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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인사말

존경하는 세탁인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생명의 강인함으로  견디어 내고 끝내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나

도 많은 세탁인들이 고통 속에서 폐업을 하고, 극심한 경기의 불황을 몸으로 직접 체

험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새로운 시작의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웃고 울던 동료가 곁을 

지켜줌에 또 한 번 감사하며 새 아침을 감사함으로 맞이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해보다 더 혹독한 변화의 물결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세탁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펄크 머신이 주거지와 민감 시설과 근접할 경우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고, 올해 말까지 철거

를 해야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가뜩이나 움크려진 세탁인의 가슴을 더욱 오그라들게 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시작은 이미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업소는 물론 협회도 시대에 부합

하지 않으면 자연의 순리대로 시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탁시장도 이제 한인들의 손에서 벗어나 서서

히 그리고 급격하게 타인종이 진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솔직히 많은 세탁인들이 지금 당장 살아가기에 

급급하여 멀리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고통을 당하고 단속을 당할 때 그 때만 반짝 하고 다시 

옛 습관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세탁인 여러분!

저는 평생을 바쁘단 소리, 시간이 없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바로 내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24시간을 부여 받았습니다. 누구도 더 많이 갖지 않은 진짜 공평하게 받았습니다.  협

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단 한 번도 시간을 낭비한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가 아끼고 절약한 시간을 분배한다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우리 세탁인을 위해서 자

신의 것을 조금씩 분배해야 할 시간입니다. 올해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조금 선한 일에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더 나은 세탁 시장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데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시고 다가올 한 해가 주님의 사랑과 은총 

그리고 나의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지만 큰 재능과 물질들이 배풀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뉴저지 세탁협회

회 장  신 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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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tor 신년사

6         세탁인 마당 1월호 www.kcanj.com



 
NEW JERSEY LEGISLATURE 

 

 
 
 
 

 
 
 

 
 
 
 

January 1, 2020 
 
Dear Friends, 
 
 I wish you a happy and prosperous New Year! Since 1994, the Korean Cleaners 
Association of New Jersey has been a strong advocate for businesses located across the 
State of New Jersey. I have been privileged to work with the Korean Cleaners Association 
of New Jersey as an Assemblyman. I am certain that the Korean Cleaners Association will 
continue its excellent work of uniting cleaners in New Jersey.  
 
 In the New Jersey State Assembly, we recognize the commitment and dedication 
that is required of business owners. It takes a lot of hard work and long hours to make your 
business successful. Small businesses are the backbone of our communities.  
 

Again, I wish you the best of luck in 2020. May the New Year bring you continued 
health, happiness, and success! 
 
Sincerely,  
 
 
Gordon M. Johnson 
Assemblyman, District 37  
 
   

 
COMMITTEES 

 
CHAIRMAN 

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 

 
MEMBER 
JUDICIARY 

 
MEMBER 
BUDGET 

 
GORDON M. JOHNSON 

SPEAKER PRO TEMPORE 
ASSEMBLYMAN, 37TH DISTRICT 

 
545 CEDAR LANE  

TEANECK, NJ 07666 
PHONE: 201-530-0469 
FAX: 201-530-0486 

 

   

Gordon Johnson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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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총영사 신년사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장원삼 주뉴욕총영사 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해 그렇듯 새해가 돌아오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올 해는 2020

년대를 시작하는 첫 번째 해인만큼, 다사다난했던 2010년대를 돌아보시

고, 앞으로의 10년까지도 좀 더 길게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탁업은 우리 동포사회의 큰 자산입니다. 그동안 세탁인들은 우리 민족 특유의 근면과 성실을 바

탕으로 힘겨운 경쟁 속에서 굳건한 기반을 다져왔으며, 한인 동포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동포사회 발전에 계속 앞장서 주시기 바

랍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세상은 빠르게 변해왔고, 세탁업을 둘러싼 환경도 빠르게 변해왔습니다. 그

동안 좋은 소식들도 있었지만, 세탁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나 경쟁심화와 같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뉴저지 세탁협회는 남다른 결속과 유대를 통해 지난 10년을 슬기롭게 헤쳐오신만큼, 지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의 10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 더욱 발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경자년은‘하얀 쥐의 해’라고 합니다. 12간지 중 쥐는 민첩하고 총명한 동물이자, 다산(多産)과 다

복(多福)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얀 쥐의 해를 맞아 동포여러분들께서도 더욱 큰 복을 

받으시고, 각자 바라는 소원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

주뉴욕총영사 장 원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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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전 회장 신년사

안녕하셨습니까? 

세탁인 여러분, 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는 오늘은 지난 날의 어두웠던 기억들과 결별하고, 웅대한 기상

과 커다란 희망으로 첫 날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생업인 세탁업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변화하는 기류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함에 유용한 신체운동과 지적인 활동을 게을리하지 말고 늘 새로운 도전정신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전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으면 망설임없이 시작

하는 과감한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꿈과 새로운 도전을 갖고 목표를 향하여 실행하여 보십시다.

하루를 마친 저녁시간이 되면 다음 날을 위해 다시 새로운 새 날을 위한 자신만의 계획표를 작성

해 봅시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하루 하루가 달라짐을 느끼면서 이 어려운 주변상황을 잘 극

복하여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희망찬 새해!

뉴저지 세탁협회에 힘찬 도전이 있기를 바라며, 그 도전의 결과로 발전과 확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에도 가정의 축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 1.

뉴저지 세탁협회 전 회장  이 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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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제 26회 세탁인의 밤이 여러 회원들과 유관 단체의 협력하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음은 도네이션하신 명단입니다. 기억하시고 고마움을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주신 분>

한태희 $200.00 INNCO CLEAN $240.00

이광희 $540.00 CLG 보험 $200.00

민병해 $500.00 New York Machinery $300.00, 2020년 달력

백용선 $500.00 New Millennium Bank 2020년 달력

CIMA(김동배) $1,000.00 로얄 컴퓨터 Royal Touch Computer

NWC $700.00 이지텍 Dry Machine

EASYPLUS $500.00 태호 미싱 상업용 미싱

AC 지부 $300.00

•2020년 사업 계획 수립   •연말 파티 준비 사항 철저히 하고 홍보에 더 적극적 활동 요구됨

•공동 구매 사업 준비 작업   •2020년 1월 4일 시무식 준비(전 회원에게 오픈하기로 함.)

2020년 NESHAP 달력 인쇄 및 발송

세탁업을 하면서 준수해야 할 많은 사항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모든 업소에 적용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

로 뉴저지 소기업 환경지원 프로그램인 세탁소용 “규정준수 기록달력”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청에서 제작

하고 뉴저지세탁협회가 협조하여 협회 회원들을 위해 매년 번역을 하는데 도움을 주어서 제작이 됩니다.

그러나, 제작하여 인쇄하여 협회로 보내주던 이 달력을 몇 해 전부터는 협회 자체에서 인쇄하여 발송하여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환경청의 예산 부족으로 컴퓨터로 다운하여 업주들이 직접 인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현실

에서 협회는 회원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종전의 방식대로 기입하여 보관할 수 있는 편리를 제공하고자 자체에서 

인쇄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달력에는 해마다 3월1일까지 보고해야 하는 Community Right To Know 

Survey를 컴퓨터 화면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보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 NESHAP 달력은  2019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발송 완료

달력 수령을 원하시는 회원은 회원 등록증과 함께 $130을 납부하시면 발송해 드립니다.

2020년 1월부터 작성해야 하는 이 달력은 2019년 12월에 발송되며, 받은 즉시 지체말고 1월부터 기입을 시작

하셔야 합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협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정기 이사회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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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랑 나눔 회비(연회비 $10)는 각 개인으로 한다. (부부 공동 가입시는 $20)

2. 보상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가족에 한한다.

3. 가입자 본인의 사망시에는 회원등록자에게 10불씩 각출하고 협회비에서 $1000불을 합하여 지급한다. 

4. 배우자와 직계 가족의 사망시와 결혼에는 화환을 보내준다.(화환을 대신해 $200불을 지급할 수 있다)

5. 퇴임시에 협회에 통보하면 협회 이사회 때 공동 퇴임식을 거행한다.(매달 첫째 목요일)

6. 회원의 가게가 화재 등 정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회장과 사랑 나눔 위원장과 수석 부회장의  

    판단으로 가입자의 사망에 준하는 지급을 한다.

