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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21 HS VOLLEYBALL AT ISB
11.24.21 THANKSGIVING DINNER 6PM
11.25.21 NO SCHOOL
12.10.21 ARTS NIGHT INCL. PA BAKESALE

UPCOMING DATES:
WELCOME BBQ 웰컴바베큐
AFGHAN EVACUEE DONATION DRIVE

NHS MOVIE NIGHT NHS 영화의 밤
BRIDGEU PARTNERSHIP 
SPORTS DAY OCT. 11TH. 운동회 10월 11일
6-12 FUN NIGHT OCT. 15TH. 

MIDDLE SCHOOL READING BUDDIES

KFS ASAP TOURNAMENT WITH TCIS

KFS ASAP
FALL FESTIVAL 가을축제
QUARTER AWARDS
PRINCIPAL'S CORNER

IN THIS ISSUE: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기부

     펀나이트 10월 15일

     중학교 책읽어주는 친구

     TCIS 와의 배구 친선경기



A wonderful time was had at the “Welcome BBQ” on September 24th. 
Students and their families were introduced to this year’s faculty and had
the opportunity to mingle while enjoying delicious food. The food was
provided by KFS faculty and parents. Due to our diverse student body, there
were a variety of foods to enjoy as well as plenty of mouth-watering
desserts. 
During the event, there were uniform items for sale at an affordable price.
Some great discontinued items were available for families waiting for the
arrival of uniform pieces. 
Students that attended enjoyed playing on the playground and the older
kids ended the evening with a home run derby. 
It was a pleasant evening and a nice introduction to the KFS community.

WELCOME BBQ  웰컴바베큐
By: Ms. Carlie McEach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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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국인학교 구성원들은 9월 24일, 웰컴바베큐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
니다. 학생과 가족들은 올해 함께 할 교직원들을 소개받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하며
어울리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광주외국인학교 교직원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음식을 제
공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음식과 함께 디
저트까지 즐길수 있었습니다. 행사기간동안 중고교복도 함께 판매하였습니다. 교복
배송이 늦어지고 있는 가족들이 저렴한 가격에 중고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
었습니다. 참석한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고학년 학생들은 홈런더비
로 저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광주외국인학교 커뮤니티 모두에게 즐거운 저녁이 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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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GHAN EVACUEE DONATION DRIVE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기부

           By: Mr. Co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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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FS National Honor Society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who donated so
generously to help the Afghan evacuees! The donation drive was a huge
success even though we only had a week to collect the donations. 
On Friday, October 8, Jay, Taewon, Hannah, and Mr. Coyle were pleased to
deliver seven large boxes of winter clothes in excellent condition and one box
of toys directly to the evacuees. 
A special thanks to Taewon’s Mom for her effort in making the school
community aware of the needs of the Afghan evacuees. We are so proud of
everyone for showing how much Cougars care!

광주외국인학교 NHS에서는 한국에 들어온 아프가
니스탄 특별기여자를 위한 기부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부는 일주일
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
니다. 10월 8일, 금요일에 태원, 하나, 제이선생님과
Mr. Coyle 선생님은 겨울옷 7박스, 장난감 1박스등
을 직접 방문하여 특별기여자들에게 전달하였습니
다.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태원 어머님께 특별
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여준
광주외국인학교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The National Honor Society hosted a
Movie Night for grades K-6 after school
on Friday, October 8. In a poll done
earlier in the week, the students chose
to watch “Luca!” The students had an
amazing time being focused throughout
the movie and laughing at jokes in
between. In addition, the students loved
the popcorn and the snacks. All the
popcorn was sold out and the MPR was
filled with students. It felt like an actual
movie theater! We hope to have another
movie night and give more joy towards
the students!

광주외국인학교 NHS에서는 유치-6학
년 학생들을 위한 영화의 밤 행사를 10
월 8일, 금요일에 개최하였습니다. 그
주에 학생들이 투표한 결과, “루카”가
상영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영화에 집
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한, 학생들은 팝콘과 간식등을 사먹기
도 하였는데 학생들의 열화같은 성의
에 팝콘은 모두 판매되었습니다. 다목
적실은

NHS MOVIE NIGHT
NHS 영화의 밤

By: Taew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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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U PARTNERSHIP
BRIDGEU 파트너십

By: Ms. Iwanuk
Kwangju Foreign School is proud
to announce its new partnership
with BridgeU. This platform
provides KFS students with all the
resources they need for a
successful college application
process. CommonApp resources
are included for students so that
they have everything in one spot:
a database of universities and
then the tools needed to apply
directly to that school. We’re very
excited about this partnership
and how it will support KFS!

