to and [who] can’t get to us. Whether

risk Minnesota jobs to favor big banks in San Francisco and

they’re low-income families, mobility-impaired or without

New York? ”

transportation, we’re now able to improve healthy food

Williams notes that competition should govern the free

access to those community members who need it most,”

market, which makes companies more efficient and keeps

said Joe Dash, owner of Dash’s Market. “It’s an honor and

prices fair. The free market, after all, made us the largest

a privilege to be among seven supermarkets in the country

economy in the world, he says. “Unfortunately, that’s not

selected for this program.”

what we retailers face in our businesses. Here’s why: Every

• FreshDirect: New York
• Safeway: Maryland, Oregon, Washington

January / February 2017

USDA says that

time you swipe a debit or credit card to pay for something,

the seven firms

the bank that issued your card takes a huge bite for

represent

processing the transaction,” he writes.

a

variety of store

Reforming Dodd-Frank has been cited as a law President-

types, including

elect Donald Trump will address when his administration

national

takes over. And with 60 new members now in office to kick-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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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ndustry News l

start the 115th

Analyst Predicts Starbucks Will Pass McDonald’s

Congress, NACS
industry allies are

The coffeehouse chain is poised to overtake the
burger chain in market value and locations within a
few years.

communicating

SEATTLE - While

the

experiencing

members

need

and

to

maintain current debit reforms.

some

drop

in

NACS members can also help ensure debit reforms are

traffic

as

the

protected by writing to their U.S. representatives and asking

overall restaurant

them to oppose legislation that will obliterate current debit

industry recently

reforms.

contracted,

“Competition not only means lower prices for consumers:

Starbucks should be on track to pass McDonald’s in both

It also gives small businesses a fair shake (swipe fees are

market value and locations in a few years, Marketing Daily

now retailers’ second-largest operating cost after labor, a

reports.

crushing burden),” writes Williams.

“We believe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Starbucks

“In my business, gas stations and convenience stores, I

overtakes McDonald's as the largest market cap restaurant

employ 400 people at eight locations. As with almost every

stock, although likely not in 2017,” said Mark Kalinowski,

other convenience store, the banks take more in swipe fees

an analyst for Nomura, in a report. Currently, Starbucks has

than I earn in profits. My company is sound—in fact, we’re

a market value of around $79 billion, compared to $98.5

opening a ninth location—but not all small businesses in

billion for McDonald’s.

Minnesota stand on such firm ground.

Starbucks has around 25,000 locations across the world,

“That’s why it’s so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even

more than 2,000 new in fiscal 2016, with an additional 2,100

modest debit reform supported 300 jobs in the state in

new locations in fiscal 2017.

its first year alone, 2012, according to a noted economist,

The company projects worldwide to open 12,000 new stores

and saved Minnesota consumers more than $108 million,”

by 2021, to reach 37,000 locations. Kalinowski expects

Williams continued.

Starbucks will easily meet that goal, and “well beyond 2021,

He continues, questioning if we really want to load down

we would not be surprised to see Starbucks exceed the

small retailers with these large swipe fees at a time when

50,000-store level.”

every job assumes even more importance.

As of September 2016, McDonald’s registered 36,615

“That’s why people should tell their legislators in

worldwide locations. The chain with the most locations,

Washington we need a fair and free market for debit cards.

Subway, has 44,000 as of 2016.

We can’t afford to lose what progress we have made. The

Kalinowski pointed to Starbucks’ premium Reserve brand

cost in jobs, hardships to families and small businesses, and

as a major reason for its rosy future, predicting that it would

the dent in our economy would be just too great.

reach $3 billion in sales. That, coupled with the company’s

“And once we’ve kept the debit market free, we need

primary driver of drinks (instead of food), has it poised to

Congress to take a hard look at the market for credit cards.”

continue growing in the coming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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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ra Bread Broadens Efforts on Animal
Welfare

stakeholders. It is our hope that leadership by companies

Fast-casual chain will improve progress on animal welfare
issues and reduce the use of antibiotics.

across the industry.”

like Panera will continue to be a catalyst for animal welfare
Sara Burnett, director of wellness and food policy at

ST. LOUIS - This

Panera, also commented: “As a restaurant serving more

week Panera Bread

than 10 million people a week, we have the platform and

announced

its

purchasing power to encourage positive changes in animal

intention to initiate

welfare practices. We also have a responsibility to the

an

industry-wide

farmers and ranchers who care for these animals. They have

effort to improve

been essential partners over the years and we respect the

the

of

investments they will need to make as we work together to

broiler chickens by 2024. The company is also proud to

find economically viable and sustainable models that lead

share its continued progress on animal welfare issues and

to higher welfare birds.”

the reduced use of antibiotics across its U.S. Panera Bread

Panera also shared an expanded position on animal

and St. Louis Bread Co. bakery-cafe menus.

welfare practices, based on the U.K. Farm Animal Welfare

According to a press release, Panera plans to lead the

Committee’s Five Freedoms: freedom from hunger or thirst;

industry to align its broiler chicken policy with the Global

freedom from discomfort; freedom from pain, injury or

Animal Partnership’s Broiler Chicken Standard. Going

diseases; freedom from distress; and freedom to express

forward, the chain says it will work with animal welfare

normal behavior.

welfare

experts, growers, suppliers, competitors and other market
participants to identify cost-effective solutions. The hope is

Starbucks Plans 12,000 More Stores by 2021

to achieve the following across the restaurant industry by
2024:

Company says new Roasteries and Reserve stores will
elevate the brand and customer experience.