7. 모든 지급을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 회원의 자격은 회비를 낸 다음 달부터 12개월로 한다.

* 가입을 원하시는 회원은 등록증에 기입하시여 가입비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광  Betty Brite Cleaers

뉴저지 세탁협회 사랑나눔회 가입 신청 양식

사랑 나눔 시행 규칙 요약본

이름   한글   영어

업소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부모님 성함   부   모

부모님 생년월일   부   모

자녀 이름
  1.   2.

  3.   4.

가입기간 년              월    ~                  년              월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

새로 등록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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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자격증 갱신 시 변경사항

기존 소지자

1. 기존의 보일러 자격증에도 앞으로는 시민권사진 크기의 사진을 자격증 상단 위 쪽에 부착하여야 함 

(검사 시 본인인지 바로 확인됨)

2. 보일러 검사시에 보험회사나 보일러국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짐. 종전에는 거울을 이용하여 철판두께 

(핸드볼 두께)를 측정하였으나, 기기의 발달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정확하게 측정이 되며, 그 결과를 

바로 전자로 본사나 보일러국에 전달되어 보일러에 대한 모든 정보가 바로 입력됨. 보험회사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기록하여 사진과 함께 보유하는 방식을 채택함.

3. 보일러가 낡아서 내부의 녹(스케일)의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보험회사에서 보일러보험 취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보일러에 대한 정보는 모든 보험회사에서 공유하게 되어 타 보험회사 가입도 용이하지 않게 됨.

4. 보일러 검사 시 연소실을 보기위해 뚜껑을 여는 작업을 하고 있음. F 보일러는 그 작업이 용이하나,  

C 보일러는 연소실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이 만만치 않았던 점을 감안해 주었으나, 이제는 버너 세트를 모두 

들어내어 내부를 촬영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보일러 자격증 갱신에 필요한 정보

1. 신청서 작성: 다음 페이지에 게재함

2. 본인 사진 제공: 

 - 크기는 2” x 2” 이며 여권사진과 동일(2장).   - 사진의 배경은 하얀색이어야 함.

 - 사진 촬영 시 하얀색 옷을 착용하여서는 안됨. - 모자, 안경 등은 착용하여서는 안됨.

 - 사진 크기는 규격에 맞추어 찍어야 하며 큰 사진을 부분적으로 자르면 안됨.

3. 본인 서명: 백지에 정 중간에 검은색이나 파란색 잉크로 된 볼펜으로 명확하고 굵게 본인의 서명을 하여야 

함. 원본이어야 하며 복사본은 안됨.

4. 이메일 명시: 신청서에 반드시 이메일을 적어야 함. 

5. 생일 표기법: 생일은 월/일/연도 순으로 적어야 함.  

예: 02/25/2016 - 2016년 2월 25일을 표시함.

6. 자격증 비치: 자격증 원본은 액자에 넣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함.

7. Money order 또는 certified/cashiers 또는 세탁소 수표 가능함. 

Payable to “Commissioner of LWD”

* 유효기간이나 Fee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 모든 서류는 복사하여 보관하시며, 보일러국에 서류를 보낼 때 일반편지보다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우송한 영수증에 있는 Tracking Number를 가지고 우편물이 잘 도착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차후에 

발송 증명이 될 수 있으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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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ions:

Phone Number:

Stationary, Refrigeration, Power Engineer and/or Boiler Operator’s License
RENEWAL APPLICATION

1 - Completed application
2 - Passport size photo
3 - Signature on a separate page
4 - Money order or certified/cashiers or business check, for the appropriate renewal fee, made payable to the

“Commissioner of LWD”.
For a license that is not expired:
• 1-year renewal fee is $40
• 3-year renewal fee is $80

NOTE: These fees apply only to a non-expired license holder. Details about acceptable renewals, fees, and other
pertinent facts appear on the following pages of this application.

You must provide all of the information requested on this application to renew the license. This information is used to maintain
an accurate record of license holders in New Jersey. You must provide employer information, even if you are not using the
license at your current place of employment. Note: If you are retired or unemployed, you need not complete the Employer
Information section; please “check the box” in that section that applies.

This is an application to renew a Stationary, Refrigeration, Power Generating Engineer or Boiler Operator’s License that was
issued by the Mechanical Inspection Bureau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mpliance. Licensees may renew a license within
60 days before its expiration date [N.J.A.C. 12:90-8.19(c)]. To renew your license, send the following 4 required items to the
address at the top of this form:

PRINT LEGIBLY IN INK. ALL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Check the correct box for your renewal: 1-Year Renewal - $40.00 3-Year Renewal - $80.00

Current Licensee Information
License Number:Name:

Physical Address:

Mailing Address:

Email:

Current Employer Information
Current Employer:

Mailing Address:

Phone Number: Cell Number:

Please correct any missing or incorrect information below. Use the extra lines for more space.

Date

Amount Enclosed

Does not apply - Not currently working Retired - Not currently working

Signature of Licensee
MI-228 (5/16)

Date of Birth:

Employer Email:Employer Name:

State of New Jersey
DEPARTMENT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LABOR STANDARDS AND SAFETY ENFORCEMENT
MECHANICAL INSPECTION BUREAU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MPLIANCE

PO BOX 392
TRENTON, NJ 08625-0392

Chris Christie

Governor

Lieutenant Governor
Kim Guadagno

Aaron R. Fichtner, Ph.D.

Commiss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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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문  고

우리는 그 동안 매주 72시간을 일하면서도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탁인들에게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루 아침 7시부터 저녁 7

시까지 근무해야 합니까? 그 동안 그래 왔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

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모여 저녁 6시에 문을 닫고, 몇 개월을 지내며 서서히 어떤 변화가 있는

지 살펴보고 있는데 손님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침 8시에 열어 오후 6시에 닫고, 수요일은 9:30분에 문을 열고 6시에 닫고, 토요

일은 8시에 문을 열고 4시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약 6년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입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주위에 7-7하는 분들이 제가 일찍 닫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오히려 경

기가 안 좋아 죽겠다는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동일 시간으로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봄, 가을은 바쁘니까 조금 열심

히 하고 특히 겨울은 해가 일찍 떨어져 5시가 되면 어두움이 찾아 옵니다. 그래서 겨울은 조금 일찍 닫

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특히 공휴일 전날은 2시에 닫는 것을 원칙으로 홍보를 했더니 이제 여유가 생겨 조금만 조정하면 3

박 4일 정도의 휴가는 쉽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 일한다고 장사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

방 끈이 길다고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듯, 이제 주위의 세탁인들과 상의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

상을 만들면 더 많은 여유와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는 회사는 반드시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쇼핑을 하려면 반드시 몰에 가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어 갑니다.  집에서 일하는 재택 근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키보드 몇 번으로 상품을 사는 세상이 왔습니다.  아직도 7-7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건

비가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6-7시간을 세이브하면 얼마나 많은 여유와 인건비를 절

약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바로 이것이 답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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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Line Premium K4 Line

설립 70주년 스페셜 에디션
BLACK FOREST M66

독일 보위가 설립 70주년을
맞아 스페셜 에디션을
선보였습니다.

 특수 카타포레시스 코팅(검정색): 
     기계 내/ 외부에 이물질 부착 방지

드럼 하우징 & 에어덕트 보온 처리 
     드라잉 시간 단축 / 주변 온도 하락

아무런 기계 개조 없이 모든 
     대체 솔벤트 사용 가능

Made in Germany

Bowe Germany Approved/Certified North American National Dealer

DAVID KIM
UC Berkeley 환경과학
세탁업 30년 이상 경력
장비업 15년 경력
5년 연속 보위 #1 딜러
공해폐기물 VP 경력

BOWE 북미주 총판 딜러
지역 딜러 문의 환영

북미주  총판  업체

3649 Yale Way  Fremont, CA 94538  510-293-8954  E-Mail: dkparts@gmail.comMADE IN GERMANY
DK EQUIPMENTS, INC.

855-823-7987855-823-7987무료
전화

뉴 잉글랜드: 781-858-1155  DC/MD/VA: 571-236-9508  남가주: 714-873-7110  뉴욕/뉴저지: 973-919-8867

3649 Yale Way · Fremont, CA 94538 · 510-293-8954 · E-Mail: boweusa1@gmail.com

··

B O W E  U S A



609 Chancellor Avenue, Irvington, NJ 07111
Tel: 973-375-1111        Fax: 973-375-0200
www.nymusa.com       info@nymusa.com

EM Pre-Spot

EM Natura Perc Soap

EM Hydrocarbon Soap

EM Natura Herb Soap EM Ninja Wet Soap

EM NATURA 

TM-470/230 Filter 
EM Stain Killer



독자 투고

빈 손

높은 빌딩을 사들이고 수많은 땅과 돈을 축적하며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99세, 위암에 걸렸습니

다. 사람들은 그에게 오래 산 편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죽

음을 앞둔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두고 죽으려니 너무 억울했던 것입니다. 남

은 시간은 6개월 정도...

