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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l  President Message  l

많은 어려움을 이기는 더 많은 지혜와 노력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의 절정을 맞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북미주 내 20만 회원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도

록 기원합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전세계를 불안하게 한 그리스 디폴트와 

중국의 증시 추락을 바라보며 또 한 차례 폭풍이 올까 걱정으로 추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 지표가 요동을 치고 불안한 미래에 

전전긍긍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뇌관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이 타결을 봐 앞으로 유가가 대폭 낮아질 것이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각국의 경제주체들은 손익 계산을 예측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는 숨막힐 듯 돌아가는 국제 정치경제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미국 경제를 좌우하는 앨런 

FRB의장은 가을 인상금리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그 시기를 9월로 보고 있

습니다.

이제 한 달이면 우리는 금리인상이라는, 피할 수 없는 변수를 맞아야 합니다.

그 변수가 스몰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지 장애가 될지 예상이 분분하지만 우리 회원들에게 유익

한 영양이 될 수 있도록 총연 임원이사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언제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경제 무대에서, 상위 경제 주체들을 위한 불가시적 특혜적 제도 때

문에, 이민 사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타파하고 새로운 고지에 서는 전화위복의 시기를 위해 본 총연은 오늘

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절정에 다다른 무더위가 지나면 우리는 또 한 해의 수확을 준비해야 합

니다. 올 여름은 추수를 하기 전 마지막 땀방울을 흘리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북미주 전역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우리 회원들 모두의 가정과 사업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허  성  칠 회장

회장 인사말
Greeting of President

허   성   칠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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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m Greetings to my fellow KAGRO members!

I hope this message finds you all well and you are enjoying the summer. 

The world’s economy has been very unstable with the crisis and default of Greece and 

rumors of China’s stock market collapse making headlines in the news all the time. 

Fortunately, the United Sates has yet been affected by the turbulence across the globe. More 

recently, Iran and the USA has agreed on a nuclear treaty, which is estimated to affect the oil 

markets across the world; as well as the Federal Reserve Bank’s Janet Yellen, who’s speaking 

of raising the interest rate sometime within the next several months. 

With all the events across the globe and within the United States, we must acknowledge that 

we are all changing in one way or another. That change is yet to be felt as a positive or a 

negative, but we the members of KAGRO International are proactively envisioning what our 

future may be. 

As immigrants and leaders of our neighborhoods, we should all proactively work together 

with our neighbors. As leaders of KAGRO International, we hope that we can lead you through 

the unsettled times together. 

As the summer comes to an end in the next few weeks we all should consider how to prepare 

for our next chapter. 

As always, I wish you prosperity, health and good luck! 

● ● ● ● ● ● ●

l  President Message  l

PRESIDENT OF KAGRO INTERNATIONAL ASSOCIATION

SEONG CHEL H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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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Chairmans Message  l

하반기에도 힘차고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며

북미주 20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란한 희망을 안고 다가온 을미년이 벌써 전환점을 돌아섰습니다.

한 겨울의 폭풍한설이 뜨거운 태양 열로 바뀌어 20만 회원들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을 생성하는 것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의 자취를 읽어 봅니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갈수록 어두워지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뚝심과 지

혜로 어려움을 헤쳐온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탄과 감사의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경기침체와 로스앤젤레스 폭동 등 격동의 시대에서 풍전등화 같던 한인 

식품업계의 생존, 더 나아가 미래 한인 경제의 주역이 돼야 한다는 절박함

을 씨앗으로 태어난 본 총연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 업계의 협조를 자양분 삼아 성장했습

니다. 그러나 수시로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국제 정치 환경은 지속적으로 스몰 비즈니스의 목을 조이

기만 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 가운데 을미년이 되면서 미국 경제의 나홀로 호황이 주목을 

받았지만 스몰 비즈니스는 오히려 풍요 속의 빈곤을 맛보고 있습니다.

나 홀로 호황은 지난 해부터 꾸준히 제기된 리 인상을 곧 현실화 시킬 것이 확실하며 경제 성장의 최

대 저해 요소였던 유가가 안정을 찾자 그리스의 디폴트와 중국의 경기하락이 국제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것이 작금의 경제 상황이지만 본 총연은 그 동안의 

경험과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회원 여러분들을 위한 안내자 역할에 충실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두 달 후면 세계 한상대회가 열리고 이를 통해 미국 내 한인 경제가 나갈 길을 또 한 가닥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달이면 본격적인 수확의 계절에 접어들어 또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하

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세월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전환점을 돌아선 을미년, 연말에 모든 회원들 입에서 “올 한 해 열심

히 달렸고 그 열매를 잘 수확했다”는 자족의 말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열심히 뛴 그 기세와 그 마음으로 남은 하반기 더 열심히 뛰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  진  섭 이사장

이사장 인사말
Greeting of Chairmans

홍  진  섭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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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News

● ● ● ● ● ● ●

l  Industry News  l

Is Amazon Planning a Drive-Thru Grocery? 
Online giant’s next move could be a major disruptor 

for brick-and-mortar grocery channel.  

SILICON VALLEY - Numerous reports this week hint at 

a new development on the horizon for Amazon: drive-

thru grocer. According to reports, the company is testing 

the concept in tech-friendly Silicon Valley, starting with 

a drive-up store concept that would allow shoppers to 

order grocery items online and then schedule a pickup at 

a dedicated facility. 

If it comes to fruition, the project would not only 

showcase a new distribution strategy for Amazon, but 

would also put the retailer in the grocery channel in a big 

way. Amazon, however, hasn’t commented on reports or 

speculation related to the drive-up grocery store concept.

"We are seeing the emergence of the next generation of 

the food distribution system," Bill Bishop, chief architect 

at Brick Meets Click and chair of the NACS/Coca-Cola 

Retailing Research Council, told CNBC.

In the grocery aisle, there’s a lot of room for e-commerce 

disruption, although the tech industry has so far had 

little success in getting shoppers online for their grocery 

orders. While more than half of global consumers polled 

by Nielsen said they were willing to buy groceries online, 

online grocery sales in the U.S. only capture about 1% of 

total spending.

Senate Committee Weakens Swipe Fee Reforms
Tell your senator that you oppose any action that would 

reduce number of banks subject to debit fee reform.

WASHINGTON - Five years after Congress passed 

legislation to reform debit interchange fees for retailers, the 

Senate Appropriations Committee took steps to weaken 

those reforms. Last week, the Senate Appropriations 

Committee approved the Fiscal Year 2016 Financial 

Services and General Government Appropriations bill 

by a 16 to 14 party line vote, with Republicans voting 

in favor and Democrats in opposition. The legislation, 

which provides annual funding for the U.S. Treasury 

Department,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and several 

other agencies, also contains language that would amend 

and weaken the Durbin Amendment to the Dodd-Frank 

Act, which reformed debit card swipe fees.

