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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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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산타페
국제 현대 미술 전시회

Park Fine Art Gallery에서 뉴멕시코주에 거
주하시는 교민 여러분들을 산타페에서 열리는 
국제 현대미술 전시회에 초청합니다. 이 Art 
Santa Fe 아트페어에 작년에 오셨던 전주대학
교 한지 교수팀이 다시 초청되었습니다. 이번
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지 만드는 과정 뿐 
만아니라, 작품을 만드는 과정도 시연하게 됩
니다.
한인들에겐 참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 됩니다. 작년에 싼타
페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었습니다. 많은 한인
들의 관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박 영숙 원장

Hello,
Park Fine Art invites you to Art Santa Fe 
International Comtemporary Art Fair 2012, " 
How Things Are Made".
5 Korean Han-Ji (Korean Traditional Paper) 
Artist will be presenting making papers and 
crafts, such as dolls, plates, boxes, pins, and 
pendants.

Art Santa Fe Art Fair will be held at 
SANTA FE CONVENTION CENTER 
201 W. Marcy, Santa Fe, NM 
July 12 through 15 
GALA OPENING and VERNISSAGE, July 12,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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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Fine Art is located in 
20 First Galleria Plaza Suite 65 Abq, NM 87102

www.parkfineart.com, (505)764-1900

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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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이사헌 회장(505-271-8031) 
§월모임 매월 세 번째주 금요일 오후 
§장소

§주기도회 매주 
§성서모임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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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3551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시간:  
§장소: 405 N. Connelly St, Clovis (575)-762-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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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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이냐 돈이냐? 택일하라면

Super Food number 1     Super Food number 2  Super Food numb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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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Positive number shows alkalinity and negative one 
is acidity of one ounce (28.35g) of food. Higher positive 
number is better for you to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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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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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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한국식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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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스프링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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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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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