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WI 78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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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 사회     로컬     문화     지역     

한국일보 할리웃보울 음악대축제 

‘황금주말’설레는 한인들 

"美 물가하락으로 당분간 저금 

이정수,남자 1000ｍ도 금..2관왕 

낸시 랭, EBS 영어말하기 프로 진행 

동부 폭설�교통대란 

“메디케이드 줄일 수밖에” 

차압위기 주택 구제 

“ I′ m so sorry” 

한국, 4위로 상승..목표 상향조정 

  

  

  

경경경경        제 제 제 제 경제  생활경제  부동산 

도요타가 18일 최근 발표

된 리콜과 관련해 조치 상

황을 발표했다. 도..

““““가속페달 가속페달 가속페달 가속페달 60606060만대 수리만대 수리만대 수리만대 수리””””    

“경기침체 탈피 제조업만 믿는.. 

한인은행 설 송금 4,900만달러 

뉴욕증시 강세 마감 

모기지금리 4% 시대 

‘LA 셰어스’ 불황기에 .. 

“금융허브 서울에 투자” 

스스스스    포포포포    츠 츠 츠 츠 풋볼  농구  골프  축구  

예상수준 못 벗어난 공개

사과 교통사고·PGA복귀 

언급 안해 엇갈린 ..

““““비난 받아 마땅비난 받아 마땅비난 받아 마땅비난 받아 마땅…” …” …” …” ........    

실내축구 및 직장인농구리그 개막 

한국 빙속 김관규 감독 지도력 부각 

 

에이전트도 면허 따야 에이전트도 면허 따야 에이전트도 면허 따야 에이전트도 면허 따야 
올해부터 모든 모기지 에이전트들은 연방정부에서 발급되는 면허증을 취득해

야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모기지 에이전트 자격시험은 모기지 업계 정화를 

위해 제정된 금융개혁법(Secure and Fair Enforcement for Mortgage 

Licensing Act of 2008)에 의한 것으로, 오바마 정부는 연방 모기지 라이선스 

관리 감독기관인 N Full Story 

““““한국 음식 처음 맛 봤어요한국 음식 처음 맛 봤어요한국 음식 처음 맛 봤어요한국 음식 처음 맛 봤어요””””    

제 5회 한국 설 기념 문화축제가 열려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한국문화가 소개됐다. 남부메릴랜드한인회

현실과 환상사이 동화 세상현실과 환상사이 동화 세상현실과 환상사이 동화 세상현실과 환상사이 동화 세상    

동화 세계를 소재로 한 특이한 미술작품전이 내달 주미대사관 

산하 코러스 하우스에서 열린다. ‘바람직한 동

사슴 사냥 최근 두 시즌 연속 최고사슴 사냥 최근 두 시즌 연속 최고사슴 사냥 최근 두 시즌 연속 최고사슴 사냥 최근 두 시즌 연속 최고

급우 살해 십대 급우 살해 십대 급우 살해 십대 급우 살해 십대 42424242년 징역형년 징역형년 징역형년 징역형

덜레스 공항서 보안견 어린이 물어덜레스 공항서 보안견 어린이 물어덜레스 공항서 보안견 어린이 물어덜레스 공항서 보안견 어린이 물어

과속 경쟁 징역형 과속 경쟁 징역형 과속 경쟁 징역형 과속 경쟁 징역형 MDMDMDMD주 법안 상정주 법안 상정주 법안 상정주 법안 상정

워싱턴지역 상업용 부동산 압류 사태 직격탄 맞나워싱턴지역 상업용 부동산 압류 사태 직격탄 맞나워싱턴지역 상업용 부동산 압류 사태 직격탄 맞나워싱턴지역 상업용 부동산 압류 사태 직격탄 맞나

배현찬 목사 이사장 선출배현찬 목사 이사장 선출배현찬 목사 이사장 선출배현찬 목사 이사장 선출

인터콥인터콥인터콥인터콥····올네이션스교회올네이션스교회올네이션스교회올네이션스교회, , , , 이슬람 세미나이슬람 세미나이슬람 세미나이슬람 세미나

교통사고낸 한인 여성 과실치사혐의 로 기소교통사고낸 한인 여성 과실치사혐의 로 기소교통사고낸 한인 여성 과실치사혐의 로 기소교통사고낸 한인 여성 과실치사혐의 로 기소