Currently, debit reforms only apply to banks that have 

more than $10 billion in assets - approximately 1.5% of 

all banks. The appropriations bill would index this $10 

billion asset threshold to the national Gross 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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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l  Industry News  l

Product (GDP), ultimately reducing the number of 

banks subject to debit reform. This change w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consumers, convenience store owners 

and other retailers by exempting more banks from the 

reforms. To address this serious problem, the Merchants 

Payments Coalition (MPC), of which NACS is an Executive 

Committee member, actively pushed to remove the 

provision, including sending a letter to Committee 

members, and ultimately opposed the bill.

Importantly, the Committee-approved appropriations 

bill has not yet passed the Senate nor has it been signed 

into law. We urge you to contact all senators on the 

Appropriations Committee,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Republicans who voted in favor of the bill, to urge 

them to remove this harmful language as debate proceeds 

in the appropriations process.  The inclusion of the 

language in a final bill would ultimately harm consumers 

and retailers by weakening debit card swipe fee reform. 

NACS and the MPC will continue to actively oppose the 

bill unless and until the provision exempting more banks 

from the Durbin Amendment is removed.

You can send a pre-drafted letter to your senators urging 

them to remove this harmful language through our 

grassroots system here. 

Representative Proposes Gas Tax Increase 
Washington state representative suggests raising 

federal gas tax by 15 cents per gallon. 

WASHINGTON - According to U.S. Representative Rick 

Larsen (D-WA), fixing the country’s crumbling transit 

infrastructure will require nearly doubling the federal gas 

tax. This week, Larsen announced his co-sponsorship of 

a bill that would raise the gas tax by 15 cents a gallon 

over the course of three years, in an effort to raise 

revenue to repair the nation’s highways, bridges and 

other transportation projects.  "We've been doing a little 

bit of fiddling 

while Rome has 

been burning, 

meaning our 

infrastructure in 

this country is 

falling part. We 

need to have a long-term plan to finance its rebuilding and 

the maintenance of it, as well," Larsen said in an interview 

with CNBC's "Closing Bell."

The federal gas tax, which funds the Federal Highway 

Trust Fund, has remained at 18.4 cents a gallon since 

1993. The fund provides money for infrastructure work 

and is set to expire on July 31. 

In advocating for his bill, Larsen pointed out that if the 

tax grew by inflation since the last increase, it would be 

at 30 cents right now. The proposed increase would raise 

the tax to 33 cents per gallon, which would mean about 

$19 billion more annually over the life of the increase for 

infrastructure repair, he said. At the same time, House 

Republicans this week introduced an approximately 

$8 billion highway funding patch that, if passed, would 

extend federal transportation spending until December.

Congresswoman Seeks National Age Limit for 
E-Cigarettes 
Connecticut representative hopes to close loophole 

that allows online purchase of e-cigarettes by minors. 

NEW HAVEN, Conn. - Earlier this week, U.S. Rep. Rosa 

DeLauro of Connecticut introduced legislation that would 

eliminate what she calls a “distressing loophole in federal 

law” that allows underage smokers to purchase e-cigarette 

products without verifying their age, when ordered online 

or by phone. In an announcement at a Boys and Girls Club 

in New Haven, DeLauro called for limiting minors’ access 

to e-cigarettes through a new bill, the “Stop Toba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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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ndustry News  l

Sales to Youth Act of 

2015.” Co-sponsored 

by fellow Connecticut 

R e p r e s e n t a t i v e 

Elizabeth Esty, the 

legislation would 

require every state to prohibit the sale of e-cigarettes 

to minors and require proof of age at purchase and 

delivery for all online or telephone sales. As part of her 

announcement, DeLauro cited a North Carolina study in 

which only 5 out of 98 14- to 17-year-olds who attempted 

to purchase e-cigarettes online were rejected based on 

their age.  In March 2014, NACS issued a statement of 

position on sales of e-cigarettes, including policies stating 

that retailers should, as a best practice, follow the same 

applicable federal, state and local laws for verifying the 

age of purchasers of tobacco and apply these standards 

for the sale of e-cigarettes.

More Salaried Workers to Be Eligible for 
Overtime Pay 
Obama administration to announce doubling of 

overtime salary threshold to $50,440

WASHINGTON - Tomorrow, President Obama is expected 

to formally announce a new rule from the Department 

of Labor (DOL), raising the salary threshold under 

which employees must be paid overtime rates for hours 

worked. Currently, that salary threshold is $455 per week 

or $23,660 per year. The proposed DOL rule would 

dramatically increase that amount to a number equal 

to the 40th percentile of weekly earnings for full-time 

salaried workers - currently $970 per week or $50,440 

annually. The threshold would then automatically adjust 

to stay at that 40th percentile number as wages change 

over time. The updated figures come as a result of 

President Obama’s 2014 directive requiring to the DOL to 

review the provisions of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that 

govern the federal regulation of overtime pay. These rules, 

last updated in 2004, set a salary threshold under which 

employees must be paid overtime rates for hours worked 

beyond 40 per week and outline a “standard duties test” 

that governs what exempt employees (those making over 

that threshold) are able to do as part of their jobs in order 

to still be exempt.  Importantly for c-store operators, 

the DOL is not currently proposing any changes to the 

standard duties test for exempt employees but rather is 

asking the public for input on on whether they should be 

changed and how.  The fact that the salary threshold will 

more than double is concerning for our industry, though 

it is not without precedent. When the Bush administration 

DOL updated the rules in 2004, the rate had been only 

$155 per week or 

$8,060 annually, 

dating back to 

the 1970s. The 

2004 updates 

also tightened the 

exemptions for 

those making less than $100,000, but loosened them for 

“highly compensated professionals” making above that 

six-figure mark.  The Obama proposal would increase 

this threshold as well, to roughly $122,000 a year.  

The new proposal is expected to be formally published 

on Thursday when the president delivers a speech in 

LaCrosse, Wisconsin. That publication will kick off a 

formal 60-day comment period where the public may 

share their thoughts on the proposal with the DOL and 

the White House. 

The administration’s goal seems to be to ensure that the 

new rules go into place before the president leaves office 

in January 2017, although they do expect the final rule to 

be challenged in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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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PHOTO GALLERY  l

벌티모어 성금 전달

총연 허성칠 회장이 벌티모어 폭등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그 동안 총연 에서 모금한 성금을 

총연 임원진 들하고 송기봉 벌티모어 식품협회 회장에게 전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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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PHOTO GALLERY  l

리치몬드 식품협회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2015년도 리치몬드 식품협회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7월26일 협력 업체 관계자와 리치몬드 회원 

그리고 허성칠 총연 회장과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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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PHOTO GALLERY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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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PHOTO GALLERY  l

헤리스버그 식품협회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Coca Cola North America 지역 총 매니져와 미팅

2015년도 헤리스버그 식품협회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6월14일 KAGRO 동부 지역 협회와 헤리스버그 협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Coca Cola North America 지역 총 매니져 인 Quintin R Martin 이 뉴욕에 있는 총연을 방문 하여 

앞으로 Caca Cola 사와 총연의 협력 관계에 대하여 허성칠 회장과 미팅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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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홀푸즈마켓(Whole Foods Market) 일부 
포장식품 중량 속여 판매 

대형 수퍼마켓 체인 '홀

푸즈마켓(Whole Foods 

Market)'이 일부 포장식품

의 중량을 속여 더 높은 가

격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

러났다. 시 소비자보호국은 홀푸즈마켓에서 판매되는 각기 다

른 포장식품 80개를 구매해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중량이 실

제 무게와 다르게 표기돼 있었고 이에 따라 적정가보다 더 높

은 가격에 판매돼 왔다고 24일 밝혔다. 

