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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계미국인들의평등과정
의를 위해 초당파적으로 힘을 모
으고 있는‘80-20 이니셔티브
(80-20 Initiative)’가 2일(토) 오
후포스터시티크라운플라자호텔
에서 오바마 후보 지지를 선언했
다.
11명의 공화당 대리인, 11명의

무소속대리인, 11명의민주당대
리인의 33인으로 이뤄진 80-20
이니셔티브대리인단은열띤토론
끝에 아시안들의 평등과 정의를
위해서는오바마후보를지지하는

것이옳다는결론을도출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빅터 리 대

리인은“나는 아시안들의 동등한
권리를요구한다”며“매케인이설
문에답하지않은것에대해대단
히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
다.
이날 유일한 한인 대리인으로

참석한 세인트루이스 미주리대학
김 송 교수는“처음 80-20 이니
셔티브에서힐러리후보만설문에
답을해와힐러리후보지지를선
언했는데 아시안들의 70% 이상

이힐러리후보를지지한것을보
고 오바마 후보도 1월 31일 설문
을 작성해 보내왔다”고 말했다.
김 송 교수는 그러나“공화당 매
케인 후보가 아시안계인 바비 진

달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면 다
시한번지지후보결정을위한토
론을 열겠다는 방침이 있어 후보
가 변경될 약간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말했다.    <박승범기자>

‘80-20 이니셔티브’지지선언

“아시안표오바마로모으자”

SJ세탁협회, 장애우돕기기금전달

산호세 드라이클리너스 협회
(SJKDA)는 2일(토)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단체‘밀알선교단’과
‘장애우의 벗’ 에게 지원금
4,040달러를전달했다.
이번 지원금은 SJKDA가 주

최하고본보특별후원으로지난
6월29일(일)에 열린 북가주 한
인장애우돕기자선골프대회행
사수익금이다. 
SJKDA는 3년째 장애인들을

위한지원을해오고있다.
기금을 전달한 최문규

SJKDA회장은“불경기로 인해
예전보다적은액수가모였으나
행사에 참여한 모든 회원들과
솔선수범하여 1,900달러 성금
을 더 지원한 협회이사진에 감

사하며앞으로도뜻깊은사업이
계속돼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고밝혔다.
밀알선교단 천정구 목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올해에도
여전히장애인들에게관심과격
려를 보내주는 SJKDA에 감사
와축복이있기를바란다”고말
했다. '장애우의벗' 행사에참석
한 임흥순 전 회장은“SJKDA
의 도움으로 장애인들과 그 가
족들을 위한 주말 정기교육 및
레크레이션행사가확고히자리
를 잡게돼 무엇보다 기쁘고 이
처럼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이
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
다”며감사의뜻을전했다.

<함영욱기자>

제3회 자선골프대회기금 4,040달러

SJ드라이클리너스협회원들과장애우의벗, 밀알선교단대표. 사진
앞줄왼쪽에서오른쪽으로두번째부터임흥순(장애우의벗전회
장), 천정구목사(밀알선교단), 최문규(SJKDA 회장).

산호세드라이클리너스협회

(SJKDA)가
오는 24일
(일) 오후 1

시바소나팍에서시관계자들을

초청하여 2008야유회를 개최
한다. 이번 야유회 행사에는 척
리드 산호세 시장을 비롯해 단
빌 켐벨시장, 들로레스 카알 산
타클라라 검찰총장, 테이빌 굴
러 켐벨검찰총장, 스캇 시몬 로

스가토스경찰서장도참석할예
정으로지역사회한인들과시행
정담당자들간의친목을도모하
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SJKDA
행사관계자는말했다.