광주외국인학교에서는 BridgeU와 함께
새로운 파트너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광주외국인학교 학생들에게
대학지원과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학데이터베이스와 그 학교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툴등,
CommonApp 자료들도 모두 포함되어,
여기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
하며 광주외국인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지
원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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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DAY OCT. 11TH.
운동회 10월 11일

Monday, October 11 was Sports Day! 
Grades 7-12 were not able to do field sports in the morning due to rain, but
instead, we played board games and poker in the MPR until lunch. After lunch,
the Blue and Gray teams competed in boys and girls volleyball, basketball, and
hockey. The teams were so evenly matched that the Blue team won the same
number of games as the Gray team.
Grades Pre-K - 6th started the day in the gymnasium for beach ball relay races.
Each team had to figure out how to partner up while maintaining a beach ball
between them as they raced to the cone and back again. The athletes then
moved to the basement where we played the ‘Angry Birds’ game followed by
‘Chopsticks’. The students competed by throwing balls at boxes built by the
opposing team and picking up balloons with pool noodles in hopes to score
points for their teams. After lunch, our aspiring athletes braved the rainy day to
compete in a crowd favorite “Cheeto Head”. Students donned shower caps
topped with shaving cream as their partner threw Cheetos at their head. The
Cheetos that stuck to the shaving cream were counted as points. Our final event
was the Waterballoon Toss. The pairs lined up to see who could last the longest
and throw their balloons the farthest without having them explode. After two
rounds and a lot of wet feet, we declared a team victorious. Separated by only a
few points, the gray team inched out the blue team for the Sports Day
Champions title.

 
 

           By: Mr. Coyle & Ms. Carlie McEachern 



10월 11일, 월요일은 우리 운동회의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로 인해 7-12학년 학생들은 야외에서 예정된 활동을 하지 못 했지만,
다목적실에서 보드게임이나 포커등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식사후에 블루
팀과 그레이팀은 각각 남자/여자 배구, 농구, 그리고 하키등의 게임을 하였습니다. 양
팀은 각각 동일한 수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유치-6학년 학생들은 오전에 비치볼 이어달리기를 체육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각 팀
은 원뿔모양의 반환점을 비치볼을 둘이서 유지한채 돌아오는 게임을 하며, 서로의 협
동심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수들은 이후 지하로 자리를 옮겨 “앵그리버드”게임
과 “젓가락”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상대팀이 만든 박스에 공을 던지고, 풀
스틱으로 풍선을 집는 게임을 통해 점수를 따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점심을 먹
은 후, 우리의 운동선수들은 비오는 와중에서도 용감하게 “치토스헤드” 게임을 하였습
니다. 쉐이빙크림을 올린 샤워캡을 쓴 학생의 머리에 파트너인 상대 학생이 치토스를
던지는 게임으로, 쉐이빙크림에 꽂힌 치토스의 수가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
지막 이벤트는 물풍선 토스였습니다. 한쌍의 팀이 줄을 서서 풍선이 폭발하지 않고 가
장 멀리 던질수 있는지 보는 게임이었습니다. 두번의 경기와 많은 젖은 발을 가진 끝에
우리는 팀의 승리를 선언하였습니다.
불과 몇점 차이로 그레이팀은 운동회 챔피언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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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FUN NIGHT OCT. 15TH. 
펀나이트 10월 15일

 By: Taewon Kim

The evening started with a rousing
game of Capture-The-Flag, where
teams try to capture the other’s
flag and bring it back to home
territory in glorious triumph. The
games were hard fought. Players
making forays into the other’s
territory: some being tagged and
escorted to jail, some dipping a toe
or two then scurrying back to
safety. Some would brave the prize
and reach the square of “safeness”
around the other team’s flag,
where, after a bit of rest and
scouting for a hole in the defensive
perimeter, would run as though
from homework, the other team’s
flag in hand. Once in home
territory, outstretched arms would
signal the triumph. 

The last game of Capture-The-Flag
would involve the entry of teachers
into the mix. Greeted initially with
cheers and enthusiasm, once the
game got under way, students began
to realize what a mistake that was.
Flailing arms and a running style
reminiscent of a head injury, the
students were tolerant as best as
they could be. One teacher, Mr.
Higgins, sat on the sidelines,
choosing not to play, as he did not
want to risk having to be saved from
drowning in the shallow mud
puddles on the periphery. Good
sportsmanship should have to go
only so far. 

