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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11월호 
2012

미국 교도소 선교사 초청 예배
시간: 11월 14일(수) 저녁7:30분
      11월 15일(목) 새벽 5:30분
장소: 알버커키 연합 감리교회
     (주소:601 Tyler Rd, NE, ABQ)
강사: 수잔 샤프 한국인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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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 주 한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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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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참전 용사들과 함께하는  11월 14일 
수요일 12시 추수감사절 오찬에 지난 한해 
동안 한인회에 후원 봉사하신 분들을 한인회
관으로 초청합니다. 

대장암 건강강의:11월 7일 
(수)10:30am ~12 UNM  안젤라 조교수 
강의(50세~75세)

교민사회 이모저모:

2012년 제1회 뉴멕시코
한인상공회의소 장학생 모집

장학생 자격 Scholarship Qualifications:

총장학금 Total Scholarships:  $3000

서류제출 Submission Packet: 

연락처 P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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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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세이-
(속) 원숭이

이 정 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작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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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를 띠고 섬기는 사람들
Part 2

김준호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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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한국식품점

Mon~Sat
10:00~6:00
Sunday
close

베트남 스프링롤

동경홈레스 9월 선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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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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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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 4:00-9:30

Com pany 
Realtors

최 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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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개업
Hair & Co.

5901 Wyoming Blvd NE Suite T
Albuquerque, NM 87109

(505) 797-8087

(New Clients 15% Off)
Hair Cut & Style
Shampoo & Style

Conditioning Treatment
Color service

Foil Highlight or Lowlight
Permanent Wave & Style

Permanet Hari Straightening
Wax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