<함영욱기자>

시관계자들과함께친목도모
SJ드라이클리너스협회 2008 야유회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이민수
속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L/C)
신청서 처리기간이 약 4개월에
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감사(AUDIT)를 받게

될경우에는 16개월이상걸리
는것으로조사됐다. 
연방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PERM을통해접수된노동허가
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처리되고 있는 노동허가

서 신청서는 2008년 4월 접수
분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로 수
속기간이 120일 정도 되는 것
으로파악됐다. 
또 문제가 있어 감사에 걸린

신청서들의 경우에는 현재
2007년 3월 접수분이 처리 중
으로최소 16개월정도걸리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노동부가 PERM을 도

입하면서 노동허가서 신청서
수속기간이 4~6주 내로 단축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이 전혀
빗나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
는것이다.

<김노열기자>

‘노동허가’ 처리
4개월이나걸려

감사걸리면 16개월이상

기간단축기대빗나가

연방하원에 계류 중이었던
취업이민 확대 법안이 1일 하
원 소위원회를 통과해 취업영
주권 쿼타가 한시적으로 증원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간
호사에 대한 취업영주권 특별
쿼타부여안도이날하원소위
를통과했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이민

소위원회는이날조로브렌의
원이 발의한 HR 5882(미사
용취업영주권쿼타재사용법
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
성 8, 반대 1로법안을통과시
켰다. 
이 법안은 이민당국이 사무

처리 지연으로 과거 회계연도
에사용하지않고사장됐던영
주권 쿼타를 복원해 재사용할

수있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재
사용할수있는취업이민영주
권 쿼타는 21만8,000개로 추
산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극심한 취업이민 적체에
숨통이트일것으로전망된다.  
또 이날 하원 법사위원회는

외국인 간호사들에게 한시적
으로 취업영주권 특별쿼타를
부여하는 내용의 H.R. 5924
(간호사취업이민특별쿼타법
안)도 찬성 7대, 반대 2로 통
과시켰다.
이 법안은 3년 한시로 매년

2만개의 영주권 쿼타를 외국
인간호사에게부여할수있도
록하고있다.     

<김상목기자>

‘취업영주권미사용쿼타’빛보나

이민관련법안 2제

<1면서계속>
▷ 이번 부시 대통령의 원상복귀
지시는 미국의 중립 정책과는 다
르게 한국측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여지가있지않나.
-그렇게 보일 가능성도 있다. 하
지만최근부시대통령이독도문
제는 한일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
라고 밝힌 바 있다. 독도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으로 미국 대통령이 독도 문제에
대해미국의중립입장을밝힌것
이다. 
미국지명위원회의 주권미지정지
역 표기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도있다.

▷ 한미정상회담에서 독도 관련
의제가다루어진다면?
- 전세계에 부시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옆에서 독도 분쟁을 알리

게된다. 현재한국, 북한, 일본외
에독도문제에대해관심있는국
가는없었다. 
이번에한미정상회담에서부시대
통령이독도분쟁에대해중립입
장을 표현하면 전세계에 독도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국
익에도움이안된다.
▷ 일본이 무력을 사용해 독도를
점거할가능성이있는가.
-일본 대사관에서 6년간 일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그럴 가능성은
0.00001%라고생각한다.
▷ 한국 정부,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기본적으로 일본은 독도를 가질
수 없다. 국제사회에 독도를 한국
령으로인정받도록학술연구를많
이 하고 한국의 입장을 차분하고
자신있게설명해야한다. 
일본은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는
데 이것을 견제하는 외교적 역할
을하면문제가없을것이다.         

전국무부한국과장인터뷰

‘전자 노동자격 확인 프로
그램’ (E-verify)이 5년재연장
된다. 
연방 하원은 오는 11월 말

로 시효가 만료되는‘전자 노
동자격확인프로그램’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H.R.6633)
에대한표결을실시해만장일
치에가까운찬성 407대반대
2로통과됐다. 
이민자의 불법취업을 방지

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직원 채
용시사회보장번호를토대로
노동자격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수있도록하는프로그
램이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연방정

부 및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은 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그러나연방정부및관련기

관과거래가없는기업들은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사용해야
할법적의무가없어국토안보
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를권장하고있을뿐이다.