그는 자신이 사들인 높은 빌딩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

니다.

"저것들을 두고 어떻게 죽나!"

하루는 통장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또 하루는 사들인 

땅에 찾아가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남은 시간을 보

냈습니다. 쓰지 않고 모으는 것만이 기쁨이자 보람이고 

취미였던 99세의 노인... 그는 죽기 하루 전날도 자신의 

빌딩을 바라보며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노인이 죽은 후, 그가 가장 사랑했던 빌딩 앞에 자식들

이 동상을 세워 주었습니다. 무릎 위에 양 손을 펼치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동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의 동상에 누군가 낙서를 해 놓았습니다.

"빈 손"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며 모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악착같이 모으며 살던 노인에게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입

니다.

“벌어도 쓰거나 나눌 줄 몰랐던 노인.”

빈 손 동상이 유명해지기 시작하자 노인의 자식들에 

의해 결국 동상은 치워졌습니다.

살아서 "회장님"이라고 불렸지만 결국은 "노인네"로 

남은 그의 일생. 그래도 그의 일생은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돈을 쓰지도 못하고 모으기에 급급한 것, 

그러다가 조금만 빠져나가도 불안해 한 것, 이러한 마음

도 일종의 병입니다. 

살면서 "빈 손"이라는 것을 자주 의식해야 합니다. 세

수할 때 양 손에 비누칠을 하면서  "그래" 빈 손이다. 이 

정도면 많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야 합니다. 그것

이 내려 놓는 연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방하착(

放下着)"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내려 놓으라는 뜻으로 

애착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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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인 인터뷰 "Cleanair 홍승재 사장님"

오늘은 “클린에어 서플라이 홍승재 사장님”과의 면담 내용을 개제합니다.

홍 사장: 안녕하십니까? 클린에서 서플라이 대표 홍승재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과 세탁인 마당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질문: 창립이래 협회와 동거동락을 같이 하신 이 회사의 설립과 지금의 사업을 하시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지요?

홍 사장: 저는 대학에서 항공공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전공에 따라 Korean Air Line 에서 Boing 707  운항승무원

(Flight engineer)로 근무하였습니다.  여러해를 근무하다가 1984년 도미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여 늘 장비업을 하고 싶었는

데 마침 전공과 관계가 있는 서플라이 업체

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가

지 일을 배우고 많은 정보를 습득하였으며 

항상 장비업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며 준비

하였고, 2년 후인 1986년에는 장비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Sankosha 돌풍의 

주역으로 할약하며 상당한 배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6년에는 

클린에어 서플라이 설립하였고 1991년에

는 클린에어 장비회사로 발돋움하며 확장

과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사장님의 이 업종에 대한 포부와 지향하시는 바를 이 지면을 통해 회원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홍 사장: 저는 큰 키와 육중한 체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온화한 인상을 준다는 평을 듣고 그것에 부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지니스의 성공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많은 거래처인 세탁소 사장님과의 원만한 

관계가 우선이라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회의 설립과 더불어 초창기 협회 회장 및 임원들의 사심없는 열정적인 봉사정신을 보아오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느끼며 한인 세탁인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금껏 변

함없이 존속하고 발전하는 보기드문 모범 협회를 발전 유지시킨 원동력은 임원 모두의 헌신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초가 되어 튼튼한 전통의 힘을 이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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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들에게 알

리고 당부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 사장: 과거의 우리 모두의 사업은 경

기가 좋아서 많은 업체들이 인보이스도 

잘 살피지 않고 납부하기도 했고, 그것

을 이용하여 터무니 없이 바가지를 씌우

는 업체도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런 잘못

된 사항들을 보며, 클린에어는 정직한 업

체라는 이미지로 기존업체와 차별화하

려는 노력으로 이 회사가 출범되었고, 그런 사업경영의 철학이 결국 성공을 가져온다는 믿음은 지금

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정보를 습득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이 시대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우리

는 세탁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많은 시간투자가 필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

에서 하는 세미나는 물론 각종 세탁관련 세미나에도 항상 참석하시고, 특히 일년에 2번 열리는 클린

에어 오픈하우스에도 참석하시어 많은 새로운 정보를 얻어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서플라이 업체는 결국 세탁인들과 동고동락의 관계이며, 비즈니스를 하면서 최소한의 상도의는 지키

며 해야만 결국 같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클린에어는 세탁소에 필요한  전

품목의 Line을 확보하고 파트까

지 총괄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

다. 또한 한인 장비업체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공인딜러쉽”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stock을 많

이 보유한 장비업체로서의 자부

심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내면적으로는 “양식

있는 지성인”이 되고 싶고 외면적

으로는 “절도있는 전문 경영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일하며 협회 회원들의 업소에

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협회와 협회 회원들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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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투고

글쓴이: 김개풀

알뜰한 마음 넉넉한 마음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고 하늘에는 짙은 구름으로 가려 있으니 더욱 을씨년스러운 날이다. 후러싱에서 뉴저지로 

가기 위하여 죠지 워싱턴 다리를 건너 가기 전 차량들이 가다 서다, 거북이 걸음으로 굴러간다.

앞을 바라보니 한두 명의 구걸하는 분들이 배가 고프니 도와주십사 하는 팻말을 앞에 들고 누가 도와줄 지 두리

번거리며 차량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날씨는 차가운데 지나는 차량들은 구걸하시는 분들에게 관심이 없는 듯 그냥 지나쳐간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차가 정지하더니 얼마를 손에 쥐어 주고 떠나간다. 사실은 만일 내가 지나갈 때까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나라

도 조금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어릴 적 할머니와 어머니의 생각이 난다. 한국 동란이 끝나고 나서 그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굶주리던 시

절. 시골 동네에는 하루에 한두 번은 구걸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집으로 찾아오신다.

그때마다 어머니께서는 나를 부르시어 쌀독에서 조롱박으로 쌀을 퍼다 주라고 하신다. 쌀을 퍼서 갖고 나갈 때 어

머니께서 얼마나 담았는지 보자고 하신다. 어머니 말씀, 이렇게 많이 갖다 주면 안 되고 조금만 갖다 주라고 하신다.

그런가 하면 앞마당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나를 부르시며 조롱박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무 적으니 조금 더 

갖다 주어라. 나는 다시 쌀독에서 쌀을 조금 더 담아서 갖다 드린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고 늘 어머니와 할머니의 마음이었고, 나는 그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이 더 좋아서 할머

니의 심부름을 더 잘하였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며 어머니의 알뜰한 마음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할머니의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 씀씀이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나이가 벌써 할머니의 나이가 되었다.