The rest of the evening involved
games of Red Light, Green Light: a
game where if you are caught
moving, you must return to the
beginning. They also played
volleyball and Running Man – a game
reminding me eerily of Hunger
Games: rip the taped-on name tag
off of the back of another student
and that student “is gone”; alliances
are formed, tribes are created,
people running for “their lives” – just
another day at K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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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은 깃발뺏기 게임이라는 흥미진진한 게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깃발게임은 다른 팀의 깃
발을 빼앗아 자신의 영토로 돌아가서 승리를 차지하는 게임입니다. 모두 치열하게 게임을 하였
습니다. 다른 선수의 영역으로 들어간 선수들중 일부는 잡혀서 감옥으로 호송되고, 일부는 시
도를 하다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몇몇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팀의 깃발 주위의 “안전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약간의
휴식과 방어선에 있는 구멍을 정찰한 후 마치 숙제를 하는 것처럼 다른 팀의 깃발을 손에 들고
달려갔습니다. 일단 자신의 영토에 도착하면, 팔을 뻗어 승리를 알렸습니다.

깃발뺏기의 마지막 게임에는 교사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환호와 열정으로 인사를
나눴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학생들은 그것이 얼마나 실수였는지를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팔
짱을 끼고 머리에 부상을 당한 것 같은 달리기 스타일을 하여,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참아야만
했습니다. 한 교사인 Mr. Higgins 선생님은 주변에 있는 얕은 진흙 웅덩이에서 익사하는 위험
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사이드라인에 앉아있었습니다.
좋은 스포츠맨십은 어디까지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저녁시간에는 빨간불, 파란불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움직이다 잡히면 처음으로 돌아
가야 하는 게임입니다. 

배구. 그리고 런닝맨 게임- 헝거게임이 생각나는 게임-으로 테이프에 붙은 이름표를 다른 학생
이 떼어내면 그 학생은 사라지게 되는 게임입니다. 동맹이 형성되고, 부족이 생성되고, “자신의
삶”을 위해 달리는 사람들-광주외국인학교에서의 또다른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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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SCHOOL READING BUDDIES
중학교 책읽어주는 친구

 By: Carlie McEachern & Mr. Higgins

Growing Together
The Reading Buddies program was
launched on Friday, October 1st. 
The program pairs one middle
school student with one or two
students from the elementary
grades. The elementary student
gets to choose the reading material
and the middle school student gets
the opportunity to read. This is fun
for the younger students that are
interested in books that they cannot
yet read themselves. 
The objectives of the Reading
Buddies program are to help build
confidence and self-esteem,
improve fluency and vocabulary,
help struggling readers, develop
social skills, and to bring joy into
reading. 
The participants snacked on cookies
after their reading time and
feedback from the students was
very positive. 
The Reading Buddies program is
scheduled to meet for 30 minutes
once a month through May. Our
next Reading Buddies gathering is
on Friday, November 12th and our
snacks will be inspired by
Thanksgiving.

책읽어주는 친구 프로그램이 10월 1일,
금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인
중학생 1명과 초등학생 1명 또는 2명이
한 쌍으로 진행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은 읽고싶은 책을 골라오면, 중학교 학생
들이 읽어주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책
에 관심이 많지만 아직 스스로 읽지 못 하
는 어린 학생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됩니
다. 이 책읽어주기 친구 프로그램의 목적
은 자존감을 키우고, 유창함과 어휘를 향
상시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독서에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에 있습니다. 독
서시간이 끝난후에는 쿠키를 먹으며 즐거
운 시간을 보냈던 참가자들의 반응도 매
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월
까지 한달에 한번 만나 30분정도 함께 하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 책읽어
주는 친구는 11월 12일, 금요일에 모이게
되며, 그날은 추수감사절에서 영감을 받
은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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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LY VOLLEYBALL 
TOURNAMENT WITH TCIS

TCIS와의 배구 친선경기
 By: Mr.Coyle

On Saturday, October 16, KFS
welcomed Taejon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TCIS) for boys
and girls varsity volleyball. It was
the first sporting event ever hosted
in the KFS gymnasium! 
The matches were really exciting
and everyone had a lot of fun!
Hopefully we’ll be able to host more
volleyball friendlies in the future. 
Next up for our volleyball players
will be a tournament at ISB on
November 20. 
Good luck Cougars!