•Use new broiler breeds recognized as having higher

NEW YORK - Starbucks announced this week its five-

welfare outcomes

year strategic plan to grow revenue by 10% and open

•Provide birds more space (reduced stocking density)

approximately 12,000 new stores globally by 2021, bringing

•Offer improved environments, including litter, lighting

its total store count to 37,000.

and enrichment
•Ensure birds are rendered unconscious using multistep
controlled atmospheric stunning

“Industry-leading innovation is driving our core business
and creating further separation from competitors all around
the world,” said Howard Schultz, chairman and CEO.

“We started 13 years ago with chicken raised without

“Our Roasteries and Starbucks Reserve stores will further

antibiotics because we believed that a national restaurant

transform—and elevate—the Starbucks experience we

company could use size and scale to affect change in the

deliver to our customers, and are laying the foundation for

marketplace,” said Ron Shaich, CEO and founder of Panera

our next wave of profitable, global growth.”

Bread. “Our journey to reduce antibiotics has taught us

Since opening two years ago, the Starbucks Reserve Roastery

that truly transformational change requires moves by many

in Seattle has become recognized as a coffee-forward r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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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The

The Future of Cash

company plans
to accelerate the

The head of iPad-based POS system Revel predicts the
demise of cash.

presentation of

BOSTON - The debate over whether digital wallets and

the

Roastery

online payments will replace physical bills and coins

experience

continues, but at least one purveyor of digital payments

around

thinks the end of cash is near, Forbes reports. inks the end

the

world, opening its next Roastery in Shanghai in 2017, Tokyo

of cash is near, Forbes reports.

and New York City in 2018, and a fifth location in Europe to

“At the present, cash is not dead,” said Lisa Falzone, CEO

be announced early next year.

and cofounder of iPad-based point-of-sale system Revel at a

Each Roastery will serve as the foundation for Starbucks

Forbes’ Under 30 Summit. “But [cash] will be dead soon…

Reserve stores, a new retail format that will integrate the

it’s a slower death.”

company’s new Italian food partner, Princi. The first of these

However, Falzone did acknowledge that many of Revel’s

new stores will open in Seattle and Chicago in the second

retail customers still have large volumes of cash payments.

half of FY17, with plans to open 1,000 or more globally over

As Fidelity Investments analyst Shilpa Mehra pointed out,

time. In addition, the company plans to open standalone

“If you [look at] the percentage of global transactions that’s

Princi stores in Seattle, New York and Chicago in late 2017

done in cash, its 85%.”

and in early 2018. The company is also extending elements

The news source writes that Revel will be taking its

of the high-end Roastery experience to its core Starbucks

technology to the gas pump via a deal with Shell to install

stores, adding Starbucks Reserve experience bars in up

customized POS systems. Shell tested its first system at a

to 20% of its total portfolio (including new and renovated

pilot program in Thailand.

locations) by 2021.

For Falzone, once retailers see how much more information

Starbucks Reserve Roasteries will serve as an innovation

can be gathered digitally, switching to POS systems like

pipeline for the chain. Earlier this year, Starbucks introduced

Revel’s can help operators target customers with specific

its first Roastery-inspired limited-time beverage offering, the

promos and other incentives. “You have to make the mobile

Smoked Butterscotch Latte, followed by Nitro Cold Brew,

wallet a value add. You have to include online ordering, you

which is now available in more than 500 U.S. company-

have to include loyalty [programs], you have to include on-

owned locations and select stores in Canada and China. In

demand services, then you’ll have the mobile wallet take off,”

January 2017, Starbucks will introduce the Cascara Latte,

she said. Last month, new research found that worldwide,

made with the fruit of the coffee cherry.

paying

Starbucks is also expanding its food menu with products

plastic would

such as Sous Vide Egg Bites in January 2017, a wheat-free,

overtake cash

low calorie, high protein, convenient breakfast. In the

payments for

spring, the company will launch a certified gluten-free

the first time

breakfast sandwich, expand its Bistro Box platform and

this year.

with

grow its regional rollout of organic s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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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News
뉴욕 한인 식품협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받았던 한인 업소들을 찾
아내, 공급 가격을 낮추고 이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한인식품협회 공동구매 통한 회원 혜택 확대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
뉴욕주 최저임금이 31일(오늘)부터 지역과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인상되면서 한인 업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뉴욕시는 뉴욕주내 타 지역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더 커지고, 직원 수에 따라 인상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업주들
의 주의가 요구된다.
31일부터 뉴욕시의 경우 직원의 수가 10명 이하인 소규모
12월22일 뉴욕한인식품협회의 송년회 겸 이사회에서 박광민 회장과, 등 이사들이
함께 힘찬 새해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구군서이사, 이
종식 이사장, 박광민 회장, 허성칠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장)

뉴욕한인식품협회(회장 박광민)는 회원 혜택을 강화하고, 새해
회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협회는 22일 베이사이드 삼원각에서 송년회를 겸한 이사회를
열고, 공동 구매를 통한 회원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업소 및 업체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 임금은 10달러50센트
다. 하지만 11명 이상인 대규모 업소 및 업체는 11달러의 최저
임금을 적용받는다.
이때 직원의 수에는 파트타임 직원도 포함된다. 15명의 파트
타임 직원이 근무하는 업소라면, 직원이 11명 이상인 대규모
업소로 분류돼 최소 11달러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반적

박광민 회장은 “협회의 구매력 강화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질

으로 9명이 근무하던 업소였지만, 임시로 직원을 충원해 단기

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동구매에 적극적으

간이라도 10명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이 업소는 최저 임금 11

로 참여한 회원들을 선정,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등 공동구매를

달러가 적용되는 대규모 업소로 분류된다.

