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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됐지만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신청자들이 애

를 태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미 국부부가 10일 발표한 12월 

비자 공보에 따르면 한인들이 많

이 이용하는 취업이민 3순위의 우

선 수속일자가 10월 이후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숙련

공은 2002년 6월 1일, 비숙련공은 

2001년 6월 1일로 전달과 같은 날

짜에서 우선 수속일이 멈춘 상태

다. 하지만 지난 달 3년 연장이 확

정된 일반직 종교이민과 50만 달

러 이상의 시범 지역투자 이민은 

재개돼 이 부문 이용자들은 한숨

을 돌리게 됐다.

이와 달리 가족 초청이민은 부

문별로 소폭이나마 진전을 보였

다. 시민권자 미혼자녀인 1순위의 

경우 2003년 10월 15일에서 2004

년 1월 22일로 앞당겨졌다. 영주권

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

녀(2순위A)의 경우 2005년 8월 15

일에서 2005년 11월 1일로 10주,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B)는 4주가 진전됐다. 시민권자

의 기혼자녀와 형제자매 등 3순위

와 4순위 문호도 10주가량 빨라졌

다. 이와는 별도로 취업이민 1순

위와 2순위, 그리고 4순위인 성직

자 종교이민 등 특수이민과 투자

이민은 11월에도 전면 오픈됐다.     

       ▶ 2면 영주권 문호표 참조

남북한 해군 함정이 10일 오전 

10시27분(한국 시간) 서해 북방한

계선(NLL) 이남 대청도 인근 해

상에서 교전했으나 우리측 사상

자는 없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

혔다. 합참은 이날 "북한 경비정

이 서해 대청도 동쪽 6.3마일 지

점의 NLL을 0.7마일가량 침범

해 우리 해군이 여러차례 경고통

신을 했으나 경비정은 이를 무시

하고 계속 남하했다"면서 "해군

은 북측 경비정에 경고사격을 하

겠다는 경고통신까지 했으나 물

러나지 않자 교전규칙에 따라 경

고사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북한 경비정은 남측 고속정을 향

해 '직접사격'을 가했으며 우리측 

고속정은 교전규칙에 의해 '대응

사격'을 가해 북측 경비정을 퇴각

시켰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합참

은 "교전 과정에서 우리 측 사상

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측 함정은 연기가 날 

정도로 반파되어 북한으로 되돌

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상에는 우리 어선 9척

이 있었으나 모두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됐으며 교전은 10분간 

지속된뒤 종료됐다. 이번 교전

은 1999년 6월15일 1차 연평해전

과 2002년 6월29일 2차 연평해전

에 이어 7년여 만이다. 합참은 북

한군의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

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

붙였다. 

미국 내 다른 대도시에 비해 

센서스 홍보활동이 뒤쳐진 것

으로 평가 받았던 필라시가 10

일 시정부와 각계 커뮤니티 대

표들이 참여한 대규모 캠페인 

추진위원회를 구성, 2010년 인

구센서스 홍보에 박차를 가하

고 나섰다.

마이클 너터 시장은 이날 12

시부터 시청 강당에서 밥 브래

디 연방하원 의원, 애나 C. 베

르나 필라시의회 의장, 오더리 

브론슨 주교 등 추진위 공동의

장과 한인과 히스패닉 등 각 커

뮤니티를 대표자 15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열린 홍보 캠페인 

발대식 행사를 주관했다. 이 자

리에서 너터 시장은 “2010년 

인구센서스는 필라가 성장하

는 도시라는 것을 보여줄 절호

의 기회”라며 “체류 신분에 상

관없이 필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

고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함께 기울이자”고 강조

했다. 시장은 또 센서스 결과에 

따라 연방정부의 각종 지원이 

결정되며, 연방정부는 물론이

고 필라시나 비즈니스 대표들

도 이 자료를 토대로 어디에 학

교나 관공서를 지을지, 어디에

서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할 지

를 판단하고 결정한다며 센서

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너터 시장은 또 이날 행사 막바

지에 ‘체류 신분 확인 금지 행

정명령서’에 서명해, 이민사회

가 센서스에 적극적으로 동참

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

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해리스 바

움 명예 총영사와 김경택 한인 

홍보추진위 실행위원장이 필

라 한인을 대표로 참석했다.

김경택 위원장은 필라시가 

센서스 홍보활동을 대대적으

로 펼칠 것으로 보인다며 한인 

추진위도 이에 발맞춰 더 활발

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은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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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성 교정 치과

Cooper Beach 초등학교 건너편[ [

T.215-885-6020
Abington

T.215-348-5301
Doylestown

www.orthodontist4u.com
블루벨 패밀리 치과

임플란트/투명교정/교정/
치주^신경^보철^충치 치료
월,화,목,금 11:00~7:00
토 10:00~4:00

(블루벨 자이언트 수퍼 맞은편위치)1732 Dekalb Pike
Blue Bell, PA19422 www.bluebelldentist.com

610-278-1110

215-680-1015

김일환부동산
Steven Kim, ABR, CFHS, CNHS

Cell : 215-680-1015

Direct : 215-680-3112

Office : 215-542-2200

Certified New Home Specialist  Accredited Buyer Representative  Certifed International Fine Home Specialist  Certified International Re-Location Specialist

*Market Value Estimation  **653 Skippack Pk., Bluebell, PA 19422  An independently owened and opperated member of Prudential Real Estate Affilitates, Inc

Blue Bell Office              Newtown/Yardley              Center City              Main Line              Exton OfficeABR CFHS CNHSAccredited Buyer Representative Certified Fine Homes Specialist Certified New Home Specialist