<김상목기자>

‘노동자격온라인확인’ 5년연장

2일(토) 오후포스터시티크라운플라자호텔에서열린‘80-20 이니셔
티브’기자회견에서임원들과대리인단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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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하고경험있는웨이트리스

영어필요, 좋은인컴

미국식아침/점심식당

SF 다운타운

Full Time 7AM~2PM

415-235-5279(2~5PM 전화요)

카페테리아캐쉬어/쿡구함

새크라멘토지역

714-619-1652

스시맨구함능력별우대

알래스카지역항공료/숙식제공

907-350-9487

웨이트리스/웨이터

스시맨구함

408-655-8334

스시헬퍼구함

Menlo Park 지역

650-325-0444/400-5252(C)

로렌스플라자내식당F/P

초보자/유경험자OK

408-373-9668

스시맨/웨이트리스

SF 지역

415-264-8933/672-5906

델리샵에서일하실분

월~금SF 지역

415-434-4634

Fish & Chip에서일하실분

영어약간필요SF 지역

415-771-6477/516-3932

플레젠튼에새로오픈한

일식집, 웨이트리스F/P 

408-625-9128/206-788-5855

스시맨/스시헬퍼

사라토가/산마테오지역

650-773-3991

카페테리아에서일하실분

P/T 알라메다지역

925-785-2379

일식당웨이트리스/웨이터

영어가능자, 영주권자우대

510-368-1449/368-0671

궁전부페캐쉬어구함

근무시간:화~일5PM~10PM

408-318-4235

주말에만일하실스시헬퍼구함

산호세지역

408-891-3344

웨이트리스/스시헬퍼구함

오클랜드Fruitvale 지역

415-819-8274/495-2007

웨이트리스, 주방헬퍼구함

최가네쌈밥, 산타클라라

408-966-9630

카페테리아에서일하실분

Sunnyvale 지역

510-754-1814

스시쉐프/일본쿡주방장/웨이트리스

경험자우대, 산마테오지역

650-393-0105/393-0104

웨이트리스/주방쿡구함

버클리에서10분거리일본식당

415-265-9918

웨이트리스P/T

나가노스시SF 지역

650-685-6141

스시쉐프급구F/P 모모스시

일손빠르고성실하신분

프리몬트지역415-652-7990

웨이트리스/웨이터구함

한국식당

415-317-0048

커피샵에서일하실분

오클랜드지역월~금

510-414-1038

베스타빵집에서일하실분

PM3:00- 9:00, 주6일, 워크포밋

408-551-0210/218-3630

주방에서 일하실 분급구

오클랜드EM 마켓

510-834-3651

간단한집안일하시며

학생픽업해주실분F/P

Hillsborough지역650-558-8636

음식잘하시고가정일하실분

입주요함경험자우대

408-799-1972/483-6707

Metal Trimmer, 

Porcelain/Build-up 구함

유급휴가, 병가, 

의료보험

University Dental Ceramics, Inc.

650-323-1302

미용사구함

SF 기어리, 경험자우대

415-816-7754

C2 Education Centers 직원모집

Director/Assistant Director 구함

4년제대학졸업자

이중언어필수

Marketing or Sales 경험환영

타주근무가능한분도환영

Salary + Commission + Bonus-

$50,000 이상가능

건강보험,유급휴가,401(K), 

차량유지비등Benefit 제공

H1B or 영주권스폰서가능

Send Resume: 

c2jobs@c2educate.com 

www.c2educate.com

Fax: 770-623-1600 

1-800-777-7000 

Drain Doctor & Electric USA

사무직과Field 직원모집

주말Part Time trial work 환영

*Marketing Staff - Good sales,

telemarketing skill & Excellent

Human Relationship.

*Database & Web Site Designer

-Keep upgrade and maintain

software.

*Plumber

2years Exp. in Plumbing field or

3years Exp. in Construction field

Field Manager : 평균$120,000

Field Tech : 평균$80,000

Electrician with Plumbing Exp.