““““이달내 총회 열지 않으면 비상체제로 운영 하겠다이달내 총회 열지 않으면 비상체제로 운영 하겠다이달내 총회 열지 않으면 비상체제로 운영 하겠다이달내 총회 열지 않으면 비상체제로 운영 하겠다””””

한국전 참전 한인 시민권자 미 정부에 보훈혜택 요구한국전 참전 한인 시민권자 미 정부에 보훈혜택 요구한국전 참전 한인 시민권자 미 정부에 보훈혜택 요구한국전 참전 한인 시민권자 미 정부에 보훈혜택 요구

평안도민회 평안도민회 평안도민회 평안도민회 20202020주년 기념식주년 기념식주년 기념식주년 기념식

임기모 영사 이임임기모 영사 이임임기모 영사 이임임기모 영사 이임............김경한 영사 부임김경한 영사 부임김경한 영사 부임김경한 영사 부임

한밭대한밭대한밭대한밭대....존스합킨스 양해 각서 체결존스합킨스 양해 각서 체결존스합킨스 양해 각서 체결존스합킨스 양해 각서 체결

무료 풍물강습 풍물패 한판무료 풍물강습 풍물패 한판무료 풍물강습 풍물패 한판무료 풍물강습 풍물패 한판

보건상태 하워드가 최고보건상태 하워드가 최고보건상태 하워드가 최고보건상태 하워드가 최고

차세대 피아니스트 박세준차세대 피아니스트 박세준차세대 피아니스트 박세준차세대 피아니스트 박세준

 

 

설 기념일 선포증 전달설 기념일 선포증 전달설 기념일 선포증 전달설 기념일 선포증 전달........ 

재외 국민 공명선거 추진위원회 결 

최석호 주하원의원 후보 후원의 밤 

남가주 경제 단체장, 한미 FTA 

민족학교, 이민자권익 기금마련 일 

한미연합회 Destination: 

유모차 150만개 리콜 

폭우 대피령 

음료수 세금 부과안 상정 

한미여성회 아이티 돕기 일일찻집 

재외 공관장 회의 , 22-24 

미주문단 최고 권위 제31회 문예 공

한국일보 외국광고 담당자 모집

현찰팔때 1,130.17

다우존스 10,402.35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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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컨트리 이채원, 추적 15k.. 

‘국가대표’ 김현기-최흥철.. 

“페테르센 기다려” 박희영.. 

간예, 친정 다저스 복귀 

연연연연        예 예 예 예 본국연예  연예  영화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영

어교육채널 EBS English

의 영어말하기 프..

낸시 랭낸시 랭낸시 랭낸시 랭, , , , EBS EBS EBS EBS 영어말하영어말하영어말하영어말하
기 프로기 프로기 프로기 프로........    

영화 '의형제', 관객 300만명.. 

MBC '아마존의 눈물'이 지적재.. 

본 조비 공연, 20일 인터넷 생중계 

임호 11살 연하와 결혼, '도둑.. 

장나라 졸업소감 학생으로서 난 낙제점 

가수 겸 비 프로듀서 태완, 20.. 

라라라라    이이이이    프 프 프 프 스타일/여성  여행/레저 

올 봄 도도한 그녀들이 날

리는 ‘로즈 골드’ 하트가 

아저씨들의..

‘‘‘‘로즈 골드로즈 골드로즈 골드로즈 골드’’’’로 그녀가 물로 그녀가 물로 그녀가 물로 그녀가 물
든다든다든다든다    

엄마의 일기 - 서울 여자 경상도.. 

미용성형 코너 - 얼굴 노화현상 .. 

“3월 초에 프레즈노로 꽃구경.. 

장엄한 고산준령의 비경 150마일 

“8,848m의 최고봉, 저곳.. 

웰빙 필라테스 - Cat wit.. 

문문문문        화 화 화 화 공연/전시회   문화  종교

일본과 유럽을 오가며 작

업하는 작가 이우환(74·

사진)이 내년 2~..

이우환씨 구겐하임서 회이우환씨 구겐하임서 회이우환씨 구겐하임서 회이우환씨 구겐하임서 회
고전고전고전고전    

무형문화재 김중섭씨 ‘세계유산.. 

그린글로브 영화제 내달 개막 

차중성씨 ‘문학공간’ 동화.. 

한국문인협회 21일 현대시조 주제.. 

성아그네스성당 ‘성령 안의 생.. 