포장식품은 판매하는 마켓에서 자체적으로 채소나 고기류 

등을 일정 무게로 나눠 별도의 용기에 담아 파는 것으로 식품

업체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과는 다르다.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실제 무게와 다른 것으로 나타난 80

개 제품 가운데 89%는 연방 상무부가 정한 포장식품 무게의 

최대 오차 범위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가격도 적게는 제품당 

80센트에서 많게는 15달러까지 비싸게 팔려 온 것으로 파악

됐다. 소비자보호국이 밝힌 사례를 보면 채소 포장제품의 경우 

평균 2.50달러가 더 높게 표기됐고 한 제품은 무려 6달러 이

상 비싸게 팔렸다. 

또 뼈없는 닭고기는 파운드당 10달러였으나 실제로는 파운

드당 4달러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됐다. 

쥴리 메닌 소비자보호국장은 "이번 조사의 실무를 담당했던 

조사관들은 허위 중량 표기 사례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경우라고 

지적했다"며 "홀푸즈 같은 큰 기업은 충분히 정확한 무게를 측

정하고 적정가격을 표기할 자금과 자원이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홀푸즈마켓의 이 같은 중량 속이기 판매는 오래된 관

행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보호국은 지난 2010년 이

후 홀푸즈마켓의 포장제품 중량과 가격에 대해 107차례 조사

를 실시했고 총 80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데일리뉴스

가 이날 보도했다. 이번 소비자보호국 조사에 대해 홀푸즈마켓 

측은 "의도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받은 적은 없다"며 "소비자보호국의 조사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

이며 실제보다 더 비싸게 받은 제품은 소비자에게 환불하고 있

다"고 해명했다.

 유통기한 지난 유아용 이유식 판매 업체 
      처벌 법규 마련

유통기한이 지난 유아용 이유식(유동식) 판매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연방 법규가 마련될 전망이다.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유통기한

을 넘긴 이유식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최고 20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하는 '이유식 보호법안'을 발의했다

Chapter News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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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일 밝혔다. 현

행 관련 규정은 이

유식 용기에 유통기

한을 표기하도록 의

무화하고 있으나 유

통기한을 넘긴 제품

에 대한 판매 금지 규정은 없는 상태다. 

멩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약국체인과 수퍼마켓 편의점 

등 일부 소매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이유식이 판매되고 있

다. 멩 의원은 "수많은 부모들이 유통기한에 대한 아무런 의심 

없이 이유식을 구매하고 있지만 기한을 넘긴 제품이 버젓이 팔

리고 있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라며 "어린 유아들의 안전을 담보로 이윤을 남기는 

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하원 에너지상공위원회로 보내진 상태이며 앞으

로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뉴욕시 에어컨 켜진 상태에서 문 열고 영업하는 

      업소 단속 

뉴욕시가 에어컨이 켜진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

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시정부는 최근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면서 뉴욕시 곳

곳에서 정전이 발생하자 전력낭비 업소를 엄중히 단속하면서 

캠페인에도 돌입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은 22일부터 자원봉사자 4,000

명을 동원해 업소들에 에어컨을 켜 놓은 채 문을 열고 영업하

는 것이 불법임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이 4,000스퀘어피트 이상

인 업소나 그 보다 작은 규모라도 뉴욕시에 5개 이상의 지점을 

갖고 있는 체인업소들은 에어컨을 작동 중 문을 열어 놓고 영

업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 적발 시 경고장만을 발부 받지만 18개월내 재적발되면 

열린 출입문 개수마다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후 18개

월 내 또 다시 적발되면 벌금이 400달러로 뛴다. 이와 별도로 

시는 처벌 강도를 높이는 수정 법안을 추진한다. 

코스타 콘스탄티니데스 뉴욕시의원은 단속 대상 업소를 확

대하고 벌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23일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4,000스퀘어피트 미만의 업소도 

단속 대상이 되며 벌금은 현행 200달러에서 250달러, 세번째 

적발시 기존 400달러에서 500달러, 이후 적발시 최고 1,000

달러까지 부과된다. 한편 콘 에디슨에 따르면 업소가 에어컨 

작동 중 문을 열어 놓으면 최고 20~25%의 전력이 낭비된다.

 KAGRO, 장학기금·폭동피해 성금 골프대회 성황 

메릴랜드한인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송기봉)가 장학기

금 모금 및 볼티모어 폭동 피해상인을 돕기 위해 개최한 골프

대회가 성황을 이뤘다.

7일 오후 PB 다이 골프장에서 열린 제20회 골프대회에는 

144명의 정원을 훌쩍 넘긴 참가자들이 몰려, 20여명이 되돌아 

가야했다. 챔피언조, 일반조, 시니어조, 여성조로 나눠 조별 입

상자 및 장타상, 근접상 등을 가린 이 대회에서 유상준 씨가 2

오버파 74타로 우승했다.

대회 후 백성규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송기

봉 회장은 “매년 개최해온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에 올해는 

폭동피해상인 돕기 성금 모금도 함께 했다”며 “많은 분들의 후

원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송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동포

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자는 뜻을 피해 

상인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이사장은 “미주총연을 비롯 워싱턴, 헤리스버그, 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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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아, 필라델피아, 뉴욕 KAGRO의 참가에 감사드린다”며 “

미주 각지의 후원이 피해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

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동원 대회장과 김재만 준비위원장도 “참가자들에게 감사

드리며, 여러분들의 정성과 뜻이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를 했다. 송 회장은 이동우 고문에게 공로상, 이요섭 워싱

턴 KAGRO 회장에게 스포츠맨십 상을 각각 수여했다.

다음은 입상자이다.

▲메달리스트:유상준 ▲챔피언조:1위 조원희, 2위 조용민, 

3위 Tim ▲일반조:1위 이종득, 2위 이광서, 3위 김기석 ▲시니

어조:1위 유건희, 2위 윤부섭, 3위 이충웅 ▲여성조:1위 최유

민, 2위 이순남, 3위 민명숙 ▲근접상:홍수잔 ▲장타상:윤지연 

▲파3콘테스트:허성칠(2번홀), 홍수잔(11번홀)

  볼티모어시 폭동 사태 중 고의적으로 방화한     
용의자들 현상수배 

연방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은 지난 달 볼

티모어시 폭동 사태 중 고의적으로 방화한 용의자들의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에 최고 1만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방화 용의자들이 감시카메라에 포착된 피해 업소는 모두 7곳. 