TEL : 408-313-1242

FAX : 408-987-9901

480 Aldo Ave. S.C. CA. 95054

E-mail : john@draindoctor.com

직원 모집

한국인의대표신문한국일보가

사명감으로함께일할

성실한인재를다음과같이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리셉션니스트및독자부(F/T)

-PC, 엑셀, 워드사용가능한분

-영어약간

*혜택 : 의료보험/유급휴가/401K 

*자격 :

미국에합법체류신분으로

취업에결격사유가없으신분

*제출서류 :

이력서1통과자기소개서를

우송바람

*제출마감 : 2008년8월15일

*제출처 : 

The Korea Times SF

8134 Capwell Dr. 

Oakland CA, 94621

(우편발송시겉봉에

'직원모집응모' 기재요망)

한국일보샌프란시스코

여행사직원모집

SF 근무자

415-567-0561 담당김준형

뷰티서플라이매니저구함

F/P Fair Field 지역

707-816-9251

세탁소카운터영어필수

스팟하실분, 세탁소일배울분

408-378-8828/691-6905

세탁소카운터구함

S. SF, Full Time

925-640-1441

카운터/빨래/스파팅/프레스

유경험자

415-686-4224

세탁소카운터구함

F/T 산마테오지역

650-343-2680

Alteration 구함

플레즌튼지역

925-463-8900

입주가사도우미구함

나파밸리지역

세식구

청소하는사람따로있음

주6일근무월$1,800

707-942-0851/363-5192

세일즈매니저구함

Field/Teller Marketing

408-655-7758

LG 오휘화장품구입&

방문판매사원

408-515-3218

자녀들에게좋은기회. 교육인터넷

사이트.학생기자들을뽑습니다.

www.hiusa.kr 참조

컴퓨터잘하는신세대부업하실분

e-mail interest to :

