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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9/10월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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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 주 한인회 소식
18대 대통령 선거 참여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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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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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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한국학교 가을학기안내
오바마 대통령 편지

미주 한인문입협회에서

이정길 교수 문인협회 상 수상

New Mexico
Registration

Korean

Language

School

2,3대 한인회장 이경화 박사 반스타 상 수상

“미합중국 반스타:미국 관련 문서에 좋은 기여를 해 주신
Khlnmusa(이경화)님께 이 반스타를 드립니다. --Ykhwong
(토론) 2011년 10월 5일 (수) 12:32 (KST)”

한인 회장 동정 및 한인 수상소식
한인 회장 대통령 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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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wikipedia.org/wiki/알버커키

선교보고: 일본 동경 박인배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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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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한국식품점

베트남 스프링롤
Mon~Sat
10:00~6:00

Sunday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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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민명희 스텔라 회장(505-652-4627)
§월모임 매월 세 번째주 일요일 오후
§장소
§소공동체 성령기도회 성서입문 매주 월 수 금
§

뉴멕시코 성결교회
전종철 목사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새벽기도 §시간: 5:30 am (매일)
§장소: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 87106
(505) 238-3551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시간: 11:30 am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박종인 목사
주일예배 §시간: 11:00 am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김의석 목사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Tue-Fri)
성경공부 §매주 월요일 10:30 am (한인회관)
§장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NM 87123
(505) 903-2297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주일예배 (Worship)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11:00 am (Sunday)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주일예배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장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505-453-5461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윤성렬 목사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시간: 오전 11:00 am
주일학교§시간: 오전 11:00 am
§장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505)
331-9584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시간:
§장소: 405 N. Connelly St, Clovis (575)-762-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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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Q 10 Levels of Human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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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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킹 소개

BBVA Compass
뉴멕시코 주에서 은행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한국말을 하는 김미경씨를
만나보세요.
Think getting a mortgage should be
easy? So do we.
Here's an overview of what we can offer you:
* Professional Program financing up to $1 million with low down payment
for Doctors, Dentists, CPAs and Attorneys.
* First Time Home Buyer Program make no payment for 3 month, low
down payment, and pay no origination or other lender fees
* Government Loans FHA and VA loans
* Construction Loans OneConstruction/Perm, Renovation/Perm and Lot
Loans
* Primary residence and second home financing, including noncondos (no
condotels)
* Variety of repayment terms available
* Super Jumbos financing available up to $5 million
* Foreign Nationals (nonresidents) financing available up to $1 million
USD on single family residences and condominiums'
* Convenience apply onlin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n addition to simplicity and options, at BBVA Compass you'll get
competitive rates and outstanding service. So whether you're buying your
first or fifth home, getting your next mortgage will be easier than you
ever imagined at BBVA Compass.

Mi Kyong Kim Mortgage Banking Officer
전화번호 505-206-9963
mikyong.kim@bbvacompass.com
www.bbvacompass.com/mortgages/mkim
NMLS# 51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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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다섯개의

바위 조각물이 피노 트레일 옆에 전시 되어 있다.

그림1: 그늘을 제공하는 피크닉
테이블이 여러 곳에 있다.

그림2:

공원 내의 트레일은 샌디아산 Wilderness Area의 트레일과
연결 되어 있다.

그림3:
Google Earth로 보여주는 피노 트레일(붉은색)과 도밍고
바카 트레일(노랑색). 파란색은 341번 트레일로서 한바퀴 Loop로
돌 수있는 트레일이다.

피노 트레일 (Pino Trail)

Sun 4: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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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hurch Rock으로 이름 지은 바위

그림 5

피노 트레일에서 시내를 내려보면 서쪽 지평선 너머로
테일러마운틴이 보인다.

그림 7
피노트레일의 중간 지점(해발 7010피트). 트레일은 왼쪽
앞에 보이는 산 능선의 움푹한 부분 산등성이(Saddleback)를
향해서 약 2마일을 더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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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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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밍고 바카 트레일(Domingo Baca Trail)

그림 9

도밍고 바카 트레일은 페허가 된 돌담집터(Ruin)를
지나간다.

그림 8
230 번트레일과 도밍고바카 트레일이 만나는 지점.
Sandia Wilderness Fence 안으로 들어가 도밍고바카 트레일로
올라간다.