이중에는 한인 업소인 ‘파이어사이드 노스’ 리커 스토어를 비

롯 펜실베이니아와 노스 애비뉴 교차지점의 CVS, 하빈 시니

어 센터 아파트 등이 포함돼 있다. 

‘파이어사이드 노스’는 폭도들에게 약탈당한뒤 방화로 업소 내

부가 전소되고, 업주 채 모 씨는 종업원들을 대피시키다 폭도

들에게 폭행당해 중상을 입었다.

ATF와 볼티모어시경 및 소방국, 주소방국은 합동으로 방화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TF의 윌리엄 맥물란 볼티모어담

당관은 지난달 27일 이래 수백 시간 분량의 동영상과 수천장

의 사진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화용의자 제보를 위한 ATF핫라인은 1-888-ATF-FIRE 

(1-888-283-3473)이다

  메릴랜드 보건 당국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 
행위 집중 단속 

메릴랜드 보건 당국

이 미성년자에게 담배

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

한 집중 단속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주 보건당국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년

간 담배 판매 업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4개 업소 

중 1개 업소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일부 업소를 대상으로 무작위 

조사를 한 결과 미성년자 담배 판매 행위는 전년보다 31%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당국은 이에 따라 담배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비밀 조사

관(undercover)들이 잘 훈련된 청소년들과 업소를 돌며 판매

행위를 확인하는 불시 단속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행 메릴랜드 법상 담배 판매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담배 취

급 업소는 27세 이하로 보이는 고객 중 담배 관련 제품을 요구

하면 ID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 당국은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방화 용의자가 지난달 27일 한인 운영 ‘파이어사이드 노스’ 리커 스토어에 불을 지르
고 있다. (ATF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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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며 비즈니스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볼티모어 시와 메릴랜드 주 정부가 4월 폭동으로 
피해를 본 리커스토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둘러
싸고 충돌

볼티모어 시와 메릴랜드 주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지난 

4월 폭동으로 피해를 본 380여 비즈니스 업체 중 리커스토어

에 대한 지원 방안을 둘러싸고다. 

스테파니 롤링스-블레이크 시장은 주거지역 내에 있는 리커

스토어는 복구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연일 강도 높은 발언

을 쏟아내고 있다. 40개 피해업소 중 23곳이다. 대부분이 한인 

운영 업소다.  롤링스-블레이크 시장은 이들 업소는 다른 지역

으로 이전하던가 업종을 전환해야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현재의 위치에 다시 문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와 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정부와 별도로 모든 해당 업소에 무이자 복구자금을 지원

하는 메릴랜드 주 정부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래리 호갠 행정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볼티모

어 시에 더 많은 리커스토어가 필요한 것처럼 믿게 하고 있다”

고 다소 감정적인 비난도 퍼부었다. 

호갠 행정부의 에린 몽고메리 대변인은 이에 대해 “폭동으로 

피해를 본 비즈니스 업주들은 주와 시 정부로부터 모두 충분

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들은 메릴랜드 주민이고 커뮤

니티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비극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

은 잘못됐고, 이러한 행동은 중단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주 정부는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융자 신청자의 서류를 

승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의 강경 방침에 볼티모어 한인 

사회는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메릴랜드 KAGRO 김현주 이사장은 “리커스토어 공격보다 

더 큰 문제들이 많은데 시 행정부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최근에도 3번 털린 한인 업주가 경찰에 신고

했지만, 전혀 출동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일이 여전히 벌어지

고 있다. 부당함을 막기 위해서는 한인사회가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기봉 KAGRO 회장은 “시 정부가 

한인 상인들을 표적으로 계속 압박한다면 시와 주 정부, 더 나

아가 백악관까지 찾아가 부당함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티모어시 위생규정 위반 업소 위반 사항 낱낱
이 공개 해야 한다. 

볼티모어시의 모든 레스토랑과 캐리아웃은 위생규정 위반 

사항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볼티모어시의회는 20일 관련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식당 이용자들은 보건

국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쥐 혹은 육류 냉장고 온

도 유지 위배 등 식당들의 위반 사항을 제때 확인할 수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전체 소위에서 이 법안을 9-0으로 통

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위생검사에서 위반 사항이 적

발돼 영업이 정지된 식당은 정지 사유를 게시하게 한다.

이 법안을 상정한 브랜든 스캇 의원은 “이는 시민들과 투명

성을 위한 거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스테파니 로울링스-블레

이크 시장은 이 법안을 지지했기에, 곧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볼티모어에는 5,000여개의 레스토랑과 캐리아웃이 영업중

이며, 위생검사관은 매년 100여 업소를 여러 가지 사유로 문

을 닫게 한다. 이 법안에 대해 메릴랜드 레스토랑협회는 입장

을 내놓지 않았다. 

 LA 시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 추진

LA 시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하는 조례를 제

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LA 카운티도 유사한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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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리아 쿠엘

리 LA 카운티 

수 퍼 바 이 저 는 

16일 수퍼바이

저 위원회에 오

는 2020년까지 

LA 카운티의 최

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간병인 등 

홈서비스 노동자의 시간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조례안을 발의

했다. 조례안은 LA 카운티 지역 기업체 노동자들의 시급을 내

년 7월 10.50달러, 2017년 12달러, 2018년 13.25달러, 2019

년 14.25달러를 거쳐 2020년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지난 14일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서명한 LA 시의 임

금인상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 조례안

에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LA 카운티 소속 5,000여직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안과 함께 홈서비스 제공 노동자에 대한 최저

임금을 2017년 2월까지 시간당 11.18달러로 인상하는 안 등

을 담고 있다. 

쿠엘리 수퍼바이저가 LA 시의 임금 인상 조례 제정을 뒤따

르기로 한 것은 최근 공개된 LA 경제개발공사(LAEDC)의 임금 

인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쿠엘리 수퍼바이저실 조엘 벨만 대변인은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보고서는 2020년까지 

시간당 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기업

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임금 인상 때문에 폐업을 계획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조사결과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LA카운티 소재 1,000여개 기

업체를 상대로 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는 기업

체들은 임금 인상이 되더라도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거

나 해고할 계획이 없으며, 업체를 이전할 계획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확정

LA시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LA카운티도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인상하는 안을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서 통과시켰다. 21일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현재 시

간당 9달러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3대2로 통과시켰다.

카운티 최저임금 인상안은 LA시와 동일하며, 내년 7월 

10.50달러로 올린 뒤 2017년 12달러, 2018년 13.25달러, 

2019년 14.25달러를 거쳐 2020년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

상하는 내용이다. 직원 26명 미만 소규모 비즈니스는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시켜 2021년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된다.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쉴라 퀴엘, 힐다 솔리스, 마

크 리들리-토머스 수퍼바이저가 찬성했고, 마이클 안토노비

치, 돈 크나베 수퍼바이저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받을 타

격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크나베 수퍼바이저는 

LA 카운티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안에는 찬

성 입장을 보였다.