통한 이익이 회원들에게 좀더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이
라고 말했다.
협회는 또한 회원들이 유통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물품들의 가
격들을 구체적으로 파악, 데이터를 확보하고 보다 저렴하게 공급

뉴욕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은 최저 임금 인
상에 대한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상당수의 업주들이 근무
시간 조정과 인원 감축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부는 뉴저지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박 회장은 “회원 업소들

나 뉴욕시 외곽으로 이전이나 구조조정까지 감행하겠다는 입

의 구매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원수 확대가 급선무”라며 “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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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교대로 바꿀 예정이다. 낫소와 서폭 등 롱아일랜드와 웨
체스터 카운티에서는 10달러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그 외지
역은 9달러70센트다.
한편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내년 1월 현행 8달러38센트에서
8달러44센트로 인상된다. 커네티컷에서는 내년 1월부터 10달
러10센트의 최저 임금이 적용된다

맨하탄에서 의류업체 ‘프린세스’를 운영 중인 엄수흠 뉴욕한

뉴욕시 장애인 공익 소송 확산

인의류산업협회장은 이번 인상으로 인해 직원 60명에 대한 매

장애인 공익

달 수만달러의 인건비 추가 지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소송은 연방장

엄 회장은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들인데 이들의 임

애인차별금지

금 인상폭에 맞춰, 이들보다 많은 임금을 받아온 직원들에까지

법(ADA)과 뉴

동일한 임금 인상폭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매주 약 5000

욕주 인권법 등

달러씩 추가로 인건비가 지출되게 됐다”며 “워낙 지출이 커지

에 근거해 장애

기 때문에 이제는 생산성 확대를 통한 성장보다는 현상 유지에

인이 건물이나 시설 이용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될 경우 제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하는 소송이다. 식당과 제과점, 모텔, 아파트, 수영장 등 상업

협회 회원 업체들 중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인건비가 상대적
으로 싼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 업주의 이른 은퇴 등을 두고 고
민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뉴욕한인식품협회는 내달 전문가를 초청,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협회 업소 대부분이 뉴욕시에서 운영되
고, 사업체당 평균 직원 수가 10명 수준으로 새로 적용되는 최
저임금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적인 용도로 장애인이 드나들 수 있는 모든 시설에 ADA가 적
용된다.
최근 들어 업종이나 규모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 양상을 띠
는 추세다. 한인 업소들도 장애인 공익 소송을 피해 갈 수 없
는 상황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마비 증상으로 이동 시 휠체어를 타야 하는
타민족 L은 지난 3일 퀸즈 아스토리아에 있는 한인 운영 식당

박광민 회장은 “회원 업소들의 평균 근무 직원 수는 10-11

을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

명으로, 최저임금 10달러 50센트와 11달러의 경계에 있어, 정

송에서 "해당 업소의 장애인 시설 미비로 이용권을 침해당했다"

확한 정보 전달이 아주 중요하다. 우유 공동구매에 참여중인

며 "이는 ADA와 뉴욕주 인권법, 뉴욕시 행정조례를 위반한 것"

약 150개 업소들에 내주 이와 관련한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

이라고 주장했다.

며 “오버타임 지출은 줄이고, 근무 직원수가 1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원 업주들이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소장에 따르면 L은 지난 10월 24일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이
업소를 방문했지만 신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건축상

엘머스트에서 초콜릿 델리 앤 그로서리를 운영 중인 박 회장

의 장애물(architectural barriers)로 인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

은 직원들의 오버타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근무형태를 2교대

었다는 것. L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업소에서 조사를 펼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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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에서 업소 출입문까지 장애인을 위한 통로가 따로

가세입이 예상된다. 추가세입은 노숙자 쉼터 마련, 노숙자 지

마련돼 있지 않았고 ▶출입구 장애인 보조시설 미비 ▶장애인

원 프로그램 등에 쓰일 예정이다.

용 식탁을 구비하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지적했

그동안 LA카운티 정부는 4만7000명에 달하는 노숙자 문제

다. ADA는 각 업소에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로

를 해결하기 위해 차원에서 부자세, 마리화나 부가세 등을 추

와 엘리베이터.진입로.출입문.조명스위치.화장실.주차장 구비

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전체 좌석의 5%(또는 1개의 독립 테

마크 리들리 토마스와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더이상 카운

이블)를 장애인용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높은 경사로는

티 내 노숙자 문제를 방관할 수 없다며 주민발의안 통과를 역

휠체어 이동이 불편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장애인 주차 공

설했다. 또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긴급재난지역 선포도 필요하

간과 하차 공간의 경사는 '2도'를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고 강조했다.

L은 이번 소송에서 최소 2000달러의 기본 배상금과 위반 사
항 한 건당 500달러의 징벌적 배상금 그리고 법적 비용 등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최근 뉴욕시에서는 델리와 술집은 물론 대형 업체까지
이 같은 장애인 공익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오버타임·식사시간 위반·부당해고 등으로
한인식당 노동법 피소
한인 식당들의 노동법 관련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LA한인타운내 대형 한인식당 여러 곳이 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특히 식당에서의 노동법 소송이 갈수록 증가세를 보

LA 한인 식품협회

이고 있어 식당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LA수피리어법원에 제기된 노동법 소송 관련 자료를

LA카운티 판매세 0.25센트 추가
…내년 3월 주민발의안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노동법 관련 문제로 한인 식당 4곳이
종업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피소된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노숙자4만7000명) 문제 해결을 위해

업소는 LA한인타운내 3개 업소와 프랜차이즈 업소 한 곳으로
모두 이름이 알려진 대형 식당이다.

판매세 인상에 나선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내년 3월7일 선거 때 판매세를 0.25센
트 인상하는 주민발의안을 상정하도록 6일 만장일치 승인했

이들 업소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규정 위반 혐의, 부당해고
(Wrongful Termination) 등의 이유로 피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내년 3월 노숙자 대책 주민발의안이 통과하면 현행 9%인

유명 바비큐 식당 A는 지난 9월 주방에서 근무하던 직원으

판매세에 별도 세

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

금이 부과된다.