지금 나는 우리 할머니의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차가운 겨울바람은 지금도 불고 있는데……

세탁소 재고 구입

세탁소 오랜된 재고 구입 합니다
새 옷 가게 재고 구입 합니다

Going Out Business 재고 구입 합니다
재고 정리하셔서 넒은 공간을 활용 하십시오

TEL: 215- 533- 2773  
Cell: 267- 679- 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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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Clean Corporation    40 Railroad Avenue, Ridgefield Park, NJ 07660, USA    Tel. 201-288-5577   Fax. 201-288-5576   innocleancorp@gmail.com   www.innoclean.net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월드챔프 선정 기업

InnoClean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Soft Mount Parts 5Years Warranty

시스템

•스테인리스와 동으로 제작된 반영구적 구조물
•하이드로카본, 시스템K4, 제넥스등ClassIIIA 솔벤트 모두 사용가능
•소프트마운트적용
•Tank 1,2 배관라인의 완벽한분리로 세탁품질 향상
•Heat 펌프 적용으로 물소모량감소

안전성

•UL, CE 등 품질과 안전이 검증된 자재사용

편의성

•옷감별 기본 설정프로그램 이외에 세탁환경에 맞는 세탁프로그램 설정 모드 지원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램 가능)
•프로그램 상시 업데이트 기능과 탱크자동청소기능, 자가진단을 위한
 TEST모드, 드럼회전수 조절등의 많은 편의기능 탑재

시스템

•모든 기능을 제어 할 수 있는 8.4인치의 크고 간결한 최첨단시스템
•스테인리스와 동으로 제작된 반영구적 구조물
•하이드로카본, 시스템K4, 제넥스 등 ClassIIIA 솔벤트 모두 사용가능
•소프트마운트 적용
•고성능 증류장치로 매로드 깨끗한 솔벤트 유지
•드라이클리닝, Wet클리닝, 워셔, 드라이어로 사용가능

안전성

•증기농도 컨트롤로 LEL의 60% 이상 초과시 Shut Down
•ETL, NFPA32 승인으로 별도의 추가설비없이 미국전역에 설치가능

편의성

•카본필터 사용시간을 환경에 맞게 사용자가 조절가능
•증류기 및 탱크 레벨센서 제어를 통한 자동 증류 시스템
•스핀필터, 탱크 등 사용자 설정에 따른 자동 청소기능
•드럼모터와 팬모터의 회전수 조절이 가능하도록 2개의 인버터 장착
•자가진단을 위한 테스트 모드 기능
•프로그램 상시업데이트 기능과 세탁프로그램 사용자 설정 모드 지원

프리미엄시리즈

New Model 노쿠킹필터시스템



내사랑

꿈은 아니겠지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정녕 아니겠지요 

당신을 만난 건

꿈속에서나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나는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은 내 안에 있어요

당신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나에게 꿈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당신의 말을 듣고 있으면

꿈이 저절로 생겨나요

내 사랑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하나 밖에 없는

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무서운 것도 없어요

두려운 것도 없어요

독자 투고

최승이

* 최승이 시인의 시를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YouTube로 들어가서 최승이를 치세요.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있어요

나는 알아요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꿈을 피우며 살 꺼예요

당신은 나의 꿈이예요

하나 밖에 없는

나의 사랑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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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투고

작은 쉼터

<인생의 신호등에 걸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급히 가고 있었다. 건널목에서 

차가 멈추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러나 멈추

기에는 거리가 너무 짧았다. 아니 나의 가는 길이 너무 촉

박해서 멈추어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 얼마 못 가서 

신호등에 걸려 하염없이 기다렸다. 이럴 줄 알았다면 차

라리 건널목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멈추어 양보할 걸….

건널목에 서 있던 때가 생각난다. 나를 못 본척하고 지

나가던 차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던 내가 아니던가? 

나의 갈 길만 생각했지 그들의 입장에 무심했던 나의 모

습이 겹쳐온다.

인생길을 달리는 동안 삶의 험한 길모퉁이에 서서 따

뜻한 손길을 바라고 눈길을 주던 사람들을 나는 보지 못

했다. 아니 이런 저런 핑계로 못 본 척하고 지나치지 않

았던가.

나에게 멈출 수 없었던 많은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

들에게 나는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던

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빴던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

했던가? 멈춰 서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시린 

가슴을 달래줄 말 한 마디 건네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손을 붙잡아줄 여유가 없이 앞만 바라보며 달려온 

것이 최선의 삶이었던가.

어느덧 인생의 종착점에 다다라서 더 이상 가야 할 곳

이 없는 그곳에 서있는 나를 본다. 그리고 바쁜 걸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본다.

어쩌다 강도를 만나 힘들어 하는 그들을 위해가던 길

을 잠시 멈추고 함께 있어 주며 손을 내밀어 잡아주면서 

친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과 위

로와 기쁨이 되어주면서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살맛 나

는 인생이 아니었을까?

자유기고가  윤남영

<없지만, 있는 것>

이길 수는 없지만 견딜 수는 있는 것 / 세월 

피할 수는 없지만 맞설 수는 있는 것 / 운명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잘 먹을 수는 있는 것 / 나이 

가질 수는 없지만 지켜줄 수는 있는 것 / 사랑 

잊을 수는 없지만 지울 수는 있는 것 / 슬픔 

받을 수는 없지만 보낼 수는 있는 것 / 그리움 

잡을 수는 없지만 놓을 수는 있는 것 / 욕심 

막을 수는 없지만 닦을 수는 있는 것 / 눈물 

설득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는 있는 것 / 사과 

나를 위한 시간은 없지만 

너를 위한 시간은 있는 것 / 기다림 

날아오를 수는 없지만 날아 올릴 수는 있는 것 / 꿈

어둠을 뿌리칠 수는 없지만 

등불 하나 켤 수는 있는 것 / 희망

- 화가 이영철의 "그림편지" 중에서

세탁소 매매

웨스트 뉴욕지역에 위치한 세탁소

현재는 기계가 있으나 2021년부터는

기계를 떼고 drop store로 전향가능

좋은 가격, 네고 가능함

자세한 문의 사항은

201-854-4138 / 201-220-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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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ISHING THE WAY
FOR TOMORROW SINCE 1958.

NEW YORK MACHINERY



CANADA
Calgary
Prairie Dist.: 403-299-0260

OXYSOL TM

 The Laundry Detergent

Nu-Way Products: 870-735-4291

United Fabricare: 310-537-2096

Champion Cleaner: 720-890-1254

Georgia Supply: 770-446-6012
National Supply: 770-455-3876

Malik Traders: 239-850-1133
Industrial Equipment: 305-324-
0410

Express Supply: 630-585-7577
Clean US: 847-439-4000

United Clean: 410-863-0070

Aristocraft: 508-987-6444

Elite Clean Room: 810-667-8940

Komro Supply: 314-621-4360

Clean Care: 718-460-1700

Nu Clean Supply: 610-461-8993

N.S.Farrington & Co: 800-722-0374

P & P: 901-233-9275

Fabriclean: 214-826-4161
Cleaners Source Direct: 214-496-
0761

F & L Supply: 703-690-5055
Richclean: 804-262-7433

NW DC & Laundry Supply (Hyundai 
Supply): 253-437-1077

Prairie Dist.: 403-299-0260

킹스필드 Distributor가 없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당사로 직접 연락을 주시면 해당지역에 
신규 Distributor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세탁업소에서 가정용 세탁세제를 사용하시거나 효과에 비해 가격만 
비싼 소규모 생산업체에서 만든 세탁비누를 사용하십니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세제로 인해 실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미국 전역의 세탁업소에서 검증된 Oxysol을 사용해 보십시오.

Oxysol은 항균세제이며 고기능 효소세제입니다. 고농축 세제이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 완벽한 세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름때가 말끔히 빠지며 세탁 후 부드러움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용해선이 우수하고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습니다.

섬유탈취로 냄새까지 말끔히 해결하며 산뜻한 프레쉬향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셔츠공장, 병원, 호텔, 사우나, 네일 살롱, 물세탁 업소 등에서 세탁세제의 
원가절감을 보장합니다.

세계적인 산소계 세제 생산업체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안정된 섬유 유연제가 
함유되어 섬유 보호기능까지 겸비했습니다.

자연 친화제품으로 환경오염의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산소계 표백제로써 옷의 색상보호 및 찌든때를 벗겨내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친화(Environmentally Friendly) 제품으로 환경오염의 걱정을  
덜어 드립니다.

악취제거와 살균효과가 있어 삶은 빨래와 같은 효능이 있습니다.

국제 품질 규격인 ISO-9001의 승인을 받은 원료로 생산하므로  
품질을 보장합니다.