  LA경찰국 한인타운 노래방과 유흥주점들의 미성
년자 상대 주류판매 단속 강화

올림픽 경찰서는 17일 한인타운에서 영업 중인 노래방과 주

점, 유흥업소 업주들을 불러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를 철

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비영리단체 ‘월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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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연맹’과 공동으로 주류판매 교육세미나를 열어 한인 업

주들이 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뒤따를 것이

라고 경고했다. 특히, 경찰은 최근 졸업시즌과 여름방학이 시

작되면서 미성년자 음주관련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경찰의 단속이 불법 주류판매 행위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찰은 LA 일대에서 학교 주변지역 리커스토어와 식당, 

노래방 등을 중심으로 함정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단속에서 상당수의 한인 업소들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7월3일까지 주류통제국(ABC)에 

접수된 규정위반 사례 20건 중 절반이 넘는 12건이 미성년자

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팔다 적발된 것이며 한인 업소

들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종업원이 술을 권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한인 업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한인 주점 10곳 

중 7곳이 여성 접객원 등 종업원에 의한 불법으로 추류판매하

다 적발됐다며 업주들의 규정 준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

다. 적발된 한인 업소들 중에는 ▲40대로 보이는 19세 히스패

닉계 여성에게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거나 ▲

신분증의 출생 연도만 확인하고 월, 일을 확인하지 않아 결국 

미성년자에 주류를 판매한 곳도 있었고, 술에 만취한 사람들에

게 술을 판매하다 티켓을 받은 한인 업소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주류판매로 티켓을 발부 받은 경우, 이

를 가벼운 경범죄로 여기는 업주들이 있으나 실제로 이 티켓은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종업원의 실수로 적발된 경우에

도 업주도 티켓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 주법은 만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최고 3,000달러

의 벌금과 2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두 번째 적발되는 업주는 최고 2만달러 벌금과 1개월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으며 세 번째 적발되는 업주는 주류판매 면

허가 정지되거나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시카고 최저 임금 시간당 10달러 로 인상

시카고의 최저 임금이 오는 7월 1일 부터 시간당 1.75달러 

인상된다. 또한 2019년 7월 1일 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13달

러까지 오른다. 시카고시가 25일 발송한 ‘시카고 최저 임금 인

상 시행안’에 따르면, 시카고의 최저 임금은 7월 1일 부터 현행 

시간당 8.25달러에서 1.75달러가 오른 10달러로 인상된다. 식

당 종업원 등 팁을 받는 직종은 시간당 현행 4.95달러에서 50

센트가 오른 5.45 달러로 오른다. 이와 함께 시카고의 최저 임

금은 2016년 7월 1일 부터 시간당 10.50달러(팁 직종 5.95달

러), 2017년 7월 1일 부터 11달러, 2018년 7월 1일 부터 12

달러, 2019년 7월 1일 부터 13달러로 오르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17년 7월 1일 부터 적용되는 팁을 받는 직종의 

최저 임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정부의 관계

자는 “업주들은 최저 임금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종업원들에

게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만약 최저 임금 규정을 어기다 적발 

될 경우 500~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지아한인식품협회, 15일 애틀랜타 시의회로 
부터 감사패 받아 

애틀랜타 시의회(의장 시저 미첼)는 15일(월) 오후 1시 시청 

시의회실에서 식품협회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백규 회장, 최혜련 장학위원장, 박

수목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클레타 윈슬로 시의원(4구역)은 “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밝히겠다”면서 식품협회가 지난 21년

간 꾸준히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소개

하고 “빅베어(김백규 회장이 운영하는 식품점)에서 물건을 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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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돈은 다시 우리 젊은이들이 학업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학금

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걸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윈슬로 의원은 지난 번 식품협회 장학금 수여식때 초대받아 

장학금을 전하면서, 식품협회가 매년 10~16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했다는 것과 학생들의 절반이상이 흑인 학생들이

라는데 주목하고, 이같은 감사패 전달을 상신한 것으로 알려졌

다.조지아한인식품협회가 지난 21년간 수여한 장학금에는 약 

100여명의 흑인 학생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에게 전해진 장

학금만 10만달러가 넘는다. 

김백규 회장은 의회에서 “지난 30년간 이웃들에게 좋은 식

료품을 판매하고자 노력해왔고, 동시에 장학금도 이웃의 자녀

들에게 전해왔다”고 말하고, 감사패를 수여한 시의회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최혜련(영어명 헬렌 최) 장학위원장은 “우리가 장

학금 수여하는 것은 그것이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길이

라고 믿기 때문”이라면서 시의원들이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해

줬던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워싱턴DC한인식품주류협회 합성마약 판매와의 
전쟁에 워싱턴DC 정부와 단속 동참

워싱턴DC 정부와 한인식품주류협회(KAGRO, 이하 캐그로)

가 합성마약 판매와의 전쟁에 공동전선을 편다. DC 검찰총장

실은 15일 이요섭 회장 등 워싱턴 캐그로 임원들은 초청, 합성

마약 판매와의 전쟁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고, 칼 라신 검찰

총장 등을 만난 협회 임원들은 흔쾌히 동참을 약속했다. 검찰

총장실 측은 캐그로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아직도 합성마약 

판매를 팔고 있는 한인업소에서도 이런 제품들을 완전히 없애

겠다는 계획이다. 캐그로 측은 “한인업주 중 아직도 자신들이 

파는 제품이 합성마약인지 모르고 파는 업체도 있을 수 있다”

면서 “검찰 측에 협조 하겠다”고 약속 했다. 

협회 측은 이날 검찰측에 합성마약 제품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인 정보를 요구했고, 검찰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합성마약 제

품 등을 보여주며 홍보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런 제품들은 하

나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뒷면에 인간복용제가 아님이라고 적

혀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런 제품들은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이라 검찰총장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

했다.  뮤리엘 바우저 DC 시장은 지난 10일 합성마약 판매 단

속 강화법안에 서명,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임

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법은 업소가 합성마약을 판매하다가 첫 

번째 적발될 때 경찰국장이 4일간 업소를 폐쇄하고 벌금을 1

만 달러 부과시킬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적발될 때는 경찰국

장이 30일 동안 업소를 폐쇄시키고 소비자 규제국을 통해 면

허까지 취소시킬 수 있도록 했다. 

워싱턴 DC 식품주류협회 

애틀랜타 시의회는 15일 조지아한인식품협회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시의회에서 의
원들이 식품협회 대표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워싱턴DC식품주류협회와 워싱턴DC 검찰은 15일 합성마약 추방 및 판매 금지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왼쪽서 두번째가 이요섭 식품주류협회장,  
오른쪽이 칼 라신 DC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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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3rd Avenue, New York, NY 10016 (TEL)1-646-670-6631 (FAX) 1-212-532-0314 

KAGRO INTERNATIONAL 
국제 한인 식품 주류상 총연합회 

International Korean Grocers and Licensed Beverage Association 

각 지역 협회 회장 및 이사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제 51 차 총회가 아래와 같이 장소 및 날짜가 확정 되었기에 각 지역 협회에 알려 

드립니다. 

