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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주 한인여러분 임진년 새해 인사
드립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
다 가정과 기업이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한인회에 너무 많은 격려와 후원,
사랑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신 한인회 임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광야의소리’를 발간함에
있어 저희 한인회와 늘 함께 걸음을 해 주시
면서 한인사회의 소통을 이끌어 주신 감리교
회목사님과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또한 여러 행사들마다 봉사해 주시고 함
께 참여해 주신 교민여러분들의 사랑을 힘입
어 새해에는 저희 임원들이 한마음으로 더욱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오랫동안 염원하고 준비해 오던
뉴멕시코주 한인총람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 교민 여러분들과 기뻐하고 싶습니
다. 한인사회가 더 결집력있게 발전할 수 있
는 계기가 될 줄로 믿고 총람 배부는 한인회
에서 논의한 대로 교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주 어느 주보다 더 화목하고 건강한 뉴
멕시코주가 되는데 크게 기여하는 한 해,한인
회 역사에 길이 남는 2012년이 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더욱 전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 인사 올립니다.
총람배부

콩코드 종이비행기 -13

The Voice in the Wilderness is a Korean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Our goal is to help the Korean community of New Mexico.
Especially the Ethnic Minority Local Church Task Force in the New Mexico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upports for publishing this journal. We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ke a network for helping each other. If you have question, contact Mrs. Choy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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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름의 날

어버이회소식

광야의 소리는
매달 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한국학교 소식

담당Contact: 권구자 Kucha Choy 505-553-1009,
voiceofnm@gmail.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Voice in the Wilderness§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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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역대회장모임

뉴멕시코 한인 상공 회의소

주님의 교회 소식

동해 병기 청원서

한인회 웹싸이트 광고주를 모집
웹싸이트 소개
Teriyaki kitchen 개업

A Law Corporation
상해법, 교통사고, 파산법 전문 변호사
Los Alamos 와 Albuquerque 인근에 산불로 인해 ash 가 집 혹은 건물로 날아들어 왔을때
compensation 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보험회사로 부터 Los Alamos 산불 이나 Arizona 산불의 연기와 재로 인한
피해보상 비용을 받지 못하셨거나 deny 되셨나요?
대부분의 화재보험은 외부지역에서의 재나 연기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clean-up cost이나 replacement cost 를 책임지고 배상해야 합니다.

New Mexico Attorney: Charles Lakins
Donovan Kang(도노반 강): 사무실Office 505‐563‐5538
직통Direct 505‐563‐5539
The Voice in the Wilderness is a Korean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Our goal is to help the Korean community of New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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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뉴멕시코 교역자 협의회

-에세이-

한우

·

·

·

·
·

·

·

Yummi House

雅敍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 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505) 271-8700
추천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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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신입니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즈음 short sale로 파는
집들이 아주 많아서, 한국분들에게도 숏세일에 대해 인식도 시켜드
리고, 혹시 경제 사정으로 힘드셔서 페이먼트가 힘드신 분들 도와드
리고 싶습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은행으로 넘어가고 또한 크레
딧도 아주 망가지거든요. 아래 article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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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쌀밥 과 잡곡 밥

A-1

한국식품점

Mon~Sat
10:00~6:00

Sunday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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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와 현미의 영양분 함량

( 연두색 이 현미, 파란색이 백미 )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 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정식(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또), 해물우동, 튀김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꽁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야끼전문, 고기 종류와 해물 외 다수
Phone(505) 884-8937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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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스프링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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