lsells@teamsuccessgenix.com

방하나, 욕실완비, 여자분/여학생

오클랜드좋은지역, 버클리10분거리

510-381-1431

2Br/1.5Ba 타운하우스$1,200

샌리엔드로지역

510-357-4856/856-7989

방하나렌트$450 PG&E 포함

샌리엔드로지역

510-427-2044/357-8765

2Br 부엌/욕실별도$1,000

PG & E 포함SF 선셋지역

415-564-0630

New 방두개렌트, 선셋지역

화장실, 부엌별도

415-731-4500

방2개, 화장실1개

S. 알마덴

408-391-2670/268-1064

1Br/1Ba 4flex $1,000

서니베일, 540 Fair Oaks 

408-268-5497/415-387-2005

방하나$600 가구일체

여자분, 산라몬Cal High 근처

925-556-1520

1Br/1Ba 하우스1Car Grarage

벽난로, 미션산호세$1,500

510-468-8024/353-4000

하숙/렌트, 인터넷가구유틸리티

프리몬트Fwy 680/880 근처

510-490-6746/364-3967

3Br/2Ba 2Car Garage 하우스

뉴왁지역, 초등학교2분거리

$1,950  408-710-5770

3Br, 2Ba 단독주택

린브룩스쿨디스트릭

408-334-8903

넓은1Br, 2Br

쾌적하고안전한지역

408-828-9505

2Br/1Ba $1,300

완전새집, 샌리엔드로

510-825-6371

방하나$500 PG&E 포함

소노마대학근처, 남학생

415-531-4922

사무실렌트Santa Clara

400~500 sqft. 교포시장건너편

정관장2층408-209-7474

박승부동산 408-448-0991

*세탁소플랜트$22만산호세

Good Location

*Fish & Chip $12만9천프레즈노

*단독주택$685K 4/2 Fremont

*타운하우스$265K 3/1.5Short Sale

Many Bank Owned House

김애니부동산 415-962-0174

www.sfproperty.net

1.카페-소마, SF $145K

2.카페-SF 금융가$600K

3.카페-SF 금융가$490K

4.Pizzeria-SF 금융가$160K

5.피자가게-SF N.Beach $55K

6.아침/점심식당-마리나SF $235K

7.편의점-SF 금융가$189K

8.Taqueria 식당-SF다운타운$175K

9.Taqueria 식당-SF다운타운$89K

10.Gift Basket-SF금융가$145K

11.코인라운드리/Huka담배가게

SF 선셋지역$225K

12.미용실-SF 리치몬드$95K

13.미용실-SF 금융가$395K

14.보석가게-SF유니온스퀘어$65K

15.옷가게-SF 재팬타운$200K

16.옷가게-SF Castro $120K

17.비디오가게-SF 미션$70K

18.피시&칲-오클랜드$135K

19.Tanning Salon-산부르노$115K

20.Verizon 에이전시-버클리$35K

21.미용실-프리몬트$80K

*22.Shopping Strip-캐스트로밸리

$4.5Mill

(annie7k@pacbell.net)

이희계부동산 510-407-3141(직통)

1.한국식당$38만<뉴왁>

중국쇼핑센터, 좋은매상, 인컴

2.햄버거$10만<샌리엔드로>

번화가, 공장지대주택단지

3.Bakery $10만<오클랜드>

플라자안에위치, 좋은인컴

4.Liq & MKT $55만<오클랜드>

Net $2만/월$15만다운SBA승인

5.Liq & Deli $39만<버클리>

Wine, 캐더링전문, 칼리지애비뉴

6.Market $47만<퍼시피카>

월$6만렌트$4,600 아파트포함

7.요구르트샵$25만<마운틴뷰>

성업중, 풀키친, Bakery 포함

8.순두부식당$12만5천<뉴왁>

한식전문가전망좋음, 좋은렌트

9.Beauty Supply $30만<에머리빌>

좋은쇼핑센터, 좋은조건양도

10.햄버거$9만5천<샌리엔드로>

단독건물, 경험자전망좋음

11.세탁소$12만<쿠퍼티노>

Agency 좋은매상주인은퇴

12.일본식당$10만<프리몬트>

주인은퇴, College앞, 좋은렌트

강상철 부동산 925-200-3939

1. 프랜차이즈아이스크림/

햄버거가게$35만

Alameda, 월매상$2만5천

렌트비$3,700 넓은주차장

유명프랜차이즈로쉬운운영

공원입구의단독건물

2. 큰쇼핑몰안의세탁소$35만

East Bay , 월매상$만8천

Anchor 테넌트옆에위치한

가능성많은위치

3. 세탁소에이전시$5만

Lafayette  다운타운위치

수선하시는분께적합낮은렌트비

미주부동산 408-243-2424

-좋은사업체/E-2비자가능업체-

1.식당& 스포츠바

- 산호세/알비소$165K

2.한국식당$150K 콩코드

3.12년전통한국식당- $250K

4.중국식당$185K - Palo Alto

5.피쉬& 칩$125 - 오클랜드

6.일식당$169K, 250K, 280K,

290K, 360K, 390K, 500K

산호세, 산타클라라, 산마테오,

버클리, 콩코드, 몬트레이+

미국식아침& 점심식당매매

벌링게임지역

새것에가까움

매매가격$189K

사실분만문의원함

415-519-6240 Kate

*Los Altos 397 Main St. $219K

*E.Bay Rest/Bar+Bqt Room

+Real Estate, $438K Profit

*SF Marina Rest/Bar $595K

*Several Chinese Restaurants

415-945-9701, 100+ others

www.restaurantrealty.com

박우주부동산 925-687-7737

*Motel $4,250,000 Concord

$6,700,000 Sacramento

*Gas w/Land 

$1,575,000 San Ramon

$1,925,000 Hayward

$7,850,000 Pleasanton

*Liquor  $785,000 Martinez

$1,200,000 Concord

*Cleaner $930,000 East Bay

$950,000 East Bay

김홍덕부동산 916-837-0123

1.햄버거샵1,700sqft. Lease

2.샌드위치샵$95,000

가장좋은장소

3.세탁소Plant 급매$65,000 

Rent $1,680

김옥희부동산 415-225-0716

1.샌드위치샵$6만

편안한공간, 좋은이웃

2.헤어/스킨케어

멋을창조시키는미용실

$12만SF

더블린지역헤어살롱매매

Busy Shopping Center

510-305-7298 Mrs. Kim

장비값만내고샌드위치/커피샵

인수하실분연락요망

925-777-1918 Kim

치즈스테이크& 햄버거샵$8만

알라메다Park St. 좋은위치

510-523-4120(B)/846-1685(C)