Com pany
R e a lto rs
최귀분
∎Office: 505-828-1366
∎Fax: 505-828-0773
∎Cell: 505-249-8686
∎E․mail: guiboon@msn.com
6711 Academy Rd., NE Suite B, Albuquerque, NM 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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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샌디아 산의 트레일 소개를 잘해 놓은 책으로 “Sandia
Mountain Hiking Guide”가 있다. 저자는 Mike Coltrin, 출판사는
UNM Press이다. 그의 홈페이지를 보면 트레일 소개가 잘 되어 있
다. 트레일의 주요 지점을 GPS 위도, 경도를 소개하고 있다.
주소: http://www.sandiahiking.com
(2) 본인의 블로그(I Love New Mexico)에 이 기사를 올려 두었다.
수록한 사진을 확대해서 볼 수있고 이곳 본문에는 올리지 않은 여분
의 추가 사진들도 확대해서 볼 수 있다.
주소: http://ilovenm.blogspot.com

그림 10 도밍고 바카 케년으로 트레일이 들어서면 울창한 숲과
시냇물을 보게 된다. 케이블카 트램이 케년을 가로 질러 간다.

루프 트레일(Loop Trail)

그림 11

North Pino Canyon은 다양한 모양의 바위 전시장이다.
341번 트레일에서 본 Victory Rock.

1) Jack P. Lewis,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Part
I(1:1-13:52), 48; Patte는 구조주의에 입각한 그의 주석에서 마태 1장
은 예수의 역사적이고 신적인 기원을 2장은 지리적인 기원을 중심 주제
로 삼았다고 본다. 참조, Daniel Patte,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A Structural Commentary on Matthew's Fait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30
2) Raymond E. Brown, The birth of the Messiah : a commentary on
the infancy narratives in Matthew and Luke, 1st ed. (Garden City,
N.Y.: Doubleday, 1977) 177-178, 213-214
3) Frederick Dale Bruner, The Christbook,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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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rnst Lohmeyer, Das Evangelium des Matthäus, 3rd ed., (Gä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62) 26
5) Frederick Dale Bruner, The Christbook, 46
6) 주후 8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Midrash Rabbah의 출애굽기 1
장을 보면 바로의 박사들(점성술가들)이 미래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아기가 어머니와 함께 있다는 것과 앞으로 이 구원자는 물에 의한
고난을 견디어 낼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게 되었다. 이 구원자가 이스라
엘 사람인지 아니면 애굽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바로는 아홉 달 된 모
든 아이들을 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명령했다. 참조, David Hill, The
Gospel of Matthew, 81
7) Donald Senior, Matthew,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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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종교 Church

알버커키
Albuquerque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한의사 Acupuncture
건축/페인트 Painting

신발 Shoes
화랑 Gallery

공인회계사 CPA
의류 Clothes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리커스토어 Liquors
화원 원예 Nursery

주택융자 Loan Officer
사진관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중재서비스
A D R-Mediaition Service

부동산 Realtors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치과 D ental Clinic
단요가 D ahn Y oga

커피 재료 Coffee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세탁소 Dry Cleaners
태권도 TaeKwonDo

15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리커스토어 Liquors

화밍톤 Farmington
종교 Church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겔럽 Gallup
신발 Shoes

가게 Store

모텔 Hotel/Motel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사고/팔고

공인회계사 ACC

종교 Church

정보마당
산타페 Santa Fe

카페/ 선물 Cafe/Gift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병원 Clinic

골프 레슨
Greg Lee (505) 681-9277

종교 Church

종교 Church

-Professional Golfer Career College business 졸업
-Professional Golfer Career College master
program 졸업
-Wally Armstrong golf teaching license
-안동 과학 대학 골프 강의
-대구 유성스포츠 헤드 프로
1회 레슨(60분) $60
3회 레슨(매회 60분) $150
장소 - Golf Training Center in Balloon Fiesta park
Arroyo Del Oso golf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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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개업

ICHIBA N

J a p a n e s e

ASIA MARKET
아시아 마켓

R e s t a u r a n t

6207 Montgomery Blvd NE
(NE corner of
Montgomery & San Pedro)
(505) 503-7685

Japanese Food
& Korean Food
Phone (505)899-0095
www.ichiban-alb.com
10701 Coors Blvd. NW Albuquerque NM
87114

(Old Dinho Market - One of the
oldest Asian Markets in Albuquerque)

Grand
Opening

시세이도 화장품
윤상옥 (Beauty
Advisor)
H: 890-4018
B: 883-5900

Hours: Mon-Sat 10-7

Sun-11-5

Dillard's
2100 Louisiana Blvd Ne Ste 155
Alb
NM 87110

stamp here
65 cent 우표
붙인 후 반으로
접어서 발송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 한인회
9607 Menaul Blvd., N E,
A lbuquerque, N M 87112
(505) 271-1777 w w w .kaan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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