산소계 표백제의 원료인 Sodium Carbonate Peroxyhydreate를 연간 
12만 톤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원료 생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므로 안정된 
품질과 최저가격을 보장합니다. (연간 8만 톤을 미국시장에 판매중)

본 제품 사용 시 세제도 절약할 수 있어 원가절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Armway등 세계적인 세탁세제  생산업체에도 
동일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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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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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 
POWER  TM

The Oxidized Bleach

65%의 고농축 Sodium Carbonate Peroxyhydrate로  
만들어져 어떤 유사제품보다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직도 가정용 표백제를 시중에서 구입하여 상업용 표백제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킹스필드 생산시설 전경

품질향상! 자체개발, 생산되는 친환경 표백 활성제
DECOBS 함유

Arkansas 
Nu-Way Products: 870-735-4291 

Arizona
Moon Valley Custom Supply: 602-993-8678 

California 
United Fabricare: 310-537-2096

Colorado
Champion Supply: 720-890-1254 
Katzson Brothers: 303-893-3535
Florida
Industrial Equipment: 305-324-0410 
Malik Traders, Inc.: 239-939-0620 

Georgia
CM Supply: 770-837-0669
Fabriclean Supply: 770-981-2800
National Supply: 770-455-3876 

Illinois
Express Supply: 630-585-7577

Massachusetts
EJ Thomas/Aristocraft: 508-987-6444 
Michigan 
Woo’s Brothers: 586-755-1045 
Missouri
Komro Supply: 314-772-4360 
New York / New Jersey
Clean Care: 718-460-1700 
North Carolina 
N.S. Farrington & Co: 800-722-0374 

Ohio
EJ Thomas/Aristocraft: 614-294-3373
Pennsylvania 
Nu Clean Supply: 610-461-8993 

Texas
Fabriclean Supply: 214-826-4161
Cleaners Source Direct: 214-496-0761
Virginia
F & L Supply: 703-690-5055 
Richclean: 804-262-74337 
Washington
Daehan Supply: 206-276-8094

www.kingsfieldinc.com/oxypower
www.kingsfieldinc.com/oxysol

제품구매는 지역 대리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DeWolf Rd, Suite 210
Old Tappan, NJ 07675
USA

TEL 201 767 0414   FAX 201 767 0743 
www.kingsfieldinc.com
       

Distributors in your area

K-SOLVE
The Enzyme Liquid Detergent

®

Left: 5 U.S Gal / Right: 1 U.S Gal Kingsfield Plant in Korea and China

Maunufactured by a manufacturer,  
certified by "Eco-friendly LOHAS Product"

Distributors in your area Clean Care 718-460-1700
Minda Supply 201-335-0230



Drycleaning Equipment Sale and Installation

세탁협회 자동차보험 공동구매를 위한 참여절차

자동차 보험 가입을 위한 아래 자료를 담당자에게 카톡 또는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1. 운전자 각자 운전면허증 및 차량 등록증

  2. 자동차 각각 일년동안 사용하는 예상 마일리지 숫자

  3. 집보험 / 렌트보험 / 생명보험을 같이 가입하시면 보험료 할인혜택 있음

연락처: 세탁협회 732-283-5135 또는 담당자 장홍수 201-248-1600 



이 달의 고사성어(故事成語) 37

물이 흐르면 자연히 도랑이 생긴다는 뜻으로 조건이 

갖춰지면 일은 자연히 성사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때

를 기다리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면 도랑을 이루고, 참외가 익으면 꼭지가 떨

어집니다. 시기가 무르익고 조건이 갖춰지면, 굳이 애쓰

지 않아도 절로 이루어 집니다. 때가 아닌데 억지로 하

려 든다면 이룰 수도 없고, 인생이 덩달아 피곤해집니다. 

자기를 아는 자는 남을 원망하지 않고, 천명을 아는 자는 

수도거성 (水到渠成)

하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복(福)은 자기에게서 싹트고, 화(禍)도 자기로부터 나

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싶은 데로 보는 사람은, 세상이 보이는 데

로 보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훌륭한 상인은 물건을 깊숙이 숨겨 두어 아무것도 없

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군자는 아름다운 덕을 지니고 있

지만 모양새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불길이 무섭게 타올라도 끄는 방법이 있고 물결이 하

늘을 뒤덮어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성취하려면 어렵더라도 뜻을 굳게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지는 꽃은 또 피지만 꺾인 꽃은 다시 피지 못하

기 때문입니다.

水(수) : 물 수. 내, 호수, 바다, 홍수, 수성.

到(도) : 이를 도. 이르다, 닿다, 빈틈없이, 찬찬하다.

渠(거) : 도랑 거. 크다, 우두머리, 갑옷, 어찌.

成(성) : 이룰 성. 되다, 생기다, 이루어지다, 성취하다.

세탁인 마당 1월호         33www.kcanj.com



Funky Town  
(펑키 타운)

Funkytown은 1979년 미국 디스코 퍼포먼스 팀 

‘Lipps Inc.’의 데뷰 앨범 Mouth to Mouth에 수록된 

곡이다.

작곡은 스티븐 그린버그가 하였는데 그는 작곡뿐 아

니라 음악가로서 음반 제작까지 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

었다. 스티븐은 밴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네소타 주

의 미니애폴리스를 떠나 이상향의 도시로 이주할 것을 

갈망하며 이 곡을 작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컬은 

1976년 미네소타 주의 미스 블랙에 당선된 ‘신시아 존

슨’이 맡았다.

그러나 신시아 존슨은 스튜디오에서 노래만 불렀고 

‘Lipps Inc.’와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사실 ‘Lipps Inc.’

는 신시아 존슨의 노래를 위해 급조해서 만든 무용팀에 

불과한 것으로, 노래를 부른 신시아 존슨의 이름보다 

“Lipps Inc.’를 앞세웠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노래는 자신의 이상향인 펑키 타운이라는 곳을 향해 

떠나고 싶다는 소망을 담고 있는데 그곳은 바로 뉴욕이

었다. 항상 꿈속에서도 그리던 곳, 뉴욕을 스티븐은 ‘갈

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펑키로 대신하였고, 몽유적

인 리듬을 창조하여 리드미컬하게 표현하는 것에 귀착

하고 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사는 ‘펑키 타운으로 날 데려가 

달라는 것과 내게 어울리는 타운으로 떠난다고 말하지 

않았냐는’ 주문 같은 외침의 가사가 음악 전체를 차지하

고 있다.

우리에게 너무도 친근한 명곡 소개 35

설핏, 이상향을 찾는 Funkytown은 또 다른 이상향의 

고향을 찾아가는 황석영의 단편소설 <삼포 가는 길>의 

종착역을 보는 것 같은 허망함도 곁들어 있어 하염없이 

Funkytown에 빠져든다.

팝 역사에서 시대적으로 디스코의 종말을 고하는 상징

적인 노래가 된 Funkytown은 발표 직후인 1980년 5

월말부터 6월까지 4주간 동안 미국 빌보드 차트 1위 자

리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캐나다와 유럽, 호주까지 여

러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는 영광스런 불멸의 곡으로 

남게 된다.

올 한 해는 Funkytown처럼 저 나름의 이상향을 향해 

달려가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알찬 희망이 아닐까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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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

오늘의 이야기

이철수 목사 / 은빛요양원 원목

내가 잘 아는 정목사님은 결혼 초 홀홀 단신으로 미국

에 와 가진 고생을 하며 13년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하여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 교수 채용 시험에 응

했는데 그 원서란에 취미를 묻는 곳이 있었다. 정박사

는 서슴없이 설거지라고 썼다. 얼마 후 학교로부터 전

화가 왔다.

접수처 직원이 말했다. 정박사님시죠? 그렇습니다. 여

기 취미란에 설거지라고 쓰셨는데 이런데서 장난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장난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골프

도 못치고 낚시나 등반도 안 합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정박사는 13년 동안 외롭게 학교 도서관과 자취방을 

오가며 오직 공부에만 정성을 다 했다. 어느 때는 밤 늦

게 집에 돌아와 쌓인 식기를 닦다가 그만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엉엉 울기도 했다. 

그 후 그의 취미는 설거지가 됐다. 그는 설거지 거리

가 산 같이 쌓여있는 걸 보면 가슴이 뛴다고 하였다. 13

년간의 노 하우로 식기마다 반짝거리는 빛을 낼 생각을 

하면 가슴 속에서 기쁨마져 솟구쳐 오른다는 것이었다.

그 사정을 안 학교당국은 그를 교수로 채용했다.

설거지는 먹고 난 후 그릇을 씼어 정리하는 일인데 대

부분 그릇들은 여성성이다. 식기를 다룰 때 조심 조심 다

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분을 품고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 

일은 쉽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따위의 가벼운 마음으

로 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비누칠을 충분히하여 그릇

과 그릇의 충돌을 최소화하여 서로 부딪치는 소리는 될

수록 없어야 한다. 씼는 소리도 조용 조용 식기들 쌓이

는 소리도 조용나직 마치 흰 눈이 내리듯 해야한다. <소

리를 너무 내는 것이 나의 설거지학? 에서는 빵점이다.> 

그리고 설거지는 완벽을 요하는 작업이다.

