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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한인회 회장
지난 8월 11일 저녁, UNM College of Fine Arts Keller Hall
에서는 뉴멕시코 한인회 주최로 서도소리 배뱅이굿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 공연은 국가무형문화재 29호 운보 김경배
예술단장님의 인솔하에 무용, 장구, 피리, 창을 하시는 총 2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팀의 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인회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아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한인들의 삶에 즐거움을
더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현지 미국 사회와의 교류 증진을 위해
한국 전통 민속예술을 알리겠다는 것, 세 번째는 한국 입양아
가정을 포함한 외국 주민들과 현지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제74
주년 광복절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한국인에게 뜻깊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날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린다는 뜻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하였습니다. 공연무대 위를 수놓은 아름다운
우리 민속 의상과 어우러져 드높이 울리는 전통악기의 선율은,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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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소식

뉴멕시코 한인 여러분!
앞 페이지에서 계속
그 옛날 광복의 기쁨을 외치던 우리 민족의 희열과 같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외국인들도 그 의미를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다시 한번
축하하는 뜻에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같이 흔들었습니다.
두 나라의 국기가 조화의
물결을 이루며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한국인으로서
미국 뉴멕시코 사막의 땅, Land
of Enchantment에 터전을
잡고 사는 우리의 얼이 이 땅
위의 바람을 타고 평화롭게
흩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환영사를 하는 민명희 한인회장
이번 공연을
기획하면서, 머지않은
미래에는 우리의 차세대가
리더로 성장하여 우리의
문화를 알림과 동시에 서로의
문화를 공감하면서 아름다운
뉴멕시코를 이끌어가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뉴멕시코
First Congressional district
의 Congresswoman인 Debra
Haaland의 대변인 Brenda
Haaland 하원의원의 축사를 대독한
Mckenna 의 축하 인사로
대변인 Brenda Mckenna씨
시작되었고, 백규식 장로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셨습니다.
한인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벤트이자 뉴멕시코에서
처음 선보인 본 공연에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외국인들도 한국의 전통예술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Kelly
Liquors Bernalillo, Casa
사회자: 백규식 장로
Liquors, A1 Oriental Market,
A-ri-rang Oriental Market, Samurai Grill & Sushi Bar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행사를 위해 봉사해주신 한인회
이사님들과 임원님들을 비롯하여 뉴멕시코 무용 단원분들, 행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주신 분들, 행사장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한국 전통 예술단의 배뱅이굿
한인회 주최로 UNM켈러홀에서
<사진으로 보는 그날의 공연>

광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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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소식
•

알버커키에 거주하시는 유경준 님의 모친 유희열(1931년 4
월 15일 출생) 여사님께서 2019년 7월 9일 향년 88세로 별
세 하셨습니다. 한인회에서 뉴멕시코 주민을 대표하여 장례
식장에 화환을 전달하고 조의를 표하였습니다. 유경준 님과
유인준 님께서 유족을 대표하여 장례조의금을 한인회에 후
원금으로 전달해주셨습니다.

•

한인회의 요청으로 알버커키시에서 한인회관에서 관리하는
공공 쓰레기통 관련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

한국 전통 국악 대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공연일시는 2019
년 8월 11일 오후 5시였으며 장소는 뉴멕시코대학(UNM)
음악대학 강당인 Keller Hall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공연단은 한국에서 초청되어온 국가무형문화재 29호 운보
김경배 예술단장님의 인솔하에 무용, 장구, 피리, 창을 하시
는 총 2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팀이었으며 이 행사를 위해
Kelly Liquors Bernalillo, Casa Liquors, A1 Oriental Market,
A-ri-rang Oriental Market, Samurai Grill & Sushi Bar에서 후
원해 주셨습니다.

•

한인회장 민명희씨의 남편 콜린스 씨가 7월 24일 별세하셨
습니다. 한인회에서는 추모예식에 화환을 보내었고 임원여
러분이 추모예식 절차를 도와드렸습니다.

