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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KDsvoSGo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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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nYhHuKX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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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nbitv.com/news/detail.php?id=2745
https://youtu.be/YtQGVozbt8w






https://youtu.be/LJpLcsf3D7U
https://youtu.be/d6c56FDWapc
https://youtu.be/PCEQ1X-sW8g
https://youtu.be/GQpomM9WzH4


https://youtu.be/nBCABMWKAdc
https://youtu.be/5ABq6aDhl-A
https://youtu.be/9HLyhEdh92E
https://youtu.be/9KTRnoAACVU


https://youtu.be/NBxxl1M2guQ
https://youtu.be/P9nHQ3IFkUg








136-89 37th Ave. 1st FL., Flushing, NY 11354

T. 718-321-2526문의: 송사라 집사

애플통증병원애플통증병원

뉴욕 유일의  줄기세포 치료병원인 애플통증은 전문의료진들이 상

주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직장상해 전문병원으로 사고로 

손상된 각종 관절, 힘줄, 인대 등 연골 강화, 재생 치료를 제공하여 일

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기대할 수 있는 전문병원입니다.

내시경 레이져 시술은 국소마취로 가능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며 

신경노출이 현미경 시술에 비해 적어서 신경유착이 잘 생기지 않습니

다. 또한 자가줄기세포 이식술 및 무릎 연골재생시술은 본인의 골수, 

혈액지방을 주입하기 때문에 면역거부반응이 거의 없고 1회 시술로도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시술입니다

바쁜 뉴욕 생활에 병원 예약이 번거롭고 힘드시다고요? 척추교정, 

물리치료, 침시술등의 교통사고, 상해사고 후 재활에 필요한 모든 의

료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애플통증병원으로 전화주세요.

애플통증병원은 일반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진료는 받고 있

지 않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탐방기업탐방

교통사고, 직장상해 전문병원교통사고, 직장상해 전문병원

아가페 후원 기업

솔로몬 약국솔로몬 약국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솔로몬 약국이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  

뉴욕 퀸즈 지역의 한인, 중국교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며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각종 보험을 취급하여 모든 교민이 쉽게 이용

할 수 있으며 의사로부터 Fax 와 Email 로 처방전을 받아 신속한 써

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처방약 상담과 상세한 설명으로 환자들의 빠른 쾌

유를 도우며 각종 건강 보조제와 의료 보조품을 구비하여 환자들의 필

요를 돕는 솔로몬 약국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의료 보조품의 하나인 당뇨신발과 건강신발은 당뇨환자와 다리건강

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보행에 도움을 주는 의료보조품으로 의사에

게 처방전을 받아서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27년의 오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해 섬기는 솔로몬 약국의 송사라 집사에게 문의하세요.

기업탐방기업탐방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교민사회를 섬기는 약국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교민사회를 섬기는 약국

아가페 후원 기업

110 | 

퀸장가족 기업 탐방 퀸장가족 기업 탐방

111 | 

141-41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4 

T. 718-353-4560문의: 이태훈 집사

45-49 162nd St., Flushing, NY 11358

T. 718-425-8505문의: 김동은 집사

웅진 코웨이웅진 코웨이

정수기 하면 웅진 코웨이를 떠올립니다.

1989년 설립된 웅진 코웨이는 물과 공기, 수면, 생활 전반을 케어하

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웅진 코웨이는 사람들의 건강

을 책임지고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가는 라이프케어 기업으로 우리

가 하는 일을 통해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한다는 ‘착한 믿음’을 경영철학

으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뉴욕에서도 한국과 같이 ‘코웨이 코디’의  

정기적인 서비스를 받으며 코웨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156가 노던 한아름 쇼핑몰 안에 있는 조은전자를 방문하시면 그 안에 

코웨이 전문 코디네이터인 이남경 집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코웨이 

제품을 구매하시거나 렌탈하시면 정기적인 필터교체 및 관리 서비스

를 통해 건강하고 깨끗한 물과 공기를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알칼리 이온수, 온냉, 얼음정수기, 가습클린 공기청정기, 살균 비데, 

한방 PLUS 연수기 등 기타 생활 속의 편리한 제품들이 구비되어 있습

니다. 우수한 품질과 산뜻한 디자인의 코웨이 제품은 이남경 집사에

게! 전화문의도 대환영이라시네요.

기업탐방기업탐방

“깐깐한 물” 기억하시죠?“깐깐한 물” 기억하시죠?

아가페 후원 기업

in2 Printingin2 Printing

어떤 인쇄물도 깔끔한 디자인과 질 좋은 프린트로 고객을 만족시키

는 김동은 집사가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인쇄소를 찾으시나요?

인투프린팅과 상의하세요.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인쇄물을 적정한 가

격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행사 포스터, 매장 메뉴보드, 식당 메뉴판, 광고홍보 전단지와 팜플

렛, 브로슈어에 이르기까지 비지니스에 필요한 다양한 인쇄물들을 제

작하고 있으며, 첨단 장비를 이용한 새로운 스타일의 인쇄물들은 잘 

설명이 안되네요. 직접 샘플을 보고 만져보고 확인해서 여러분의 비지

니스에 적용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김동은 집사는 뉴욕의 많은 교회 인쇄물을 실비로 제작해 드리며, 

많은 디자인 소스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교회협의회나 전도대학 같은 

기독단체의 인쇄물의 제작경험이 많습니다.

기업탐방기업탐방

어떤 인쇄물이 필요하신가요?어떤 인쇄물이 필요하신가요?

아가페 후원 기업

T. 347-542-6134문의: 이남경 Sales 팀장

얼음 속 기포 없이 단단하고 투명하게

스테인레스 제빙 시스템

인투프린팅인투프린팅

718 425 8505

156-16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조은전자 안)

웅진 코웨이 156가 H-Mart Bran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