SF일본식당, 세탁소-샌부르노

미장원(얼굴,머리,손톱) 

A.G.T. 650-872-1761

새크라멘토일식당$38만주6일

연매상$50만이상, E-2 가능

렌트$2,000  916-233-7892

옷수선가게매매

좋은위치, 높은매상

916-988-8228

햄버거샵 매매 $37만

오픈(월~토), 콩코드지역

925-918-2649/918-2648

마켓+델리매매

오클랜드힐지역

925-817-0555

안정된 CASH FLOW 투자 기회

미전역최규모코인라운드리

전문회사신개발사업체

*새크라멘토-$590K, 저소득

렌탈, 모빌홈밀집지역

*프레즈노-$640K reduced $490K

파격적가격인하, 3,000sqft.매장

아파트지역

*퍼시픽그로브-$420K 살기좋은

몬트레이에안정된사업체기회

*오클랜드-$410K 새장비좋은리스

그외샌디에고, 애리조나, 

시카고, 텍사스타주

Rebecca Chung 510-715-6697

신덕현부동산 650-722-0100

1.$27만5천, 연매상$17만

하이드로카본기계, 밀브레이

완벽한장비

에이전시오너좋은기회

2.$35만,연매상$29만

+호텔어카운트

새장비, 좋은리스조건, 샌리엔드로

3.$33만, 연매상$22만, 마운틴뷰

4.$33만, 연매상$22만S.SF

New Dry cleaning plant

in Downtown SF, great location

Just $245,000

includes 6 months free rent

email : cleantech@yahoo.com

650-291-4572 Stu

세탁소매매$56,000

SF 지역

510-550-7255

세탁소매매$39만뉴리스

하이드로카본상코사SJ지역

김신정부동산415-407-1090

Agency $195K

Gross Sale $310K, Best Location

Susan 925-330-8141

세탁소매매$99,000

SF 북쪽바닷가지역

510-550-7255

세탁소에이전시매매

엘세리토지역싼렌트

925-297-7836

코인라운드리$30만

Net인컴$5천, 워시&폴더포함

몬트레이 831-431-3154

세탁소에이전시매매$5만

이스트베이지역, 연매상$9만+

510-529-5165

무빙세일, 모든가전제품

주중4시이후전화요망

408-771-8775

97년아큐라인테그라$6,250

13만마일, 빨간색

925-556-1520

2007년현대엘란트라SE 은색

2만4천마일, 상태최고$1만3천

510-932-8286

대한렌트카

여행오신분, 주재원환영

408-244-1200/499-6145

산호세 렌트카

장기/단기/출장자/공항픽업

408-605-5356

글로리아피아노

북가주최대의한인딜러

-북가주유일영창공인딜러

-일본직수입Yamaha, Kawai 

-최고품질, 최저가격보장

-Yamaha U-1 2150부터

-삼익, 영창공인딜러

외유명브랜드다수보유

-피아노조율수리전문센터

-Tel 408-244-3555

-3402 El Camin Real 

Santa Clara CA 95051

-교포시장건너편

바이올린 레슨

SF Conservatory 졸업

콩쿨, 오케스트라, 음대오디션지도

10년지도경력,취미/초급도가능

현Stanford Church 반주자

SJ 지역408-206-6128

집안일/아이돌봐주실분

출퇴근, 산라몬지역

510-502-0330

광고문의 510-777-0909/구독신청 510-777-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