지 주방 직원으로 근무한 K씨는 소장에서 "하루 13시간, 주 78

0.25

시간을 근무했지만 오버타임을 지급받지 못 했다. 또 식사시

센트 인상안 적

간 및 휴식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 기간은 10년

"이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

으로, 매년 3억

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지급 임금 8

5500만 달러 추

만6000여 달러를 포함해 총 13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판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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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등이 소송 원인의 대부분인 만큼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고 입을 모았다.
피셔앤필리스의 박수영 변호사는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기
록할 때 점심시간은 반드시 적어야한다. 노동 기록을 철저하
게 기록하고 보관해 사후에 있을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해야 한
다. 하지만 휴식시간은 법적 기록으로 남겨야할 의무는 없다"
고 조언했다.
제기했다.

또, 식당 종업원이 업소 내에서 부상을 당할 경우 신속히

이에 대해 해당업소의 업주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해당 직

'DWC1(워컴 클레임 양식)'을 제공해야한다. 워컴은 직원이 근

원에 대한 타임카드 등의 서류가 모두 있고 오버타임을 포함

무 중 부상을 입었을 때 보험회사가 고용주 대신 치료비를 지

모든 임금을 지불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급해 주는 보험으로 미제공시 민사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다.

LA한인타운 버몬트에 위치한 바비큐 업소 B는 종업원이 업

DWC1 양식은 노사관계국 웹사이트(www.dir.ca.gov/dwc/

무 중 상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 이 업소의 업주

forms.html)를 통해 영어, 한국어 등 버전으로 출력하여 사용

는 "주방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갑자기 고된 설거지 업무로 인

하면 된다.

해 허리를 다쳤다며 직원상해보험(워컴)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며 예전에는 법정 분

벌티모어 한인 식품협회

쟁으로 확대하기 원치않아 합의를 했지만 처음부터 합의를 노
린 고의적인 소송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소송까지 가는 편
이라고 전했다. 결국 변호사만 좋은 일을 시키는 꼴이라고 그

불티모어 한인 식품주류협회
제22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는 하소연했다.
이밖에 역시 LA한인타운에 위치한 바비큐 업소 C 역시 오버
타임 미지급, 식시시간 및 휴식시간 미제공 등의 이유로 소송
이 제기됐으며, 유명 프랜차이즈 바비큐 업소인 G 역시 부당해
고 등의 사유로 피소됐다.
문제는 한인 식당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소송이 그치질 않
고 있다는 것. 업계에서는 식당업주라면 최소 한두번 정도는
노동법 소송을 겪었다고 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업주들의 인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차세대 지도자 육성과 커뮤니티에서 얻은 이익을 지역사회
에 환원한다.
메릴랜드 한인 식품 주류협회(회장 송기봉, 이하 KAGRO)의
장학금 수여식이다. KAGRO는 8일 볼티모어에 있는 마틴스 웨

이와 관련 노동법 전문가들은 노동법 소송을 피하기 위해

스트 연회장에서 제22회 장학금 수여식 및 신년파티를 열었

서는 반드시 노동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

다. 협회는 이날 아만다 손, 킴벌리 도연, 앤드루 민키 김, 리처

히 ▶최저임금 위반 ▶오버타임 미지급 ▶휴식·식사시간 위

드 제이 윤 등 한인 학생 4명과 샤키라 셀레스타인 시드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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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45년 만이다. 시의 조닝 개정이 시대적 상황에 맞게 바뀌었
다고는 하지만, 시내 한인 비즈니스 상인들에게는 거의 재앙과
도 같은 수준이다. 특히 한인들의 주력 업종인 리커스토어 비
즈니스가 된서리를 맞았기 때문이다.
조닝에 맞지 않는 주거지역 내 리커스토어는 향후 2년, 길게
이네즈 모니끄 애링턴, 에샨 패트릭 존스 등 커뮤니티 추천 3
명을 포함해 모두 7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송기봉 회장은 “지난 22년 동안 미래를 키워나갈 청소년들
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왔다”면서 “커뮤니티의 당당한 일
원으로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는 4년 안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
한인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닝법을 점검한다.
▷주거지역 내 리커 스토어:
-리커스토어가 조닝법의 직격탄을 맞은 이유는 볼티모어시
의 범죄율과 관계가 있다. 시 정부와 존스홉킨대 연구팀은 리

그는 최근 볼티모어 일원 한인 비즈니스에 불똥이 튄 조닝문

커 스토어를 중심으로 범죄율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와 관련, 함께 잘 극복하고 한국인 특유의 뚝심과 근면성으

이를 표적으로 삼았다.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1300개에

로 어려움을 이기고 새해를 맞이하자고 덧붙였다.

달하는 주류 면허도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주거

장학금 수여식을 축하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도 참석, 축사를

지역 내 120여 개 리커 스토어 폐쇄를 골자로 한 조닝 법안이

전했다. 메릴랜드 퍼스트레이디 유미 호갠 여사는 “우리 한인

시 의회에 상정됐다. 90% 정도가 한인 업소들이다. 당시 해당

사회는 매우 강하고 근면하며 교육열이 특히 높다. 한인이라는

한인 상인들의 조직적인 반대와 로비, 일부 시의원들의 동조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말했다.

처리가 늦춰지고, 이후 지역별로 조닝을 다시 그리면서 일부

워싱턴 한인연합회 김영천 회장은 “KAGRO가 다음 세대 청

업소들은 선별적으로 구제됐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 공개되지

소년들을 위해 장학금을 수여하는 아름답고 선한 일에 힘쓰는

않고 있다. 하지만 조닝 개정법으로 최대 80~90개 업소가 영

모습에 감사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서 주지사 표창은 김재만·찰리 성, 박경호·신
현도·도밍고 김·홍계식 씨에게는 각각 볼티모어 시의회 의
장 표창이 수여됐다.