10월 16일, 토요일에 광주외국인
학교는 대전크리스천국제학교
(TCIS)를 초청해 배구경기를 가졌
습니다. 이번 경기는 광주외국인학
교에서 개최한 첫번째 스포츠 경기
였습니다. 경기는 매우 흥미로왔으
며,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
니다.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더 많
은 경기를 주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배구 경기
는 11월 20일에 ISB에서 있을 토
너먼트 경기입니다. 모두에게 행운
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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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S ASAP
By: Dominique Duvalsaint

The A.S.A.P. (After-School A+ Program)
coined by the principal of KFS (Mrs.
Iwanuk) offers elementary-aged
children in the greater Gwangju
community a place to engage in well-
planned activities that concentrate on
academic, social, and developmental
goals. 
All courses are subsequently taught in
the target language (English) and
presented in a relaxed, fun, and
friendly environment that is conducive
to learning in a non-rigid, non-
traditional manner. 
The program features four
phenomenal KFS faculty members (Ms.
Hanna Choi, Ms. Carlie McEachern Ko,
Ms. Ellie Liao, and Mr. Roe) as well as
some very helpful teachers’ assistants. 
The courses taught include P.E.,
cooking, beginner violin, and Lego-
building. Since all children learn in
different ways, all types of learners
were considered including kinesthetics,
audio, visual, etc. Students aged 4
through 12 including KFS and non-KFS
students were encouraged to apply. 
The program officially launched on
Monday, October 18th and will run
until Wednesday, December 8th.
Classes run twice a week on Mondays
and Wednesdays for the duration of
the program. 
The pilot after school program’s
purpose is to provide quality activities
to elementary students as a short-term
goal and to increase student
enrollment at KFS as a long-term goal. 

After interviewing some current non-
KFS parents about the program, here
is what they shared about A.S.A.P. 
“First, it’s a really valuable experience
where Chanhee can listen and use
English with English-speaking teachers
and classmates around her, which is a
really uncommon and unique
experience in Korea. Natural and
immersed language learning while
focusing on interesting subjects...I think
that’s the best part.” 
“Kids can run around as much as they
want but there are some interesting
games and activities so they can
participate with rules so they can enjoy
the class, I think.” 
“Summer enjoys it very much. I feel like
she relieves her stress when she is at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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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S ASAP

광주외국인학교 교장(Mrs. Iwanuk)선생님
이 만든 방과후 프로그램인 A.S.A.P은 광주
지역의 초등학생들에게 학업, 사회적 및 발
달목표에 중점을 둔 활동들을 제공합니다.
모든 과정들은 영어로 진행되며, 편안하고
재미있는 환경에서 전형적이지 않은 방식으
로 제공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4명의 대
단한 광주외국인학교 교사(Ms. Hanna
Choi, Ms. Carlie McEachern Ko, Ms.
Ellie Liao, 그리고 Mr. Roe)들과 보조교사
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과정에는 체육, 요리,
초급바이올린, 그리고 레고등이 있으며, 모
든 아이들의 학습방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
에, 운동감각, 청각, 시각 등 모든 유형의 학
습자가 고려되었습니다. 광주외국인학교 및
타학교 학생을 포함하여 4세에서 12세 사이
의 학생들이 지원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0월 18일 월요일부터 시작되어 12월 8일
수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수업은 월요일과 수
요일, 주 2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
범적으로 진행되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목적
은 단기적으로는 초등학생들에게 양질의 활
동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주외국인학
교의 학생등록을 늘리는 것입니다. 

현재 참여한 학부모님 중에 광주외국인학
교 학부모님이 아닌 분과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일단, 찬희가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와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영어를 듣고 쓰고 하는 것은 매우 가
치있는 경험이며, 한국에서는 가지기 힘든
독특한 것입니다. 흥미있는 과목을 중심으
로 자연스럽고 몰입도 높은 언어배움의 과
정이 가장 좋은 부분인거 같아요.”, “아이
들은 마음껏 뛰어 놀면서, 재미있는 게임과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 참여할
수 있으므로 아이들이 수업을 즐길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SUMMER가 매우 즐거
워 합니다. 아이가 여기에 와서 스트레스
를 풀고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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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L FESTIVAL 가을축제
By: Miss Kassy