•

뉴멕시코주 한인회관에서 9월14일 오후 6시에 추석명절모
임을 주최합니다. 상세한점은 아래의 광고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추석명절모임
한인회 주최로 추석 명절 한인 모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함께 한가위 명절을 함께 즐겁게 지내시고
한국 고유의 추석풍습도 저희 한인 아동들에게도
알려주고 떡도 드시고 밝은 달과 함께
환한 미소가 넘치는 남은 한 해가 되세요
일정: 09/14/19 오후 05:00장소: 뉴멕시코주 한인회관
문의처:정대식 한인회 수석 부회장,
505-259-5858

존 콜린스씨 소천
뉴멕시코 한인회장 민명희씨의 남편이신 존 패트릭 콜린스
(John Patrick Collins)씨가 지난 2019 년 7월 24일에
오랫동안의 암으로 투병해온 끝에 6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존 콜린스 씨는 Presbyterian Hospital과
New Mexico University에서 구급 요원, 항공 응급 구조 대원
및 UNM 병원의 응급 팀으로. 헌신해 왔었다. 존 콜린스씨는
그의 아내 민명희씨와 일남이녀, 리사(Lisa), 모니카(Monika), 잭
(Jack)을 유족으로 남겼다. 장례미사는 8월 3일 본인의 고향인
KANSAS주 Ottawa 도시에 있는 성당 St. Patrick Catholic
Church에서 있었다. 추모 예식은 리오란쵸에 있는 인카네이션
가톨릭 교회 (Incarnation of Carnolic Church, 2309 Monterrey
Rd. NE Rio Rancho, NM)에서 2019년 8 월 1일, 목요일, 오후
6:30에 가졌다. 추모식에 예쁜 화환을 뉴멕시코주 한인회와
주미국 대사관 조윤제 대사님, LA 한인총연회에서 남문기
총회장님과 여성 수석부회장 조규자회장님, 한인총련서남부협회
이석찬회장님을 비롯해서 알버커키한인연합감리교회, 크리스틴

호님, 문만길 회계사님, 임혜숙 이사님과 남편 Michael, 뉴멕시코
한국학교에서 보내주셨다. 많은 여러분들이 조의금을 보내
주셨는데 보내주신 조의금은 모아서 John Collins’s Memorial
Fund프로그램 (EMS Region 1)으로 참가자 성함이 올려진다고
한다.
미망인 민명희 회장께서는 그의 가족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봉사하고 활동하게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는 말을 전해 왔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많은
여러분들이 추모식에 참석하여 주시고 추모식에 이어 준비된
리셉션을 알버커키 한인천주교인들이 주관하셔서 정성어린
음식을 장만해주셨고 Serving까지 돌보아 주신 것에 감사를
표했다. 가족을 대표해서 유가족 남동생 민병수와 막내인 아들
잭이 바쁘신 가운데 저희 아버지가 함께 생활하며 많이 사랑했던
친구분들과 알버커키 지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편안히 하느님
품 안으로 갈 수 있게 도움 주심을 감사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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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열씨 별세
10월8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2시까지 한인회관에서
순회 영사업무를 실시합니다. 양상규영사님을 비롯해서
2분 사무관이 오십니다 .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인회관 주소: 9607 Menaul Blvd. NE Albuq.,
NM87112
LA 총영사관 : 213-385-9300 내선번호 15 또는 52
순회영사실 이메일: consul-la@mofa.go.kr

문의:정대식 한인회 수석 부회장, 505-259-5858

치마요성당에 한국인
세바스챤 이병권 신부 부임
뉴멕시코 북부 Chimayo에 뉴멕시
코 주민들을 비롯하여 타지인들에게
도 잘 알려진 가톨릭 성당에 한국인
세바스찬 이병권 신부님께서 최근 부
임하셨습니다. 뉴멕시코에 오신 것
을 환영한다는 인사말에 신부님께서
는 E-메일로 이곳에 한국 사람이 계
시 다는 것을 알게 되니 반갑고 마음
이 든든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마요 성당이 있는 이곳은 산타페
지역에 사는 가토릭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순례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성당의 정식이름은 엘
산투아리오 데 치마요 (El Santuario de Chimayo)인데 매년
종려 주일(Palm
Sunday)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Easter)까지 한
주일 기간에 약 3
만 명의 순례자가
치마요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렇게
치마요 성당을 많은
순례자가 방문하는
전통이 생긴 것은
치마요 성당이 약
200년 전부터
기적과 치유가
여러 번 일어난
곳으로 알려 젔기
때문입니다. n

알버커키에 50년 가까이 거주해 오신 유
희열(1931년 4월 15일 출생) 여사님께서
2019년 7월 9일 향년 88세로 별세하셨습
니다. 추모예배는 2019년 7월13일 토요일
오후 1:30 Kingdom Hall of Jehovah’s
Witnesses (1716 20th Ave SE Rio Rancho)에서 겨행했습니다. 한인회 초창기에
공헌하셨던 고 유재명선생의 미망인이셨고
한인회 이사직으로 봉사했던 유경준씨의
모친이셨습니다. n