Chong Hong
215-667-7197

홍난숙(Nan S. Hong)

267-474-8419
Jane Woo

215-680-3112
김연희(Angie Kim)

267-243-3893
유재범(Jai B. Yon)

215-266-6380
Jay Peterman

215-806-2836

ABR CFHS CNHSAccredited Buyer Representative Certified Fine Homes Specialist Certified New Home Specialist

전문취급업무

서비스 업무

기타업무

Rock Solid in

      Real Estate
- 새 주택 전문 (New Construction Specialist)

- 처음 집을 사시는 분,  Move-up,  Down-sizing

- 싱글  &  타운하우스,  콘도,  쇼핑센터,  호텔,  창고 & 도매상 건물  

- 주택 및 쇼핑센터,  투자용 빌딩,  상가의  매매가 측정 

- 1031 Exchange 세금 연기 Program for Investments 

- Re-Location:  국내외 기업체,  주재원,  교환교수,  의사,  유학생

- 투자용 부동산 수익성 분석 

- 투자용 건물,  빌딩,  쇼핑 몰,  상가 매매 및 관리 분석

- 골프장,  상가 신축,  토지개발업무,  주택  &  상업용 융자업무 

조성식(Sung Cho)

215-501-0582

대표전화 (215)935-5000 50￠

서재필 박사가 살았던 필라의 

기념관을 복원하고 별도의 교육

관과 함께 동상을 건립해 미주 지

역 한인 개척자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관광 명소로 활용하자는 방

안이 마련됐다.

서재필 박사 유품반환추진위

원회(공동 추진위원장 정환순 방

무성, 회장 정학량)는 10일 회동

을 갖고 한국으로부터 서 박사 유

품을 반환받을 시점에 맞춰 서 박

사의 기념관 복원과 교육관 건립

을 동시에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

다. 서 박사 유품반환 추진위가 

마련한 기념관 4단계 복원 사업 

계획에 따르면 ▶기념관 1층 구

조를 복원하고 3층을 개조한데 

이어 ▶200평 규모의 교육관(강

당)과 주차장 신설 ▶기념관 2층

을 복원 유물을 전시하고 ▶동상

을 건립하기로 했다.

취진위는 기념관 1층에 서 박

사가 가족과 생활했던 모습을 중

심으로 한 생활용품 전시관과 함

께 리빙룸에 독립의 선구자로서 

독립신문과 독립운동에 활동했

던 자료를 전시키로 했다.

또 2층을 4개의 방으로 복원해 

서 박사의 서재와 친필 서명이 있

는 일부 서적을 전시하고 서 박사 

부부의 침실과 가구외에 의료도

구 등 의사로서 서 박사의 유물

과 한-미간 관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선 기독교인 서 박사의 유물

을 전시하기로 했다.

유품반환 추진위는 특히 기존 

기념관 복원 시설 옆에 들어설 

100석 규모의 강당을 초 현대식 

다목적 용으로 건립, 현재 기념관

에 부착돼 있는 전시패널을 강당

으로 이전하고 서 박사의 생전 활

동 모습이 담긴 영상물을 상시 감

상할 수 있도록 구상했다. 4단계 

작업으로 추진될 동상건립도 워

싱턴 영사관 앞에 있는 입상과 차

별화를 두기위해 좌상으로 건립

해 벤치에 앉아 독립신문을 읽고 

있는 서 박사 동상을 배경으로 방

문객들이 나란히 앉아 기념촬영

을 할 수 있도록 구상했다.

여기에 함께 꾸며질 정원도 일

본색이 강한 벚꽃 대신 한국을 상

징하는 소나무와 무궁화 철쭉 매

화 등으로 4계절 꽃을 볼 수 있도

록 계획했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별도의 모

금위원회를 구성, 필라 한인 역사

상 가장 큰 모금액인 1백만 달러

를 목표로 범 필라 한인동포 모금

운동에 나서는 동시에 본국으로

부터 400만 달러 정도의 예산을 

지원 요청하기로 했다.

방무성 추진위원회 공동위원

장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멋

진 서재필 기념관을 이곳 필라에 

건립한다는 목표로 동포들의 참

여와 한국정부의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데 모두가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추진위는 서 박사 탄생일인 내

년 1월 5일에 맞춰 공식 출범키로 

했으며 그에 앞서 몇 차례 모임을 

갖고 유품반환 일정과 교육관 건

립기금모금 방법 등 세부적인 대

책을 논의키로 했다.    

                 박철승 편집위원

유품 반환에 맞춰 새 교육관·동상 건립

서재필 기념관 복원 추진

필라 한인들의 관광명소로 활용

유품반환추진위 사업 계획 마련

캠페인 발대식장을 찾은 너터 시장과 암스트롱 필라지역 인구센서스 담당

관(사진 왼쪽 끝)이 김경택 실행위원장과 그레이스 공 아시안 조사 책임자, 

조신주 필라시 이민자 비즈니스 담당(오른쪽부터) 등을 격려하고 있다.

필라 센서스 캠페인 시작
아시안 등 15개 추진 위원회 가동

체류신분 확인 금지

남북 서해 해상서 7년만에 교전

북한 함정 NLL 침범 반파된 채 퇴각 

관련 기사 2면, B섹션

서재필 박사 유품반환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임을 갖고 기념관 4단계 복원사업과 교육관 신설과 관련, 재정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좌로부터 방무성 공동위원장, 정학량 회장, 정환순 공동위원장. 3순위 숙련공 우선일자 2002년에 정지

취업이민 문호 또 제자리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