목욕을 끝낸 식기들 사이에 조그만 아주 조그만 먼지 

같은 것이 남아 있으면 전체를 다시 해야 한다. 나도 가

끔 식구들이 먹고 난 후 설거지를 하는데 내 아내가 꼭 

심사를 한다. 이 때 조그만 이물질이라도 발견되면 ‘다

시해요’ 하고 말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모든 식기를 다시 

청결케 한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는 은근히 억울하다. 

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이다. 아무튼 

설거지의 공간은 완벽의 공간이다. 설거지를 쉽게 생각

하거나 두루뭉실하게 하여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아

예 부엌에 들어올 생각을 말아야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

이다. 

일찌기 교포시인 이병관님은 부엌의 평화 가운데 조

용 조용 쌓이는 식기들의 <가즈런한 평화>를 노래했다. 

‘아 맑은 물에 목욕 재계 후 반짝이는 식기들 위에 흐

르는 작은 평화.’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닐까? 그리고 때가 되어 그릇

들에 음식을 담는 엄마의 손 길 엄마의 그 정성을 먹으

며 자라는 아이들과 일터로 나가는 아빠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 완벽을 요하는 그

릇들의 공간에서 싹튼 이 귀하고 보배로운 평화가 나의 

부족한 글을 읽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

치기를 기원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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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희망을 품게 하소서

많은 세탁인들이 20-30년, 길게는 40년이 넘는 동안 세탁인으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민자의 삶은 녹록하

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이민자로 꿋꿋이 자신들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의 선배들은 그들이 걸어야 할 길을 걸었습니

다. 아마 지금도 후회하지 않은 희생의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실 겁니다. 그분들의 삶 속에는 가족을 위한 희생과 이민

자로서의 자립이 생의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분들의 희생을 딛고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희생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삶을 찾아야 합니다. 이민 온 후에 나는 무엇을 하였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

고 있는가? 호사스러움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깊이 있게 숙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텅 빈 공간에 두 부부가 밥상을 맞이할 때, 찾아오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랠 길은 이제 

자신들이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과 일상에서 벗어나야 합

니다. 예전과 똑같은 Routine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선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여행을 떠나라. 많은 주위의 사람들과 이야기 해보면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리

듯 같은 일상에 젖어 살고 있다. 여행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곳을 전혀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

외로 많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여행은 새로운 미지를 찾아나서는 긴 여정이다. 나와 다른 환경, 다른 생

각, 다른 의식 속에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엿보기이다. 이 엿보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다. 자신을 매일 매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자신밖에 모르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 숨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 그 이후로 저절로 서서히 그와는 멀어져가

게 되어 있다. 자신의 삶이 정답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의 것도 한번쯤 훔쳐보는 엿보기가 필

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책을 친구 삼아야 한다. 여행은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책은 몇십 불만 드려도 

여행과 버금가는 엿보기를 할 수 있다. 유명하고 잘난 사람들만의 글이 아니라 자신들이 접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책도 신문도 가능하다. 책에서 손이 멀어지는 순간부터 벌써 그 사람은 마음이 무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책

속에는 그들이 살아온 지혜가 있고, 우리가 얻어야 할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찾는 보물 찾기를 해본 사람

이 느끼는 희열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손에서 언제나 불평 불만 없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또 하나의 

좋은 벗, 그것이 책이라면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많은 친구와 만나라. 시간이 허락하면 무슨 이야기든 좋으니 서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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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신영석 회장 

올려 놓고 대화를 하라. 인간은 사회적 동

물이다. 혼자서 아무리 살아내려고 하여

도 살아낼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 그 순간

이 바로 친구이다. 나이도 중요하지 않다. 

나와 생각이 같은 대화가 가능하다면 무조

건 문을 열어라 그리고 들어주어라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명약보다도 더 보약

으로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것이다. 특히 

자신의 모든 허물을 털어 놓을 수 있는 그

리고 남의 어떤 허물도 들어줄 수 있는 관

계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나의 것

을 버리지 않으면 남의 것을 담을 수 없다. 

그리고 마음으로 형성된 친숙함과 친근함을 말로 표현하고, 상대를 높여주라 그러면 상대도 높여줄 것이다. 상처

가 되는 기억은 버리고, 기쁨이 되는 기억은 채워두라 그것이 나의 곡간을 넉넉하게 하여 차고 넘기는 즐거움을 얻

을 것이다. 

이제 차분하게 앉아서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기록하여 보자. 모두 각각의 개인들이 살아온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

하고 귀하다.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추억들이 있을 것이다. 때로는 아픔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기쁨으로 다가온 

순간 순간들의 추억들을 이제 머릿속 깊이 숨겨두고 혼자 간직하였던 것들은 기록하여 보자. 유창한 글 솜씨도 필요 

없고, 미사여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 때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고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서술하면 멋

진 추억의 한 장면 장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말대로 짐승은 가죽을 남기지만 인간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던가, 그러나 기록이 없다면 아무 것도 남겨

진 것이 없다. 이제 자신의 자식들에게 내가 태어나 이렇게 살아 왔노라고, 그리고 먼 훗날 아주 먼 훗날 내가 자연으

로 돌아가 누구도 기억할 수 없는 순간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가슴 벅찬 그리고 눈시울을 적실 수 

있도록 당신을 기억할 수 있는 무엇을 남기는 것은 소중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혼자 품지 마세요. 이제 나누고 베풀면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모든 사

람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재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움

켜쥐고 숨겨두면 가치 없이 없어지지만, 타인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면 타인에게는 큰 혜택이 되어 감사가 넘치고 본

인에게도 즐거움으로 돌아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도전도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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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단신

조선 최고 명의 `허준`이 남긴 처방

1. 혈액의 응고를 막는 "당근"

2. 혈액의 길을 뚫어주는 "생강"

3.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두부"

4.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꽁치"

5. 묵은 피를 걸러주는 "부추"

6. 혈액의 독소를 빼내는 "미역, 다시마"

7.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카레 가루"

8. 혈관과 조직의 산화를 막는 "검은깨"

9.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녹차가루"

10. 웃음은 고통을 지우는 지우개요,  

         병을 없애는 소각제다. 

         근심을 삭이게 해주며 가슴의 한을 내려 준다.  

         따라서 웃음이 보약보다 낫다 하였다.

임상진단을 받기 십 수 년 전에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

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알츠하이머는 아직 이렇다 할 치료법이나 효과를 기

대할 만한 치료 약이 없다.

많은 전문가는 그 이유로 조기 진단이 잘 안 된다는 점

을 먼저 꼽는다. 기억력 저하 등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

도 당장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워, 임상적 

진단은 한참 뒤에야 내려지곤 한다. 하지만 확진 시점에

는 이미 뇌 신경세포(뉴런) 손상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

까지 진행된 경우가 많다.

그런데 혈액에 섞여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이하 Aβ) 

단백질의 ‘잘못 접힘(misfolding)’을 확인하면, 임상 진

단이 나오기 십 수 년 전에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예

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방법이 실용화되면 현대 의학의 최고 난제 중 하나

로 꼽히는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획기적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독일 암 연구 센터’가 보훔루르대 등과 협

업해 진행했고, 논문은 저널 ‘알츠하이머병과 치매’ 최근

호에 실렸다.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

십 수 년 전에 예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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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cleaning Equipment Sale and Installation

T. 908.756.4114 F. 908.756.4348

고성능 대체 솔벤트
세척력: kB 76

고급 하이드로카본 솔벤트

퓨어 드라이
드라이클리닝 세제

퓨어 에코 살균성
드라이클리닝 세제

퓨어 웨트
웨트클리닝 세제
& 컨디셔너

그라임&그리스
오일 얼룩
제거제

폐기물 수거 서비스

고급 카트리지 필터

THE FUTURE OF 
DRY CLEANING

“값비싼 필터 교체 비용은 평생 ZERO”

필터로 거른다고 세탁 오물이 어디 가나요?
누가 뭐래도 솔벤트 관리의 정석은 증류 뿐입니다

304 Pulaski St., South Plainfield, NJ 07080
E-Mail: info@nationalwasteclean.com

www.nationalwasteclean.com

에코텍 머쉰과
익스트림 솔벤트
펄크 안 부럽습니다!

에코텍 장비는 판매, 부품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NWC가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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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락쉬미는 브리구(Brighu)의 딸이라고 알려져 있

습니다. 락쉬미의 탄생 신화는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

테의 탄생신화와 지난 호에 소개해 드린 <마누>의 딸인 

이다(Ida)의 탄생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과정을 소개하면, 신들과 악마들이 영원히 살아남기 

위해 마신다는 감로수를 얻기 위해 우유의 바다(창조를 

상징합니다)를 휘저을 때 거기에서 나왔다고 전해집니

다.