‘늘푸른대학’ 내달 5일 개강 

음음음음        식 식 식 식 와인   요리  레스토랑

카페 유자라테·대추 카푸

치노… 색다른 커피 즐겨

볼까 이색 재..

아포가토 알 카페아포가토 알 카페아포가토 알 카페아포가토 알 카페    

바닐라&초코 파나코타 

두부선 

김치볶음밥 

김치라면 

미역국  

감자 들깨탕 

““““한인 장애인 도울 것한인 장애인 도울 것한인 장애인 도울 것한인 장애인 도울 것””””

폭염 속 개 방치폭염 속 개 방치폭염 속 개 방치폭염 속 개 방치... ... ... ... 주인 징역 처해질 듯주인 징역 처해질 듯주인 징역 처해질 듯주인 징역 처해질 듯

우편물 배달 우편물 배달 우편물 배달 우편물 배달 90% 90% 90% 90% 정상화정상화정상화정상화

폭설 때문에 과속 차량 단속 줄어폭설 때문에 과속 차량 단속 줄어폭설 때문에 과속 차량 단속 줄어폭설 때문에 과속 차량 단속 줄어

‘‘‘‘불합격자에 합격통보불합격자에 합격통보불합격자에 합격통보불합격자에 합격통보’ ’ ’ ’ 물의물의물의물의

메트로 요금 또 오르나 메트로 요금 또 오르나 메트로 요금 또 오르나 메트로 요금 또 오르나 ????

가정내 인터넷 설치비율 한인등 아시안들 월등가정내 인터넷 설치비율 한인등 아시안들 월등가정내 인터넷 설치비율 한인등 아시안들 월등가정내 인터넷 설치비율 한인등 아시안들 월등

VAVAVAVA한인교회 창립 한인교회 창립 한인교회 창립 한인교회 창립 25252525주년주년주년주년

워싱턴한인천주교회워싱턴한인천주교회워싱턴한인천주교회워싱턴한인천주교회‘‘‘‘재의 수요일재의 수요일재의 수요일재의 수요일’ ’ ’ ’ 미사미사미사미사

연회장과 성전연회장과 성전연회장과 성전연회장과 성전

““““좋은 시설 이웃에 활짝 개방좋은 시설 이웃에 활짝 개방좋은 시설 이웃에 활짝 개방좋은 시설 이웃에 활짝 개방””””

도예가 전신연씨 볼티모어 공예쇼 참가도예가 전신연씨 볼티모어 공예쇼 참가도예가 전신연씨 볼티모어 공예쇼 참가도예가 전신연씨 볼티모어 공예쇼 참가

““““행사때 분위기 빵 띄워요행사때 분위기 빵 띄워요행사때 분위기 빵 띄워요행사때 분위기 빵 띄워요””””

““““새 봄새 봄새 봄새 봄, , , , 새 학기 출발새 학기 출발새 학기 출발새 학기 출발””””

신종플루 백신 접종신종플루 백신 접종신종플루 백신 접종신종플루 백신 접종----19191919일 일 일 일 HHHH마트 마트 마트 마트 MD MD MD MD 케톤스빌점케톤스빌점케톤스빌점케톤스빌점

““““미 의회 상대로 로비미 의회 상대로 로비미 의회 상대로 로비미 의회 상대로 로비””””

면허발급 절차 간소화등 요청면허발급 절차 간소화등 요청면허발급 절차 간소화등 요청면허발급 절차 간소화등 요청

아이티 성금아이티 성금아이티 성금아이티 성금----18181818일 일 일 일 3,3093,3093,3093,309달러달러달러달러

밴쿠버 빛내는 워싱턴 한인들밴쿠버 빛내는 워싱턴 한인들밴쿠버 빛내는 워싱턴 한인들밴쿠버 빛내는 워싱턴 한인들

설 기념일 선포증 전달설 기념일 선포증 전달설 기념일 선포증 전달설 기념일 선포증 전달

““““재정투명성 기할 것재정투명성 기할 것재정투명성 기할 것재정투명성 기할 것””””

타 단체와 공조 확대타 단체와 공조 확대타 단체와 공조 확대타 단체와 공조 확대

““““선교사 선교사 선교사 선교사 1,0001,0001,0001,000명 파송 목표명 파송 목표명 파송 목표명 파송 목표””””

““““함께 모이니 더 신나요함께 모이니 더 신나요함께 모이니 더 신나요함께 모이니 더 신나요””””