▷바(bar)를 운영하는 B-D7:
-바를 운영하는 주7일 업소, 일명 태번(Tavern)은 바의 연간
매출액이 가게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어야 한다. 또한 전체

장학금 수여식에 이어 2부 행사로 진행한 신년파티는 세븐

면적에서 바 운영 면적도 50%를 넘어야 한다. 특히 주류 판매

스타 김종국 밴드의 흥겨운 음악에 한국 왕복 항공권 등 다양

기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B-D7 업소

하고 푸짐한 경품 추첨 등으로 진행됐다.

는 30~4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닝 적용 및 예외 규정:

볼티모어시 한인업주들,
조닝개정법안 시의회 통과에 울분 가득

-용도와 맞지 않은 주거 지역내 리커스토어 면허는 조닝 개
정법 발효 이후 2년 안에 주류 면허를 의무적으로 종료한다.

볼티모어시의 도시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조닝 개정안

단,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4월 1일 이전에 건물

이 마침내 시 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1971년 시 조닝 개정 이

을 구매한 업주나 건물 리모델링 등 해당 부동산에 투자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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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10만 달러 이상인 업주들은 2년간 더 유예 기간을 신청
할 수 있다. 10만 달러 이상 투자 기간은 2007년 6월 30일부
터 2012년 4월 1일 이전이다. 이렇게 될 경우 총 4년의 시간
을 벌 수 있다.

시애틀 한인 식품협회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 협회 PLIA 설명회 개최

특히 유예 신청 대상자들은 조닝법 발효 1년 안에 추가 2년
의 유예 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류 면허 발급 까다롭게:
-조닝 개정법으로 앞으로 주류 면허 발급은 더 까다로워졌
다. 시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조닝에 부
합하거나 리커보드 승인을 얻으면 면허가 발급됐다. 시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업종에는 주류면허뿐만 아니라 체크-캐싱
비즈니스, 보석금 비즈니스 등이 포함됐다.
▷한인 상인 및 한인사회 대응

그로서리 협회 회원들이 방문하여 오염에 관련된 재정지원을 상담하고 있다.

워싱턴주한인 그로서리협회(KAGRO, 회장 김종찬)는 지난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조닝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22일 오후 5시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두시간 동안 페더럴웨

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결국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다

이 도서관에서 PLIA(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Agency, 오염

만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강제로 잃어야 한다는 점에

책임 보험사) 프로그램 설명회를 가졌다.

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PLIA 프로그램은 설명회는 워싱턴주 한인 그로서리 협

메릴랜드 한인 식품 주류협회(회장 송기봉)와 메릴랜드 한인

회 회원들을 위한 것으로, 한국어 통역사를 참석시켜 협회 회

회(회장 백성옥)는 오는 11일(일) 오후 5시 컬럼비아에 있는 한

원들의 상담을 도왔다. PLIA는 사업지의 오염과 관련 노후된

인회관에서 조닝법으로 피해를 보는 한인들을 위해 긴급 대책

지하 저장소의 교체, 오염된 지역의 정화작업, 새로운 유류저

모임을 갖는다.

장 관련 시설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프

송기봉 회장은 긴급 대책 모임을 통해 피해자와 한인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일부 변호사들은 볼티모어 시의 조닝법 통과로 이제
남은 수단은 한가지라고 입을 모았다.

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그로서리 협회의 올해 마지막 행사이다. 김종찬
회장은 “그로서리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을 기대하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사업장 오염 문제를 가지
고 있는 협회회원들이 방문하여 일대일로 상담을 받았다.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만큼 시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조닝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
속 이어질 전망이다.
▷주소: 9526 Bendix Rd, #206, Columbia, MD 21045(MD
한인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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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그로서리 협회 17일 장학금 수여식 개최
한인 그로서리협회(KAGRO-WA)의 이정섭 신임회장이 오로
지 회원들의 권익 향상과 수익 개선을 위해 내년 한해동안 노
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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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시택 시택 더블트리 호텔에서 연례 트레이드 쇼

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된

와 함께 열린 ‘경영인의 밤’ 행사에서 이 회장은 “급변하는 시

다. 20일 실시된 시의회

대에 맞춰 한인 그로서리 업주들도 변화해야 하며 협회도 회원

2차표결은 찬성 9, 반대

업소들의 장기적, 지속적 수익개선을 위해 변화를 모색하겠다”

4로 통과됐다. 지난 6일

고 강조하고 모든 회원들이 KAGRO를 믿고 협회 운영에 동참

열린 1차표결은 찬성 11,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또 1,000개가 넘는 워싱턴주

반대 2로 통과된 바 있다.

의 한인 그로서리 업소가 모두 KAGRO 회원으로 가입해 한인

법안은 DC 내에서 근무

업주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특히 2세들이 운영하는 그로서리

하는 노동자들에게 최대 16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

업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협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을 담고 있다. 이 법안으로 노동자들은 출산 및 입양을 위해 최

데 중점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 8주까지, 가족 간병을 위해서는 최대 6주의 유급휴가를 신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인 특유의 근면성과 성실

청할 수 있다. 또 각자 2주의 유급 병가를 낼 수 있다. 유급휴

함으로 꿋꿋이 버텨온 회원들을 위로하고 협력을 지속해 준 벤

가 기간 중 첫 주에는 개인주급의 90%, 후에는 50%의 급여를

더 기업들의 노고도 치하한 이 회장은 강도피해 회원업주들을

받을 수 있다. 단 연방공무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한 ‘에인젤 펀드’ 보상제도를 도입한 고경호 전 회장에게 감