그러니까 <마누>가 신에게 감사의 제식을 올리면서 

정제된 버터와 우유 등을 물 속으로 던졌을 때, 던진 공

물이 물 속에서 한 덩어리로 엉키더니 일년이 지나자 그

곳에서 여자가 태어났다는 ‘이다의 탄생’과 바다의 거품

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리스의 신화 가운데 미의 여신

인 ‘아프로디테의 탄생 신화’가 한 부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유를 휘저을 때와 버터와 우유를 물 속에 던졌을 때

와 바다의 거품에서 탄생했다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물>이란 단어일 것입니다. 인간이 어머니의 뱃속 

양수에서 자라나듯이 신 또한 물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

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락쉬미는 인도의 위대한 신들 세 명 가운데 한 명인 비

쉬누의 반려자며 부와 행운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일반적으로 그 여신에게 경배를 하는 이들에

게는 4개의 팔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비쉬누 신

과 함께 나타날 때는 2개의 팔만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아마도 겸손의 미덕을 잃지 않으려는 행동일 것입니다. 김상규 / 소설가

신화를 읽어 주는 시간 17

여신 락쉬미(Laksmi)

  그녀의 위쪽 두 손은 각각의 연꽃을 지니고 있습니

다. 그리고 그녀의 아래쪽 두 손바닥으로부터는 금화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손들 가운데 하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부

와 행운을 상징하는 것이랍니다.

  또한 이 여신이 그림으로 그려질 때는 아주 밝은 금

색으로 칠해지고 연꽃 위에 앉아 있거나 서있는 모습으

로 그려집니다. 그림에서 그녀는 때때로 두 마리의 코끼

리와 함께 드러나기도 하며 이 코끼리는 물에 반쯤 잠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지금도 락쉬미를 숭배해 가정에서는 목

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자이나교에서는 락쉬

미를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락쉬미는 번영의 상

징이며, 힌두신화를 상징하는 연꽃의 여신이기도 합니

다.

아름답지만 남다르게 풍만한 몸매를 가진 그녀를 오

매불망 왕림해주기만 기다리는 힌두교인들. 그들이 기

다리는 것은 오로지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락쉬미’이

기에 더욱 경배 받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연약한 인간이 

두 손 모아 빌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어찌 마다할 수 

있을까요?

모두 부자 되는 경자(庚子)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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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정월 보름날, 특별히 정월대보름으로 불려지는

데 음력 설날이 지나고 처음으로 보름달이 뜨는 날이므

로 예로부터 신성한 날로 인식하여 별식인 오곡밥을 지

어먹는 풍습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음력 정월 14일에는 

세 집 이상의 타성 받이 집의 밥을 먹어야 그 해의 운수

가 좋다고 했다. 그래서 저녁 늦게 지으면 저녁 먹을 사

람을 모두 이웃에 빼앗기기 때문에 오후 2시경부터 저녁 

먹으러 오라고 청하는 풍경이 벌어지곤 하였다.

보름날 아침에는 아이들이 조리나 소쿠리를 들고 이웃

집을 돌아다니며 걸식하여 오곡밥을 한 숟갈씩 얻는 풍

습도 있었다. <동국세기>에는 ‘봄을 타서 살빛이 검어지

고 야위어 마르는 아이는 대보름날 백 집의 밥을 빌어다

가 절구를 타고 개와 마주앉아서 개에게 한 숟갈 먹이고 

자기도 한 숟갈 먹으면 다시는 그런 병을 앓지 않는다’라

고 기록되어 있다. 또 하루 동안에 아홉 번 밥을 먹어야 

좋다고 하여 여러 차례 나누어 먹기도 하였다고 한다.

함께 먹어서 좋은 음식이 있는가 하면, 함께 먹어서 탈이 나는 나쁜 음식이 있다. 그래서 한국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궁합이라는 말을 합성해서 음식궁합이란 새로운 단어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음식궁합이란 말을 가장 먼

저 사용한 곡천(谷泉) 유태종 박사의 저서 <음식궁합>을 편집부에서 새롭게 정리하여 회원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오곡밥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 25

오곡밥은 여러 가지 곡식이 적당히 들어가 이밥보다 

영양의 균형이 이루어져 좋고 맛도 또한 좋은 것이다. 오

곡밥이란 다섯 가지 곡식을 섞어 지은 밥을 말한다. 오

곡이란 말은 예로부터 일러오는 다섯 가지 곡식을 말하

는 것으로 지방에 따라 서로 다르나 그 지방에서 심어 가

꾸어 오면서 알곡 생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주식으로 

많이 쓰여온 다섯 가지 곡식을 이른다. 예를 들면 벼, 보

리, 조, 수수, 팥 또는 벼, 보리, 수수, 기장, 팥 등이다. 

오곡이 지방에 따라 다른 것처럼 오곡밥도 지방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그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오곡밥과 말

린 취나물 볶음 등도 함께 먹는데 오곡을 좀더 살펴보면,

찹쌀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몸이 찬 

분들께 좋고, 또한 맵쌀보다 찰져서 소화가 잘 되게 하는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만을 예방한다.

팥은 폴리페놀과 사포닌 성분이 있어 혈액순환을 개선

해주는 효능이 있고 이외에도 변비 예방, 탈모 개선, 당

뇨 등 많은 효능을 갖고 있다.

검은콩은 단백질과 비타민E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

하기 때문에 미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비타민E와 불

포화지방산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돌

아가게 해주므로 탈모 예방에도 좋다고 한다.

차조에는 여러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빈혈

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식이 섬유가 풍부해 변비

나 성인병에 예방이 되는 효능도 있어 선조들의 지혜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경자년(庚子年) 새해맞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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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바보의 지혜로운 삶 중에서

인생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온종일 내리던

비가 멎은 다음에

찬란하고 영롱하게 피어 오르는

무지개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의 색깔이 아닌

일곱 색깔의 무지개처럼 사노라면

기쁨과 슬픔, 절망과 환희

그러한 것들을 겪게 마련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다 해서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삶의 지혜

힘든 절망의 순간을

잘 이겨내고 나면

우리의 존재와 가치는

더욱 성숙해지고,

절망의 순간을

잘 대처하고 나면

삶의 지혜와 보람이

한 움큼 쌓이게 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절망과 환희도

모두 나의 몫이라면,

꼭 끌어안고

묵묵히 걸어야 할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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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cleaning Equipment Sale and Installation

Hangers
        Poly Bags
                  and More

HPNJ SUPPLY INC

201-446-2491
26 B Shelby Ave. Paramus, NJ 07652

SEWING MACHINE REPAIRS

· Selling & Buying All Kind of Machines

· Fixing Sewing Machines

· Tailoring - FREE Teaching 

                    (테일러링 무료교육)

· 뉴욕 뉴저지 출장 수리 전문

· 각종 새 미싱 · 중고 미싱 사고 팔고

감성사전 5

$1796HOLIDAY
SPECIAL

Price per box

STOCK # DESCRIPTION LIST 1+  
WAS

1+  
SPECIAL

2+  
WAS

2+  
SPECIAL

6+  
WAS

6+  
SPECIAL

LR-3TT 12 Rolls / 12 Handles
Happy Holidays $33.70 $22.50 $20.95 $21.50 $18.39 $19.50 $17.96

LR-3SG 12 Rolls / 12 Handles
Season’s Greetings 33.70 22.50 20.95 21.50 18.39 19.50 17.96

LR-3MC 12 Rolls / 12 Handles
Merry Christmas 33.70 22.50 20.95 21.50 18.39 19.50 17.96 ALL LINT REMOVERS SUPPORT TOYS FOR TOTS.

 GREAT PRICES. 
FAST DELIVERY.

1-800-568-7768 (ENGLISH) 1-800-368-7768
CLEANERSUPPLY.COM

2019

12
Toys for Tots

2019 12 31





오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본심은 태도에서 나타나며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난다.

센스는 옷차림에서 나타나고 

청결함은 머리카락에서 나타나며

섹시함은 옷맵시에서 나타난다"

그리하여 사랑은 이 모든 것에서 나타난답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리며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집착은 할수록 더 질겨지는 것이니

부정적인 일들은 모두 지우는 게 좋습니다.