““““하나님이 북한 변화시킬 것하나님이 북한 변화시킬 것하나님이 북한 변화시킬 것하나님이 북한 변화시킬 것””””

미국학교에 한국어반 신설 추진미국학교에 한국어반 신설 추진미국학교에 한국어반 신설 추진미국학교에 한국어반 신설 추진

““““비즈니스 네트워킹 도와 드려요비즈니스 네트워킹 도와 드려요비즈니스 네트워킹 도와 드려요비즈니스 네트워킹 도와 드려요””””

한국 선수 연일 승전보에 한인사회도 한국 선수 연일 승전보에 한인사회도 한국 선수 연일 승전보에 한인사회도 한국 선수 연일 승전보에 한인사회도 ““““신난다신난다신난다신난다” ” ” ” 환호환호환호환호

““““미국에 감사하는 전통 계승미국에 감사하는 전통 계승미국에 감사하는 전통 계승미국에 감사하는 전통 계승””””

““““무료로 치아 뽑아드립니다무료로 치아 뽑아드립니다무료로 치아 뽑아드립니다무료로 치아 뽑아드립니다””””

““““소수계소수계소수계소수계, , , , 수주 계약 확대수주 계약 확대수주 계약 확대수주 계약 확대””””

‘‘‘‘GMU GMU GMU GMU 코리아센터코리아센터코리아센터코리아센터’’’’힘 모은다힘 모은다힘 모은다힘 모은다

““““센서스 가장 사기 조심센서스 가장 사기 조심센서스 가장 사기 조심센서스 가장 사기 조심””””

““““한인침례교회 협력 도모한인침례교회 협력 도모한인침례교회 협력 도모한인침례교회 협력 도모””””

  더보기
 

혼다혼다혼다혼다 

어코드어코드어코드어코드 

인피니티인피니티인피니티인피니티 

FX35FX35FX35FX35 

인피니티인피니티인피니티인피니티 

G35G35G35G35 

렉세스렉세스렉세스렉세스 

RX300RX300RX300RX300 
 

한국일보 웹사이트 이메일 인증도입

온라인 자동차 광장 오픈

한국일보-YAHOO Korea 온라인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17. 

 스님들을 욕한, 양심의 가책... 

 종교에 대한 나의 생각 

 종교에 대한 너의 생각. 

 상담학,교육학,선교학,신학공부의 기회.. 

 영어 공부하실 분 

 PIANO TUNING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통기타 찬양.. 

 소형TV,,소니오디오,, ,TV 스탠.. 

 중고 낚시장비 삽니다.( 수리전문).. 

 홍콩 특SA급브랜드가방,시계,지갑,신.. 

 Frigidaire Dish Washer 디시워셔 팝니다 

 카펫 모든바닥 크리닝 최고로 잘할려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민박 또는 단기 렌트.. 

 이사를 고려중이면 먼저 이곳을.. 

 좋은 장소에 이만한 가격의 사무실은 .. 

 ■[담배초특가]신상담배 가격인하..!.. 

 ■□■□우리담배초특가세일 ■□■□.. 

 새차,중고차,리스(다양한차종,저렴한가.. 

 
Must-Have Item 비데 무료 배송 - Luxury 

Supreme 비데 Sale 

오늘‘코리아 금맥� � ..

금연.금주 ‘우수� � ..

용역회사 스폰서는 기각 ..

에이전트도 면허 따야

사슴 사냥 최근 두 시즌..

급우 살해 십대 42년 ..

타이거 우즈 오랜 침묵 깨다

기자의 눈 / 선거일정 ..

SV한인회, 성금 4,9..

“한국팀 선전에 신납..

링컨재단 장학생 선정 영예

“전문인 통하면 절세..

“백 번 잘해도 한 ..

악명 높은 머서 길 곧 ..

말썽 성인업소 매춘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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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거래 20..

지광스님, 18일 한국학..

하와이 한인배구협회 신임..

불황에도 대학등록금은 고..

뷰포드길 대대적 재개발

한국, 주말에도 금빛사냥..

중남부 지역한인 네트워킹..

“범죄 피해자 보상 ..

“투표권 박탈로 인권..

"호의 베풀며 돈 빌려달..

네스비트  1,00..

레이튼 “일자리가 늘..

항공기 보안 조치 일부 완화

집안 에너지 효율 높이는..

고용시장 취업경쟁률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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