제 51 차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 정기 총회 안내 

 총회 날짜: 2014 년 10 월 25(토요일) ~ 10 월 29(수요일)/ 4 박 5 일 

 장소: 코스타리카 (Costa Rica) 

 호텔 주소: WYNDHAM HERRADURA 또는 동급 

         주소: 미 확정(차후공지) 

         (Home) http://www.wyndham.com/ 

 셔틀버스운행안내: 공항<===> 호텔 사이 셔틀버스 운행안내 (차후공지) 

 접수마감: 2014 년 7 월 31 일 

 참가 비용: (1) 각 지역 협회 회장 및 이사장: $350.00(1 인당) 

          (2) 동반자: $550.00(1 인당)을 7 월 31 일 까지 총연 으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불 포함 비용: 가이드 팁($40.00) , 공항 세 ($29.00)  

 Pay To: KAGRO International 

       361- 3th Ave, New York, NY 10016 

 참가 신청서: 참가 신청서에 (첨부파일참조) 참가자 명단을 기재 하여 총연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e-mail: kagronational@gmail.con  또는  Fax: 1-212-532-0314 로 제출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 볼티모어 챕터에 성금 전달

“폭동의 상처 하루 빨리 극복하기를..” - 허성칠 회장 총연 모금 성금 19,000달러 전달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는 지난 7월

26일 폭동으로 업소가 털리고 화재가 발생하

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볼티모어 지역 한인

들을 돕기 위한 성금 1만9천 달러를 전달했다.

허성칠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장은 

이날 송기봉 볼티모어 챕터 회장에게 성금을 

전달하면서 “극한의 어려움에서도 희망을 잃

지 않고 꿋꿋이 일어서는 볼티모어 식품인들

과 동포들을 보면서 역경을 헤쳐가는 한인들

의 굳건함과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는 동포애

와 동료애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폭동 극복에 볼티모어 챕터가 큰 역할을 한 것에 무한한 긍지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성금을 전

달 받은 송기봉 매리랜드 챕터 회장은 “북미주 식품인들의 정성이 담긴 성금을 전달 받으니 감사한 

마음과 하루 빨리 폭동의 흔적을 완전히 털어내야 한다는 생각에 각오가 새로워진다”고 했다.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는 지난 4월 매리랜드 주 볼티모어 시에서 폭동이 발생해 식품점

들을 비롯한 1백여 한인 업소들이 방화와 약탈로 큰 피해를 입자 산하 29개 챕터를 통해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해 1만9000 달러를 모금했다.

총연 관계자들은 “직능단체가 전국적인 조직을 통해 각 챕터의 협조를 받아 성금을 조성한 것은 

미주 한인 이민역사상 매우 드문 케이스”라며서 이번 성금 모금 운동을 통해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의 위상과 역할이 다시 한 번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볼티모어의 한 흑인 청년이 경찰 호송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사망하자 흑인 주

민들의 항의가 폭동으로 이어져 한인 업소 1백여 곳 이상이 강도와 방화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볼티모어 시가 도시 재정비 계획을 통해 한인들이 운영하는 주류점을 폐쇄시키고 무거운 벌

금을 내리는 등 “한인들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한 폭동으로 한인 사회

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기도 했다.

볼티모어 챕터는 피해 업소 대부분이 주류상을 비롯한 식품인협회 회원업소들이라는 점을 파악

하고 가장 먼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들의 복구를 위한 경제적 법적 지원을 돕고 있다.

● ● ● ● ● ● ●

l  KAGRO NEWS  l

총연 허성칠 회장이 총연에서 모금한 성금을 송기봉 볼티모어 식품협회 

회장에게 전달 했다/ 사진 왼쪽 부터..홍진섭 총연 이사장. 허성칠 총연 

회장. 송기봉 볼티모어 식품협회 회장 . 김현주 볼티모어 식품협회 이사

장. 임광익 총연 감사. 이광서 전 볼티모어 식품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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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프로그램 8월28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

‘코카콜라의 전설’ 토마스 리 별세

아시안 담당 디렉터 역임
-한인 경제 발전에 기여

정확한 알코올 판매로 업소와 소비자 모두 “만족” 하는 방법 지도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가 각 챕터 회원 업소들의 알코올 판매 기법을 높이고 지역별 규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Tips 교육이 8월28일과 29일 워싱턴 디씨에서 열린

다.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는 메이저 주류 회사의 지원으로 “보다 효과적인 알코올 판매 기

법 및 관리 방법”을 주 내용으로 하는 Tips 프로그램을 올 해도 실시하기로 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챕터의 신청을 받고 있다.

Tips 프로그램은 알코올 관련 전문 기관에서 매스터 강사가 나와 일선의 일반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미성년자 확인 법 ▲맥주 판매 양의 한계 ▲취한 손님에 대한 관리 ▲업소 내 안전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8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또 테스트를 통과해 

정식 강사가 되면 1년에 1회 이상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1

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강사 자격증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교육을 실시하면 자격이 

자동 연장된다. 국제 한인 식품상 총연에서는 그 동안 2회의 교육을 실시해 지금까지 14개 챕터에

서 20여 명의 강사를 양성했다.

허성칠 회장은 “아직 강사를 배출하지 못한 챕터에서 많이 참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국적 기업 코카콜라의 아시아 담당 디렉터를 역임한 토마스 리

(Thomas Lee 한국 명=이동)씨가 지난 17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미육군 특수부대 사관학교 출신으로 지난 1980년대에 코카콜라

에 입사한 토마스 리는 코카콜라 재임중 코카콜라와 세계 한인무

역 협회(OKTA),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Kagro) 등 한인 경

제단체와 교류를 강화해 한인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 관계자들은 “한인으로는 드물게 다국적 기업의 최고위 간부직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한인 식품업계에 대한 후원과 관계 강화에 지대한 공헌을 세웠다”며 지역

별 현안과 전국적 사업 등 다방면으로 협조가 많았다고 회상했다. 토마스 리는 생전에 대한민국 정

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미국에서 ‘엘리스 아이랜드 명예훈장’ 등을 수상했다.

유가족으로는 아내 리사 리와의 사이에서 두 딸과 아들 한 명, 그리고 다섯 명의 손주가 있다.

● ● ● ● ● ● ●

l  KAGRO NEWS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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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제 무역상품 쇼

TRADE SHOW 
Apr. 2016

Daedong manor / Flushing, New York

●일 시 :2016년 4월

●장 소 : Flushing / New York

●주 최 :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

＊미국시장, 속 사정을 알면 쉽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 식품/와인 및 주류/무공해 식품/동양 식품/냉동 식품/커피 및 음료/제과 

제빵/소품/SW 및 IT 등 관련 분야 상품 1천 여 종 출품

＊미국 진출 최고의 관문—현지 유통 전문가 상담

＊대미 수출 촉진 간담회—분야별 전문인 상담 

＊미국 시장 맞춤 상품 개발 상담

KAGRO :  북미주 한인 식품주류상들의 연합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애틀

란타 시애틀 시카고 뱅쿠버 토론토 등 29개 도시에 지회를 갖춘 

미주 내 최대 한인 직능 단체로 3만5천여 명의 회원과 연간 총 매

출 4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식품 및 관련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미주 한인 업체 및 단체와 

한국 식품업체의 결연 및 컨설팅을 돕고 있다. KAGRO를 통하면 

미주 지역 한인 식품주류 업계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1) what we explored?
Next year International KAGRO Trade show 15000 square feet filled by 120 

exhibitors including 100 companies.

will be join in International KAGRO Trade show 27state 29 chapter members.