코리안의 꿈 사진전시
<Korean Dream>이란 제목의 사진 전시회가 알버커키
다운타운 북쪽 벨리지역에 있는North Fourth Art Center
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8월2일 오후 5시에 리셉션이 있었고
이 자리에 참석한 손님을 위해서 한인회의 이희정씨는
한국고전무용을 전시장에 붙어 있는 소 극장에서 공연을
해서 리셉션 모임을 한층 의미있게 했다. 전시회를 준비했고
호스팅을 한 알버커키 미술인 협회의 총무이신 Susanna
Kearny 씨는 카나다 사진작가 나탈리 다우스트(Natalie
Daoust)의 순회전시를 이 곳에서 주최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리셉션에 참석 못했던 한인 여러분께서 Art Center에
오셔서 사진전시를 보길 희망했다. 북한의 실상을 사진예술로
보여주는 이 전시는 9월22일까지 계속 된다. 주최측에서는
리셉션을 위해 다과를 제공했던 A-1한국식픔과 무용춤을
선사한 이희정씨 그리고 잔시회를 홍보해준 뉴멕시코 한인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시 장소: 4904 4th st. NW ABQ NM87107
North Fourth Art Center
미술센터 개장시간: 월-금요일 10:00am-4:00pm n

사진: 왼쪽에서 두번쨰: Susanna Kearny, 5번쨰: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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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봉사활동

코윈(KOWIN) 소식
이제는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으로 다다랐습니다.
이번 코윈에서는 개학을 앞두고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교육계에 계시는 세분을 모시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이중언어발달과 더불어 영어발달이 늦어서 걱정하시는
어머님들과 이제 5학년에서 6학년 중학생이 되는, 즉 초등에서
중등으로 옯겨가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얘기들을 듣고 저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어머님들의 걱정을 무심히 흘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윈세미나를 통해 행복한 독서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중학교 가기 전에 어떻게 아이들을 준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
그 궁금점을 풀어드리고자 이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코윈세미나에서는 New Mexico Highlands University에서
교육과정과 교육 양성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선숙 교수님께서
동화책을 이용한 독서교육과 문학에 대해 강의해 주셨고
Cottonwood Classical Preparatory School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신 이경진 선생님께서 중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전반적인 중학교 생활과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강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Eisenhower
Middle School 수학 선생님이신 한은영 선생님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부모님들의 질문에 답해주셨습니다. 이번 코윈주체의
교육세미나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친분도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아주 뜻이
깊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코윈 회원님들이 정성 들여
만들어주신 음식 또한 타향에서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는
우리에게 더없는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코윈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8월 21일에는 코윈 회원님들과
한인회 어버이회원님들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육개장, 대구전, 게맛살 전, 무채나물, 취나물, 유채
나물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해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박광종

뉴멕시코KOWIN지회장
즐겁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눔이란 얼마나 큰 행복이고
은혜인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희 코윈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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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소식

뉴멕시코 한국학교 소식
안녕하세요. 뉴멕시코 한국학교의 박영신 교장입니다. 무더운
날씨도 어느새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을
느낍니다. 저희 뉴멕시코 한국학교는 이번 여름에 아주 신나는
일들이 많았답니다.
먼저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KOSAA)에서 진행하는 “차세대
리더쉽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이 세미나는 한인 2, 3세대를
위한 것으로 미국 주류사회에서 성공한 한인들의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에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좋은 영향을 주는 세미나로 LA에서 많은 학생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뉴멕시코 한국학교도 이에 발맞추어 우리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10학년 이상, 현재 매주 학교에서
봉사하는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한인회의 심사를 거쳐 4명의
학생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의 사기와 앞으로의
학교의 발전을 위해 지원한 모든 학생이 다 함께 가게 되어 무척
기뻤으며 이 자리를 빌려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민명희
회장님과 신동완 부회장님을 비롯한 한인회 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생들은 짧다면 짧은 1박 2일의 시간을 아주
알차게 보내고 왔으며 각자의 수기를 통해 그 시간을 생생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을 맞아 pre K부터 5학년까지를 위한 캠프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동포재단에서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재와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구려의 독특한 문화 양식으로 손꼽히는 고분 양식과 현재까지
고구려가 실존 국가였고 어떤 역사를 가진 나라인지 잘 기록한
광개토 대왕릉비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였지만 EBS에서