시정부는 DC내 사업체의 근로소득세를 0.62% 인상해 거둬

사패를 전달하고 퇴임하는 김종찬 31대 회장과 박재곤 이사장

들이는 연간 2억5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로 유급휴가제도 재

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세금인상과 길

협회는 또 올 한해동안 회원들에게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제

어진 유급휴가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입을 기업들, 특히 중

공해 온 콜럼비아사의 조쉬 월터스, 월톤 베버리지사의 존 산

소상인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또 법안으로 혜택을 입는

체즈, JY 홀세일의 피터 김씨에게 ‘최우수 세일즈맨 상’을 수여

노동자들 중 67%가 DC 주민들이 아닌 메릴랜드, 버지니아에

했다. 특히 협회는 이날 행사에서 정데릭, 이수현, 유진, 조예

서 출퇴근 하는 타지역 주민들인 까닭에, 결과적으로 2억5000

은, 공안젤리나, 전진, 방세라, 박혜나, 서예지 등 예년보다 많

만 달러 추가세수 중 1억6600만 달러가 타지역으로 흘러나간

은 9명의 학생들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다는 점 역시 큰 논란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은 한국의 1970~80년대 인기가
수 장계현씨의 특별 공연을 즐기며 옛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워싱턴 DC 한인 식품주류협회

DC 최저임금 7월1일부터
시간당 12달러 50센트 인상
한인들이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최저임금이 내년 7월 1일부터

워싱턴 DC ‘포괄적 유급휴가 법안’ 20일 통과
DC시의회가 유급 산후휴가 및 가족휴가를 포함하는 ‘포괄적
유급휴가 법안’을 20일 통과시켰다.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서
명하면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유급휴가 제도가 워싱턴DC 모

January / February 2017

현행 10달러 75센트에서 11달러 50센트로 인상된다.
메릴랜드주 최저임금은 내년 7월 1일부터 8달러 75센트에
서 9달러 25센트로 올라간다.
버지니아는 시간당 최저 임금이 7달러 25센트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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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최저 임금은 시간당 현행 11달러50센트에서 내
년 7월 1일부터 12달러 50센트로 올라, 미국에서 시간당 임금
이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한 곳이 된다.

중간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손 위원장, 업주 백씨, 이씨는 함께 법안
통과에 기여한 선출직 공무원과 점심을 함께 하며 뇌물을 주
고 받았다.

메릴랜드 프린스조지스 카운티
한인 주류판매상들 연방뇌물 공모 죄로 기소

수사는 FBI잠입수사관들을 통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뤄졌다고 FBI는 밝혔다. 현찰이 담긴 돈봉투는 자동차

메릴랜드 프린스조지스 카운티 주류면허위원회 데이비드 손

수납공간, 음식점의 남자화장실 등에서 교환됐다고 FBI는 설명

위원장(한국명 손대석)을 비롯 한인 주류판매상들이 연방뇌물

했다. 로젠스타인 검사는 관련수사가 여전히 진행중이며 정식

공모죄로 전격 기소됐다.

기소되지 않은 수명의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기소도 이

연방검찰청 메릴랜드 지부, FBI 볼티모어 지부, 연방국세청

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IRS) 등은 5일 데이비드 손(40), 백영정(Young Jung Paig, 62),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인 주류판매상들은 충격과

이신자(Shin Ja Lee 55), 아누즈 서드(39) 씨를 뇌물공여를 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워싱턴케그로 이요섭 회장은 “한인들

한 공모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연류된 사건이니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회원

이들은 5~10년형을 받을 수 있다.

들과 연락해 사태를 파악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검사는 “피고인들은 주류 면허와 관련,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상공인 협회 리오 진 회장은 “갑작스

유리한 조치를 대가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및 메릴랜드주 공

러운 발표에 할 말이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

무원들에게 현금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의 결백함을 믿고, 무죄가 밝혀지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심경

FBI 볼티모어 지부 고든 존슨 특별수사관은 “공공 부패는 신뢰

을 말했다.

의 배신이며, 국민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의 목적을 침
해한다”며 피고들에 대한 유죄평결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히 진 회장은 “손 위원장은 1.5세 한인으로 주류 상인들과
한인들의 권익을 위해 크게 활약해온 분”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손 위원장은 2005년부터 10년간 카운티 주류면허

진 회장은 “MGM카지노의 주류 판매와 인근 DC의 일요일

위원장으로 근무했다. 2015년에는 프린스조지스 카운티의회

주류판매로 PG카운티 리쿼스토어 업주들이 상대적으로 큰 불

연락관으로 주상원에서 활동했고, 이후 카운티 주류먼허위원

이익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었다.

장으로 복귀했다. 백영정 씨와 이신자 씨는 모두 PG카운티에
서 리쿼스토어를 운영중이다. 함께 기소된 아누즈 서드는 주류
면허위원으로 칼리지 파크의 개업 변호사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손 위원장은 백 씨와 이 씨 등을 포함한 로
비스트와 주류사업자들로부터 1000~5000달러의 뇌물을 받
았다. 또 손 위원장은 2015년 PG카운티 내 100개 주류업소에
일요일 주류판매를 허가하는 ‘선데이 법안’ 통과를 위해 로비
스트와 업주들로부터도 뇌물을 받아 공무원들에게 전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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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거 공고
제 15 대 국제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 회장 선거 공고를 총연합회 회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아 래]
(1) 제목: 제 15 대 국제한인 식품 주류상 총연합회 회장 선거
(2) 후보자 등록 기간: 2017 년 1 월 10 일~ 2 월 8 일 오후 5 시 까지
(3) 등록 방법: 우편 등록 (등기우편/UPS/Fedex..)
(4) 후보 등록 자격 및 요건: 총연합회 정관 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5) 투표날짜 및 방법: 2017 년 제 56 차 총회 에서 회칙에 의거 해서 선출

[입후보자 구비서류]

