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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How should we take care of our body to improve life of Southern California listeners. 

Discussion of Issue: 

Number of listeners felt medical provider is both expensive and inadequate. Citizens complain of 

long delays for appointment times, waiting to see the doctor at the appointment, only seeing the 

doctor for few minutes, and simple diagnosis could have eliminated this arduous process.  

Programming: KGBN addressed this issue with weekly program named                 

“Healthy Afternoon” and allowing listeners to send in their questions over SNS 

a. KGBN’s Healthy Afternoon  7/05/2019  1:30-2:00 

붓고 피나는 잇몸질환에 관한 모든것-연치과 박형진 원장 

b. KGBN’s Healthy Afternoon  7/12/2019  1:30-2:00 

여름철 노인 건강을 위한 특별 조언 – 백제한의원 박대병 원장 

c. KGBN’s Healthy Afternoon  7/19/2019  1:30-2:00 

피곤과 무기력에 관한 조언 –김용석 한의원 

d. KGBN’s Healthy Afternoon  7/26/2019  1:30-2:00 

발 건강 이상으로 생기는 방광염과 요실금 – 경희아쿠피아 김성림 원장 

e. KGBN’s Healthy Afternoon  8/02/2019  1:30-2:00 

현대인의 불안 증후군 – 백제 한의원 박대병 원장 

f. KGBN’s Healthy Afternoon  8/09/2019  1:30-2:00 

여성 자궁 건강의 모든것 –경희 아큐아피아 김성림 원장 

g. KGBN’s Healthy Afternoon  8/16/2019  1:30-2:00 

임플란트후 똑소리나는 관리법 –연치과 박형진 원장 

h. KGBN’s Healthy Afternoon  8/23/2019  1:30-2:00 

100세 시대 건강을 위한 조언 –김용석 원장 

i. KGBN’s Healthy Afternoon  8/30/2019  1:30-2:00 

시니어 건강을 위한 조언 및 양로병원이 필요한 사례  

–채프먼 케어센터 하태준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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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GBN’s Healthy Afternoon  9/06/2019  1:30-2:00 

갱년기 부인과 건강 및 처방 – 백제한의원 박대병 원장 

k. KGBN’s Healthy Afternoon  9/13/2019  1:30-2:00 

시니어 건강을 위한 조언 2 –채프먼 케어센터 하태준 박사 

l. KGBN’s Healthy Afternoon  9/20/2019  1:30-2:00 

오십견 및 갱년기 질병 및 통증 치료 –김용석 한의원 

m. KGBN’s Healthy Afternoon  9/27/2019  1:30-2:00 

임플란트 사후 관리를 위한 조언 –박형진 원장 연치과 

ISSUE : How various laws affect life of Southern California listeners. 

Discussion of Issue: 

Every day law is changing in the areas from driving to immigration to work. Understanding and 

knowing the changing laws is vital to surviving in Southern California. To consult with a lawyer is 

expensive and very time consuming. 

Programming: KGBN addressed this issue with weekly program named                 

“Know your Laws” and allowing listeners to send in their questions regarding laws 

a. KGBN’s Know your Laws  7/02/2019  1:30-2:00 

개인 및 비지니스 세금 보고 오딧 사례 및 주의 사항 – 세법 제이킴 변호사 

b. KGBN’s Know your Laws  7/09/2019  1:30-2:00 

정부 복지 혜택에 따른 피해 여부와 영주권 취득시 주의 사항 - 천관우 변호사 

c. KGBN’s Know your Laws  7/16/2019  1:30-2:00 

유산 상속 및 지혜로운 노후 자산 관리법 – 나현영 변호사 

d. KGBN’s Know your Laws  7/23/2019  1:30-2:00 

미국과 한국에서 적용되는 법적 관활권 – 이서연 변호사 

e. KGBN’s Know your Laws  7/30/2019  1:30-2:00 

손으로 쓴 계약서의 효력은 – 상법 에드워드 서 변호사 

f. KGBN’s Know your Laws  8/06/2019  1:30-2:00 

이민법 동향 및 취업 영주권 쿼터 – 천관우 변호사 

g. KGBN’s Know your Laws  8/13/2019  1:30-2:00 

회사 설립 및 운영시 주의사항 / 세금보고 및 비즈니스 종류 – 제이킴 세법 변호사 

h. KGBN’s Know your Laws  8/20/2019  1:30-2:00 

부동산 관리 및 법적 서류 관리를 위한 조언 – 이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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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KGBN’s Know your Laws  8/27/2019  1:30-2:00 

장애인 구역 및 레스토랑에 얽힌 소송 대응법 – 에드워드정 변호사 

j. KGBN’s Know your Laws  9/03/2019  1:30-2:00 

퍼블릭 차지에 관한 궁금증과 이민 신청 경향 – 이민법 천관우 변호사 

k. KGBN’s Know your Laws  9/10/2019  1:30-2:00 

노동법에 얽힌 고용주와 고용인의 주의사항 – 에드원드 정 변호사 

l. KGBN’s Know your Laws  9/17/2019  1:30-2:00 

비지니스 운영 및 주택관련 개인 소송 및 상법에 얽힌 질문 – 에드워드 서 변호사 

m. KGBN’s Know your Laws  9/24/2019  1:30-2:00 

가정의 이혼 이슈에 직면한 부부간의 재정및 서류에 관한 조언 –이서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