2)Build awareness and Increase sales
Whatever your marketing objectives we have the product to fit your 

need and budget. Buyers come to the International KAGRO Trade show 

to find ideas that help them retain their top spot in the convenience  

channel.

3) The International KAGRO is hosting an industry trade show on 
april 2016 at the New York.

You are invited to participate as an Exhibitor.This show will be a unique 

opportunity to connect with Thirty five thousands of grocers, liquor 

stores and retailers from all over United state, International KAGRO 

members are being invited to attend. This is an excellent chance to 

expand our customer base with these small businesses. Please visit the 

website for this event  kagro.org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kagronational@gmail.com or call Heo seongchil at 917-65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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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 us at  www.kagro.org
Our organization profile

Advertising  opportunity for KAGRO Journal

Link for various KAGRO capture and Affiliat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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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구글 포토스’ 출시

구글이 고해상도 사진을 무료로 무제한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 포토스’를 지난주 출시했

다. 자동으로 저장되는 최대 해상도는 스틸사진은 1,600만

화소, 영상은 1,080p다.

사진과 영상들은 어떤 기기에서 건 자동으로 클라우드와 

로컬 저장소가 연동되며, 머신 러닝을 통해 ‘똑똑한 사진·

영상관리가 가능하다. 구글 포토스의 출시는 모든 사용자

가 무료로 고품질 사진을 무제한 저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기기들과 연동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용 

클라우드 분야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이 연간 99달러를 내는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에

게 제한된 형태로 무제한 사진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긴 하지만, 구글 포토스처럼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서

비스는 아니다.

맥도널드 아침메뉴 24시간 판매 시범 서비스 

세계 최대 패

스트푸드 체인

인 맥도널드가 

아침메뉴를 24

시간 판매하는 

시범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2일 월스트

릿 저널(WSJ) 등에 따르면 맥도널드는 맥머핀, 팬케익 등 

아침메뉴(사진)를 24시간 판매하는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반응이 좋았다는 공지를 전국 프랜차이즈 업주들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아침메뉴 태스크 포스팀을 이끈 리앤 리처드는 공지에서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이르면 10월부터 실시될 아침메뉴 

24시간 판매 개시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맥도널드는 아침메뉴를 오전 10시30분까지만 판

매하고 그 이후부터는 점심메뉴 판매에 들어갔다. 그러나 

맥머핀 등 아침메뉴를 종일 판매하라는 소비자들의 요청이 

늘자 지난 3월부터 샌디에고 지역 내 일부 매장에서 24시

간 판매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어 테네시주 내슈빌로 

확대했다가 이를 미 전역에서 실시키로 한 것이다. 업계에

서는 경쟁사와의 치열한 경쟁과 젊은 층 고객 이탈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맥도널드가 아침메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상당한 매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아

침메뉴 판매시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국 지역별 프랜차

이즈 운영위원회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 프랜차이즈협의회 

대표들이 오는 8월14일 1차 투표를 한 뒤 모든 프랜차이즈 

업주들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당일 무료 배달 

서비스’ 시작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이 ‘당일 무료 배달 서비

스’를 시작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들과 힘겨운 경쟁을 펼

치고 있는 기존 소매업체들과 온라인 쇼핑몰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아마존(www.amazon.com)은 지난 28일

Busines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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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애틀랜타,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전국 14개 대도

시 권역의 500개 도시에서 프라임 멤버들을 대상으로 당일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오까지 35달러 

이상을 주문하면 당일 밤 9시까지 구입 물건을 무료로 배달

받을 수 있다. 해당 물품은 책, 케이블, 게임·전자기기, 요

리 도구, 여행용품 등 100만여개에 달한다. 

아마존의 크리스 럽 프라임 멤버 담당 부사장은 AP통신

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당장 아기용품이나 생일 선

물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리얼 라이프 체인

저가 될 것”이라며 “프라임 멤버 연회비가 99달러인데 가격

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일 무료 배송은 애

틀랜타, 볼티모어, 보스톤, 댈러스-포츠워스, 인디애나폴리

스, 탬파베이, 워싱턴DC, 필라델피아, 피닉스 권역은 물론, 

시애틀-타코마에서 샌프란시스코, 어바인, 샌디에이고까지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 대부분에서 이뤄진다.  그간 온라인 

소매업체들은 주문량이 많지 않고, 제대로 된 인프라가 없

어 당일 배송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아마존은 제프 베조스 

CEO가 2013년 드론을 이용해 하루 만에 제품 배송을 가능

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꾸준히 ‘당일 배달’ 서비

스를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미국 대도시 12개 권역의 프

라임 멤버들을 대상으로 5.99달러를 받고 당일 배송 서비스

를 시작한 바 있다. 또 이를 위해 지난 4년간 전세계 물류 창

고를 109개로 늘렸고 전국 50여개 창고에서 일할 풀타임 직

원도 새로 6000명을 채용했다. 

이같은 아마존의 신속 배달 공세에 홈페이지에 쇼핑 섹션

을 운영하는 구글은 5월 초 LA지역을 포함해 뉴욕 맨해튼, 

시카고,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 7개 도시로 당일 배송 서

비스를 확대했다. 타겟과 반즈앤노블스, 코스트코 등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달에 10달러, 연 95달러를 

주고 가입한 회원에게는 15달러 이상 주문시 당일 무료로 

배송해준다. 배송 업계의 우버라 불리는 인스타카트는 코스

트코, 유기농 식품 체인 홀푸드와 손잡고 미국 주요 15개 도

시에서 앱으로 주문을 받으면 근처에 있는 계약직 직원들이 

직접 매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 배송해준다. 35달러 이상 주

문하면 5.99달러의 배송료를 받고 1~2시간 안에 ‘총알처럼’ 

배달해준다. 포스트메이츠는 치폴레, 맥도널드, 스타벅스와 

협력해 음식을 배달해준다.

벡스(Beck’s) 맥주 집단소송 합의

지난 2011년 5월 이

후 단 한 번이라도 벡스

(Beck’s) 맥주를 구입했

다면 이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

르면 벡스 맥주를 제조하

는 유명 맥주회사 ‘앤하

이저-부시’가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합의, 맥주 한병

당 최소 10센트를 배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3명의 고객들

은 수 년 전 앤하이저-부시 측이 미국에서 벡스 맥주를 생산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벨에는 독일 브레멘에서 제조된 것으

로 표기했으며 이는 고객들에게 프리미엄 맥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속임수라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

은 향후 집단소송으로 확대됐다. 고객들이 환불을 받기 위해

서는 2011년 5월 이후 이 맥주를 구입했다는 영수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영수증이 없다 해도, 또한 이 맥주가 미국에서 

제조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도 최대 12달러까지는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오는 10월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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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맥주 소비 빠른 속도로 증가 

수입 맥주 소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유명 

해외 맥주의 미국내 생산

도 증가하고 있다. 월스

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미국에 

1040만 배럴의 맥주가 수

입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

비 11.3% 증가한 수치다. 