제 15 대 국제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 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하여 선거 관리 위에 등록을 해야 한다.
(1) 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 신청서 (입후보 등록 신청서 양식 사용)
(2) 개인 이력서 및 사진 (개별 양식 사용)
(3) 10 인 이상의 총연합회 이사 추천서 (추천서 양식 사용)
(4) 사업 계획서 (개별 양식 사용)
(5) 공탁금 $ 10.000 (Pay To: KAGRO International)
(선거관리 위원장 앞으로 제출 하며 공탁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6) 선거관리 위원회 주소: 우편 등록 (등기우편/UPS/Fedex..)
(ROSEN 'LIQUOR/ ki Bong Song) 5411 York Rd Baltimore MD. 21212
(7) 선거관리 위원회 전화번호: 443-762-5950 / (Fax) 410-435-4101
필요 서류는 총연합회 서식다운로드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연합회 홈페이지: www.kagro.org)

2017 년 1 월 10 일
선거 관리 위원장: 송기봉 (직인생략)
선거 관리 위원: 구군서. 김영필. 연규상. 케빈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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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 신청서
(1) 인적 사항
한글:

성 명

영문:

주 소
이 메일
전화번호
생년 월일
(2) 제출 서류
① 개인 이력서 및 사진
② 10 인 이상의 총연합회 이사 추천서 (첨부 자료 폼 참조)
③ 사업계획서
④ 공탁금: $10.000.00 (Pay To: Kagro International)
(공탁금은 반환 되지 않습니다)
(3) 제출 서류 등록 처(선거관리 위원회)
① 주소: (ROSEN 'LIQUOR/ ki Bong Song)
5411 York Rd Baltimore MD. 21212

상기인 은 다음과 같이 15 대 회장 입후보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일자: 2017 년
제출자:

월

일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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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한미식품상협회 장학금 수여식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회장 김중칠) 송년모임이 19일 옥스포드팔래스호텔에서 250여 명의 협회원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송년회에서는1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장학금 수상자와 KAGRO 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벌티모어 식품협회 장학금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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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식품협회 장학금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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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News
월그린(Walgreen)과 라이트 에이드(Rite Aid)
인수합병 위해 매장 850곳 정리

중이며, 약국체인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어 CVS, 라이
트 에이드, 헬스마트 시스템 순이다.

미국 약국체인
1, 3위 업체인 월
그린(Walgreen)
과 라이트 에이
드(Rite

Aid)가

‘탐앤탐스’ 가주 프랜차이즈 관련법 위반으로
프랜차이즈 라이센스 취소
한국 커피 프
랜차이즈 ‘탐앤

위

탐스’(대표 김도

해 매장 850곳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같

균)가 가맹점주

은 조치는 두 약국체인의 인수합병에 대한 독점규제 당국

들에 과다한 비

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

용 청구 및 가주

가 전했다. 월그린은 지난해 10월 라이트 에이드를 94억

프랜차이즈 관련법 위반으로 가주정부로부터 벌금과 프랜

1천만 달러(약 10조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현재 연방 거

차이즈 라이센스 취소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탐앤탐스

래위원회(FTC)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월

직영점을 제외한 신규 프랜차이즈 개점이 불가능해져 탐앤

그린의 약국 매장이 라이트 에이드 합병으로 전국적으로

탐스의 미국 시장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가주 비즈니스 감

1만2천여 곳으로 늘어나게 되자 FTC는 반(反)독점법 위

독국(DBO)은 탐앤탐스가 가맹점 계약 및 판매시 가맹점

반 우려가 있다며 승인을 미루고 있다. 실제로 FTC는 올해

주들에게 알려줘야 할 주요 사항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무

초 앤섬(Anthem)-시그나(Cigna), 애트나(Aetna)-휴매나

자격으로 프랜차이즈를 판매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돼 프

(Humana) 등 대형 보험사 간 합병 2건을 반독점법 위반 혐

랜차이즈 갱신 신청 취소 및 벌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로 제소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월그린은 매장 850

DBO는 지난 5월12일자로 탐앤탐스의 프랜차이즈 갱신

곳을 군소 할인점 프레즈(Fred’s)에게 매각하기로 한 것이

신청을 취소했으며, 위반 사항과 제재 조치를 담은 ‘합의명

다. 2위 업체인 CVS와의 매장 수 차이를 줄여 반독점 우려

령’(Consent Order)을 지난 21일자로 공개했다.

인수합병을

를 불식하자는 전략이다. 1901년 시카고에 설립된 월그린

합의명령서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계약시 탐앤

은 2010년 뉴욕 약국체인 듀안리드(Duane Reade)를 11억

탐스 본사가 원하는 장소에 매장을 리스할 것을 권유받았

달러에 사들인 데 이어 2014년에는 53억 달러 규모의 유럽

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탐앤탐스로부터 프랜차이즈를 판

약국체인 부츠-얼라이언스(Boots Alliance)를 인수했다.

매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가맹점주들은 프랜

월그린은 현재 미국 50개 주에서 8천173개 매장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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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객 만족도가 70%에서 88%로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도움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
탐앤탐스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매장 디자인과 장소를
김 대표가 직접 정한다는 사실과 매장 리스 및 디자인 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매장 리스 비용 2만8,000달러, 디자인

한국산 식품 수입할 때 FDA 규정과 통관 절차를
준수해야
한국산

식품을

비용 7,000달러, 건축비 8,000달러를 추가로 탐앤탐스 본

수입해 판매하는

사에 지불해야만 했다.

일부 한인.지상사
업체가 연방식품

맥도널드 주문 방식과 결제, 서비스 방식 개선

의약청(FDA) 검수

맥도널드가 주문 방식과 결제, 서비스 방식 전반을 개선

등 통관을 얕잡아

하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한다.