오늘의 좋은 글  

지워버리고 나면 번거롭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사는 일이 언제나 즐겁습니다.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며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더 커지는 것이니

평범한 일상 생활에서도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고

밝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또 있을까요.

당신은 항상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이 오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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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무드의 짧은 명언들

■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 머리가 비어 있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무식한 사람은 경건할 수 없으며,  

수줍어하는 사람은 경건할 수 없으며, 수줍어하는 사람은 배울 수가 없고,  

지나치게 신중한 사람은 현명해질 수가 없다.

■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다,

■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줘라. 

그리고 평판이 나쁜 사람은 경계하라.

■ 책을 너의 벗으로 삼고 책꽂이를 정원으로 삼아라. 

그리고 벗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정원의 열매를 따먹고 책의 향기를 즐기도록 해라.

■ 고마워한 것은 고맙다고 미안 한 것은 미안하다고 큰소리로 말하라. 마음이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 언제나 바르게 행동하라. 특히 아이들을 대하는데 바르게 하라. 아이들과 약속 한 것은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다.

■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마라.

책 속의 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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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 전기료 절감

뉴저지 세탁협회는 가장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공동으로 가스와 전기를 구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번씩 갱신을 하도록 하였으며 여러분들이 현재 거래 하는 어떤 업체보다 더 좋은 조건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에 계약을 안 하셔도 됩니다. 수 년 간 거의 모든 업체가 재계약을 하

고 있습니다. 각 업소에서 이용하고 계시는 현 업체와 비교 하시고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혜택을 누렸으

면 좋겠습니다.

Third Party Supplier 프로그램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에너지 산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기, 개스의 Delivery service와 Energy 

Supply를 분리 시켰습니다. 지역 개스 유틸리티회사(PSE&G, Elizabethtown Gas, New Jersey Natural 

Gas, South Jersey Gas 등)와 전기 유틸리티회사(PSE&G, JCP&L, Orange Rockland Electric, Atlantic 

City Electric 등)는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전선망을 통한 Delivery service에 집중 하도록 하고, 뉴저지주 

공익규제위원회(Board of Public Utilities)가 공인한 에너지 공급업체(Third Party Supplier)가 경쟁적인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 유틸리티회사가 여전히 운송 서비스, 시설 관련 유지 보수, 미터 검침, electric outages & gas emergencies 

등을 책임지며, 공급업체(Third Party Supplier)가 경쟁력 있는 가격 및 조건으로 개스 및 전기를 공급함으로 

소비자가 에너지 가격 및 계약 조건을 비교하여 공급업체(Third Party Supplier)를 직접 선택함으로써 15~20% 

개스,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Third Party Supplier)가 제시하는 상품 및 조건(변동/고정가격, 단기/장기, Fees 등)은 다양하므로 

소비자가 비즈니스의 특성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지속적 고객 서비스 

전망, Business History, 업계 명성 등도 알아본 후에 서면으로 계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CIMA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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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크린 $230
Boi ler  Cleaning Service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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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 비지니스 전문, 공인세무사 (세무보고,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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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란 / 구직란

광고 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원하는 1줄의 문구와 광고비를 동봉하시어 보내시면 매달 게재해 드립니다.  

(* 아래의 광고비 참조)

* 단기휴가, 한국 방문시 가게 봐드림(카운터,스팟팅가능) 모리스카운티 지역   201-874-2001 Mr. 박

  세탁소 / 건물 / 딜리버리 밴 / 기계 매매
 

  회원 여러분들의 모든 매매 알선을 위해 만든 이 지면은 회원 여러분들의 모든 매매와 기타 회원들에게 알리

고자 하는 사항을 게재해 드립니다. 원하시는 내용을 광고비와 함게 동봉해 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광고비 참조)

    * 하이드로카본 기계, 컴프레서(5HP) 중고기계 구입 하려 합니다.             973-978-6973  C/O Mr. 장 

1개월 $10 6개월 $50

3개월 $25 12개월 $100

한 줄 광고는 $10/한달입니다. 감사합니다.

세탁업소 매매를 위한 정보 제공 

세탁소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과 파시고자 하는 분께서는 협회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에서는 구

입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해 드리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로 수수료 없이 직접 

구입자과 판매자를 직접 연결해드림으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 드리고 협

회는 아무 이익 없이 단지 정보만 제공하여 드린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계약 만료 후 donation 언제든 환영)

세탁인 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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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를 내실 때는 해당 연도와 업주의 이름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명단에 누락되어 있는 회원은 협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2019년 11월 16일 ~ 2019년 12월 9일 **  /    이후에 납부하신 분은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회비 내신 분

김혜양

이사회비

Angelo Yoo BELLE FAIRE CLEANERS

GRACE PARK watching PLAZA CLEANERS

강정호 ACE QUALITY CLEANERS

길영준(19/20) FIVE STAR CLEANERS

김경문 RIVER EDGE CLEANERS

김대희 SOPHI'E'S CLEANERS

김세용 EZ CLEANERS

김장열 HILLTOP CLEANERS

김철문 JERSEY CLEANERS

김해광 BETTY BRITE CLEANERS

박영규 MAGIC CLEANERS

유제웅 KIM'S CLEANERS

윤계중 WILSON CLEANERS

          Owner                    Cleaners Name              

윤용모 APPLE CLEANERS

이선숙 BRICK DRY CLEANERS

전재옥 FOXMOOR CLEANERS

정명량 SUN QUALITY CLEANERS

정석기(20) LINDA'S CLEANERS

정영훈(20) NEW FRENCH CLEANERS

조동식 PRESTIGE CLEANERS

최창배 CLEANING STATION CLEANERS

한영수 BORO CLEANERS

한호성(20) GENERAL CLEANERS

허명(20/21) FANCY CLENAERS

현종호 A & B CLEANERS

            Owner          Cleaners Name              

한호성

Donation

2019년 회비를 이미 납부하신 분은 

NESHAP 달력이 일괄적으로 송부 되었습니다.

12월 9일 이후에 회비 납부하신 분은 

neshap 달력을 협회에서 별도로 송부해야 하며, 

발송이 지연됨을 알립니다.

아직 미납하신 분들은 반드시 송부비($10)을 

포함하여 $130을 납부하셔야 neshap 달력을 

받으실 수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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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납부, 회원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뉴저지 세탁협회는 세탁인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신장과 보다 나은 비지니스 환경조성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여러분들의 여러가지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상주 시

키고 있으며, 회원과의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매월 '세탁인 마당'을 발간하고 협회 홈페이지 www.

kcanj.com을 운영하며, 회원들을 대표해서 환경청, 노동부 등 여러 관련 정부기관을 상대로 회원들의 목

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세미나를 매년 수차례 개최하고 있으며 

회원간의 친목을 위한 골프대회와, 세탁인의 밤 등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을 위하여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기 위해서는 연간 약 15만불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20년도 예년과 같이 환경청에서 인쇄되어 배부되던 Dry Cleaners Compliance Calendar (NESHAP 

CALENDAR)을 본협회에서 인쇄하여 정회원에게 송부할 예정입니다.

이 회비는 협회가 회원들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기금이므

로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2019/2020년 연회비($120)와 협회를 위한 여러가지 donation을 기다립니다 *

아래의 양식에 정확히 기록 후 회비와 함께 동봉한 봉투를 이용하여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존의 주소, 변경사항, 건의사항을 같이 기입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2020년도 회비 납부 (업주 이름 기입 필수)
2019년 (          )          2020년 (          )

이미 등록된 회원 (          )  새 회원등록 (         )   변경사항 있음 (         )   날짜: 2019년          월          일

업 주 명 한글: 영어:

업소 / 회사 이름:

주소:

메일주소 :

전 화 번 호 핸드폰 업소전화

Facility#  L- 각 업소에 Facility번호가 있으며, 이 번호로 환경청에 등록되어 있음. (기입요)

기 계 종 류  퍼크 3세대(     )/4세대(     ), 하이드로카본(     ),웻크리닝(     ),기타 솔벤트(     )-종류

수표로 내실 때는 Pay to Order of “KCANJ” 로 하시면 됩니다.
주소 : 512 Lincoln Hwy(Rt.27). 2 nd FL, Iselin, NJ 08830

각 업소의 Facility 번호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을 이메일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이메일과 주소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본 협회에서만 사용하며 외부로는 절대로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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