수입 맥주 가운데 3분의2는 멕시코에서 들어왔으며 네덜란

드, 벨기에, 캐나다, 아일랜드가 그 뒤를 이었다. 

종류별로는 코로나가 수입 맥주 중 가장 인기가 높았다. 

코로나는 멕시코에서 생산된다. 맥주의 본고장인 독일은 상

위 5위에 들지 못했다. 이유는 독일맥주의 상당수가 미국 내

에서도 생산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벡스를 생

산하는 앤하이저-부시가 인베브와 합병하면서 세인트루이

스에 벡스 생산공장을 세웠다. SAB밀러 역시 몰슨 쿠어스

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뒤 포스터 맥주의 제조지를 텍사

스로 이동시켰다.

중서부 지역 조류 인플루엔자로 계란가격 상승세

중서부 지역을 강타한 조

류 인플루엔자로 계란가격

이 남가주를 비롯한 전국에

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암탉 폐사율이 늘면서 계란 

공급부족 우려에 따른 것이

라는 분석이다. 20일 CBS 

마켓워치는 미네소타 지역에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로 특

히 미네소타와 아이오와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계란가

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 지역의계란 더

즌 가격은 1.88달러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한 달 

전보다 58%가 급등했다. 또한 통상 수요에 따른 공급부족 

현상으로 전국적으로도 계란가격이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폐사한 

암탉의 수는 미 전체 10% 수준인 3,000만마리에 달한다. 이

에 따라 계란 도매가격 상승세도 매일 약 5%씩 꾸준히 이어

지고 있다. 

한편 연방 농무부(USDA)는 올해 계란 생산량이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며 일부 대형 식품체인이 가격 오름세에 대비해 

계란을 사재기하고 있어 앞으로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방식품의약국(FDA) 가공식품  트랜스지방 퇴출 

FDA는 16일 발표

한 성명에서 부분경

화유(PHO)를 ‘일반

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GRAS) 식

품 목록에서 제외한

다고 발표했다. 식물성 지방에 수소를 넣어 굳히는 경화처

리를 하면 부분경화유가 생성되는데 부분경화유의 트랜스

지방 함량은 식물성지방에 비해 크게 높아지고, 따라서 부분

경화유는 인공 트랜스지방의 섭취경로 중 대부분을 차지해 

왔다. 이번 FDA의 결정에 따라 미 식품업체들은 2018년 6월

까지 부분경화유의 식품 사용을 중단하거나, 안전하다고 입

증돼 FDA의 별도 승인을 받은 뒤에만 사용해야 한다. 포화

지방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 속에 사용되기 시작한 부

분경화유는 가공식품의 식감이 좋아짐은 물론 보존 기간도 

늘어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식품업계에서 널리 쓰여 왔다.  

FDA의 결정에 대해 미심장협회(AHA)는 성명을 통해 “역

사적 승리”라고 환영했지만,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 

식료품제조업협회(GMA)에서 FDA에 부분경화유를 ‘제한

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내

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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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별도로 섭취할 필요 없어…  

	 	 	 	 물은	더	마셔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홈페이지에서 '더울 때는 알약 형태의 소금을 섭취해야 하는

가'라는 질문에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면 소금을 추가로 섭취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다.

  

무더위에서 야외활동을 하다가 일사병,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원인이 땀으로 소금이 너무 빠져

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평상시 땀으로 배출되는 소금은 하루 0.1~0.2g이다. 땀을 많이 흘리면 1~2g이상 배

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인의 하루 소금 섭취량은 10g(나트륨 4027mg)으로 WHO 권

고량의 2배를 넘는다. 이렇게 많은 소금을 섭취하므로 소금이 평소보

다 많이 빠져나가도 일사병 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한여름이 되면 산악회, 조기축구회, 사이클 동호회 

등에서 회원들에게 나눠줄 소금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늘집에 소금을 비치해둔 골프장도 있

다. 운동하느라 땀 흘리고 난 뒤에 물과 함께 소금

을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잘못

이다. 땀을 많이 흘리면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셔야 

한다. 하지만 피부에 소금기가 하얗게 낄 정도로 땀

을 흘려도 소금을 별도로 섭취할 필요는 없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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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병은 인체가 무더위에 오래 노출됐을 때 체온 조절 기능이 정상 작동하

지 않을 때 생기는 것으로 소금과는 무관하다. 소금을 추가로 섭취한다고 

해도 일사병을 예방할 수 없다.

  

땀 많이 흘리면 소금 먹어야 할까?

오래 전에 군 복무를 했던 사람들은 행군 때 물과 함께 소금을 먹었던 기억

을 갖고 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면 소금을 추가로 섭취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하지만 이제 군인들은 여름에 행군이나 야외활동 때 소금을 갖고 

다니며 먹지 않는다.

의학적으로 식사 외에 소금을 추가 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긴 하다. 

하지만 이는 부신(副腎)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 등에게 한정되며, 극히 드

물다. 

 김성권 싱겁게먹기실천연구회 이사(서울대 명예교수)는 "여름에 골프, 축

구, 등산 등을 할 때 소금, 또는 알약 모양의 소금 등을 먹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전혀 필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소 소금을 많이 먹는 한국인은 습관처럼 추가로 섭취하는 소금이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고 하루 빨리 이런 습관들부터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싱겁게먹기실천연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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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집행부 명단 스 폰 서

회  장 허 성 칠  New York 

대외수석 부회장 김 영 필 Canada

대내수석 부회장 이 요 섭 Washington D.C

부 회장 허     종 Southern California

부 회장 최 기 선 Washington

부 회장  김 백 규 Georgia

부 회장 이 원 재 Colorado

　　

이 사　　

이 사 장 홍 진 섭 Washington D.C

부 이사장 캐빈 최 Arizona

부 이사장 강 병 목 New York

부 이사장 이 광 서 Maryland

부 이사장 나 광 열 Harrisburg, PA

부 이사장 김 세 기 Chicago

본부 임원 

홍보 이사 이 창 희 Philadelphia

사업총괄 부회장 이 종 환 Harrisburg, PA

여성분과 위원장 김 윤 옥 Virginia

총무이사 김 익 주 Canada

　　

감사

감  사 이 승 수 Philadelphia

감  사 임 광 익 Colorado

Miller Brewing Company

Anheuser Bush Inc

Coors Brewing Co

CoCa Cola USA,Inc

PEPSICO

Appreciates the support of its 
advertisers and encourage you to 

patroniz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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