This year’s Fall Festival was a full-day
affair at KFS. Student Council members
toiled for weeks to prepare for the big,
school-wide event. Right after
homeroom, the trick-or-treating
extravaganza began with students
flooding the halls decked out in their
Halloween costumes eager to receive
candy from the lovely teachers of KFS.
After the trick-or-treating, students
moved outside to perform the annual
Halloween costume parade. The middle
school’s Squid Game costume
collaboration was truly and amazing
sight to behold. Once everyone showed
off their Halloween garb, the booth
portion of the day started in full swing.
Students had the chance to launch toilet
paper into the air, shoot nerf guns, take
Halloween-themed pictures, hit a piñata
filled with more candy then they could
possibly eat, and partake in some
delicious homemade Dalgona!

Next on the agenda, was the haunted
house tour, built and designed by
dedicated Stu Co members. The
building of this haunted house was no
easy endeavor. Miss Kassy was not
sure they would be able to pull it all
together in time, but their after
school work sessions paid off and the
haunted house was a spooky success.
The screams of 10th grade girls could
be heard echoing through the halls.
In the afternoon, students split by
division to continue the holiday fun.
Elementary students made Halloween
themed crafts, middle school
students reenacted episode one of
Squid Game while playing Red Light,
Green Light on the soccer field, and
High School decorated Halloween-
themed cookies while playing a
rousing game of Werewolf: One Night.
Thank you parents, teachers and Stu
Co members for making this day a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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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을축제는 광주외국인학교에서 하루일
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회 회원들은 학
교차원의 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몇주동안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홈룸시간이 끝난후,
광주외국인학교의 선생님들로부터 사탕을 받
으려는 아이들이 할로윈의상으로 분장을 하고
복도를 가득채운 장난기 가득한 행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Trick-or-Treating이 끝난후, 학생들은 야외
로 자리를 옮겨서, 할로윈 코스튬 퍼레이드 행
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중학생들의 오징어게임
의상 콜라보레이션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
니다. 모두가 할로윈 복장을 선보이고 난 후,
부스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학생
들은 화장지를 공중에 띄우고, 너프총을 쏘며,
할로윈 테마사진을 찍고, 사탕으로 가득 찬 피
냐타를 치고, 맛있는 수제달고나를 즐기는 기
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일정은 헌신적인 학생회 회원들이 만들고
디자인한 유령의 집 투어였습니다. 유령의 집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Kassy 선생님은 아이들이 제 시간안에 이것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 했지만, 방과
후에 작업을 하여 성과를 거두었고, 유령의 집은
으스스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0학년 여학생
들의 비명소리가 복도까지 메아리쳤습니다. 

오후에는 학생들이 디비젼별로 나누어 즐거운
놀이를 이어갔습니다. 초등학생들은 할로윈 테
마의 공예품을 만들고, 중학생은 축구장에서 무
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며 오징어 게임 1화
를 재현했으며, 고등학교는 “늑대인간: 원나
잇”의 신나는 게임을 하며, 할로윈 테마쿠키를
장식하였습니다. 

성공적인 날을 만들어 주신 학부모, 교사, 그리
고 학생회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FALL FESTIVAL 가을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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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WINNERS Q1
AWARD NAME ES STUDENT

WINNER
MS STUDENT

WINNER
HS STUDENT

WINNER

ACADEMIC 
EXCELLENCE

KFS CITIZENSHIP
AWARD

AARON LEE ALICE GU

ANDREW LEE
MAURA STACEY

DOYUN KIM TAEWON KIM

ATHLETIC 
RECOGNITION

COUGAR PRIDE 
AWARD

GRAYSON KO OWEN PARK AIDAN PARK

DANAH ALANAZY

상이름 초등수상자 중등수상자 고등수상자

우수성적

우수 시민상
 

AARON LEE ALICE GU

ANDREW LEE
MAURA STACEY

DOYUN KIM TAEWON KIM

우수 운동상
 

GRAYSON KO OWEN PARK AIDAN PARK

DANAH ALANAZY



PRINCIPAL'S CORNER
By: Ms. Iwa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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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Samso-ro, Buk-gu
Gwangju, 61005

062-575-0900

Kwangju Foreign School

Follow us on social media!

#kwangjufs  #kfscougarnation

https://www.facebook.com/KwangjuForeignSchool
https://www.youtube.com/channel/UCgIfPsVc0JxudP5oGi-mOcg
https://www.instagram.com/kwangjufs/?hl=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