봤다가 물품을 전량 압류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통

맥도널드는 음식을 비롯해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관 전문가는 식품 수입 절차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들여오

줄 수 있도록 새로운 주문 및 결제 방식과 테이블 서비스,

다 적발되면 ‘사기’ 혐의로 기소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프리미엄 메뉴를 도입하고 고객들의 더 나은 외식경험을

한국 본사의 친환경 건강식품을 남가주에서 수입.판매하는

위한 변화를 시도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문은 셀프 주문인

C업체는 최근 웹사이트에 ‘FDA 검수’로 특정상품 판매를

주문

당분간 중단한다는 글을 올렸다. 한 소비자가 “기존에 유

카운터로 한층 수

통되던 상품이 FDA에 걸린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는 질문

월해진다. 2017년

에는 “FDA가 전과 달리 모든 상품을 심하게 검수해 시간이

까지 모바일 주문

걸린다”고 답했다.

키오스크와

도 선보인다는 계

하지만 이 업체 소식을 아는 한 관계자는 “이 업체가 지

획이다. 음식은 고

난 9월부터 해당 가공식품을 다량 수입한 뒤 FDA 검수 전

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기 메뉴를 향상시키는 한편 새롭

에 부정 유통하다 적발됐다. 지난 11월에는 또 다른 식품을

게 선보인 ‘시그니처 크래프트(Signature Crafted)’ 레시피

통관 절차 전에 판매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

와 같이 양질의 재료와 메뉴 옵션이 추가된다. 결제방식도

당 사건을 조사 중인 FDA 측은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

더 다양해진다. 키오스크 뿐 아니라 애플 또는 안드로이드

다고 전했다. C업체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상품 자체

페이 등 모바일을 활용하며.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의 경

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FDA 검수를 받고 있을 뿐”이

우 음성 인식의 구글 핸즈프리 결제도 시범 운영중이다. 이

라고 해명했다. 한 통관사 한인 대표는 “FDA 승인이 나지

와 더불어 고객에게 주문 음식을 가져다 주는 테이블 서비

않았는데 상품을 먼저 유통하거나, 통관 시 상품 목록을 속

스도 제공한다.

여서 수입할 때, 신고 없이 다른 물건에 숨겨 들여오는 행

맥도널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2,600개의 매장이

위 등은 모두 통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특히 사람이

이러한 변화를 실행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는

먹는 식품은 FDA 승인이 필수다. 고의성이 발견되면 해당

변화 이래 꾸준한 매출 증가 효과를 얻고 있고, 프랑스에서

업체는 사기 혐의 및 심각한 제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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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발생하는
급성심근경색, 전조증상
요즘처럼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시기에는 심장에 혈액과 영양분을 공
급해 주는 관상동맥이 혈전(피떡)에 의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죽는 ‘급성심근경색’을 주의해야 한다.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관이 수축되면 혈압이 올라가 심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이다. 특히 최
근 식생활의 서구화와 운동부족, 스트레스, 흡연, 비만 등으로 인해 심장
병 사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급성심근경색은 무엇보다
전조증상을 파악해 재빨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톨릭대 대전성모
병원 심장내과 허성호 교수의 도움말로 급성심근경색의 전조증상에 대해
알아본다.

전조 증상 1.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심장에 충분한 혈액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장은 가슴통증으로 신호를 보낸다. 때리는 듯한 통증이
아닌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으로 나타난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아픈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수 분간 통증이 지속되면 심장병일 가능성이 높다.

전조 증상 2. 호흡곤란
오른쪽 가슴 또는 상복부가 체한 것 같이 답답하거나 무겁게 느껴지면서 갑자기 숨을 쉬기 힘들어지는
호흡곤란이 나타난다. 특히 호흡곤란과 함께 가슴통증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전조 증상 3. 구토
급성심근경색의 1/4 정도는 흉통을 동반하지 않고 구역, 구토 증상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자주 나타나며 소화불량 또는 위산역류 등으로 생각해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가슴의 이상증세와 함께 메스꺼움이 심근경색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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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 증상 4. 가슴에서 어깨, 목, 팔로
퍼지는 통증
목 부위가 답답하고 특히 왼쪽 팔이 아파 정형외과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진료과를 잘못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치료시간을 넘기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고령 환자나 당뇨병 환자, 여성환자에게 많이
나타나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통 짧게는
30분에서 1~3시간, 길게는 1~3일 정도 통증이 지속된다.

전조 증상 5. 식은땀
앞가슴에 심한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고 강한 불쾌감을
동반하며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나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야 한다. 허성호 교수는 “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막힌 관상동맥을 다시 뚫어 심근에
혈류를 재개하는 것으로 심근경색 발생 후 3~6시간 내
응급처치가 생사를 결정한다 ” 며 “ 돌연사 예방을 위해
평소 충분한 운동과 금연을 실천하고, 혹시 위에 소개한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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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집행부 명단
회 장

허성칠

스폰서

New York

대외수석 부회장 김 영 필

Canada

대내수석 부회장 이 요 섭

Washington D.C

부 회장

송기봉

Maryland

부 회장

김백규

Georgia

부 회장

연규상

Colorado

부 회장

고경호

Washington

부 회장

켈빈 최

Arizona

Miller Brewing Company
Anheuser Bush Inc
Coors Brewing Co
CoCa Cola USA,Inc

이사
이사장

임광익

Colorado

부 이사장

정태진

Vancouver,Canada

부 이사장

이종식

New York

부 이사장

김중칠

Southern California

부 이사장

장종희

Central California

부 이사장

김익주

Manitoba,Canada

이창희

Philadelphia

PEPSICO

본부 임원
홍보 이사

사업총괄 부회장 이 종 환

Harrisburg, PA

여성분과 위원장 김 윤 옥

Virginia

총무이사

Colorado

서청용

감사
감 사

이승수

Philadelphia

감 사

김윤옥

Virgi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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