박영신

뉴멕시코한국학교 교장
나오는 ‘만들며 배우는 역사 kit를 통해 좀 더 쉽게 주제에
다가갈 수 있었고 즐겁게 만들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퀴즈도
함께 풀며 우리 아이들의 즐겁게 그 주제를 배우고 다가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밖에도 캠프마다 각반별로 완성하는
단체화 그리기와 웨하스로 만드는 돌무지무덤 완성하기 등을
통해 함께 작품을 완성하는 시간도 갖고 고구려왕관 만들기와
고구려 장군의 활과 화살 만들기, 유물 찾기 게임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3일간의 짧다면 짧은, 아쉬운 캠프를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드리며 특별히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서 도움을 주신 학부모님들과 재무님께 감사드리며
8월 말에 개강하는 이번 가을학기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배우고
한국학교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곳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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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고인이 된 존의 기억
내가 처음 존을 본 것은 가톨릭 모임 후 존 콜린스 집에서 저녁
겸 간단한 음주를 나눌 기회가 있었을 때이다. 잘생긴 외모에다,
자상하고 섬세한 면이 있었던 첫인상이었다. 그 후 자동차 수리
와 가톨릭 교회 모임으로 자주 접촉할 기회가 있었고, 자동차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죤은 Engine Power
가 좋은 차량을 선택하곤 했다. 구형 렉서스를 “이건 Machine
이야” 하고 좋아했다. 또한 자동차의 Disk나 Drum brake 교환,
Alternate, Shock Absorber 교환, Engine oil 교환 등 어지간한
자동차 수리는 집에서 다 해결하였다.
한번은 자동차 Electric Circuit 문제로 근처 Mechanic을 찾아
수리하고 나서 주인이 수리비가 $60이 나왔다고 하
니 존이 $80 수표를 쓰며 당신은 이것보다 더 받아
야 한다고 하며 악수를 청하였다. 상대의 기술을 인정
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존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대
목이었다.
어느 더운 여름 소매가 긴 셔츠를 입고, 자동차 Spark
Plug를 교환하는 것을 보고 먼지가 끼고 기름기가 많
은 자동차 엔진 부분이어서 긴 옷을 입었느냐고 생각
하고 같이 맥주를 마실 때도 긴 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덥지
않으냐 벗으면 좀 더 시원하지 않으냐고 물었는데, 그때 자신은
Cancer로 피부가 햇볕을 쏘이면 안 된다고 하며 Chemotherapy

장석희 루피노
앨버커키 카톨릭 공동체

를 받고 있다고 했었다. 항상 잘 웃고 인자한 모습 뒤에 이런 고통
을 함께하는 존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가톨릭 모임에는 항상 어린이들이 같이 있게 마련이다. 아이들이
라 떠들어서 모임에 방해가 되어 어떤 부모는 애 때문에 참석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존은 자기가 보살필 터이니 데려오라고
했다. 아이들을 이층으로 데려가 장난감을 주며 놀아주고 돌보는
일은 항상 존의 몫이었다. 물론 존도 그의 아이들을 키
웠기 때문에 장난감이 많이 있었으나 후에도 계속 장난
감을 모아 아이들에게 주곤 했다. 인자한 할아버지 역을
하며,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었다.
나는 늘 하느님은 대단히 공평하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 있다. 돈이 많으면 건강이
문제고, 똑똑하고 머리가 좋으면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무엇인가 좋은 면을 주시면 반대로 나쁜 면을 함께 주시
는 주님이시지만, 존에게는 어떤 좋은 면을 주셨을까 생
각하게 한다.
항상 조그마한 파티를 즐기고, 사람들을 좋아해서 친구들이 무척
많았고 그의 품성을 모두가
좋아했다, 우리 주위의 사람
들은 그의 Nick Name을 “천
사”라고 불렀다. 자상한 아
버지며 아내를 무척 사랑하
여 내가 없더라도 경제적으
로는 절대로 쪼들리게 하지
않겠다고 입에 달고 살았다.
존이 검은색의 렉서스를 사
고 존의 부부, 윤 엘리사벳
부부, 우리 부부와 함께 북
쪽 Durango, 미국의 스위
스 Ouray 를 여행한 일이 있
었다. Durango에 도착했을
때 마침 일요일이어서 성당
을 찾아 미사에 참석했다. 아
름답고 자그마한 교회를 나
올 때 동양인이 드물고 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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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많이 사는 곳이어서 어린애들과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을 때 죤이 우리는 캔사스, 뉴멕시코,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
며 죤이 내 고향은 캔사스, 여기 나의 아내와 나의 친구들과 나의
애완견의 고향이 코리아이며, 우리가 모두 사는 곳은 뉴멕시코라
며 아주 멀리서 왔다고 농담을 했다. 이에 많은 사람이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던 일이 생각난다. 존은 고향 캔사스를 무척
좋아했다. 바람이 많이 불어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죤
은 달랐다. 바람이 불 때 기다란 풀이 이쪽으로 누웠다가 반대쪽
으로 불면 저쪽으로 누워 마치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아 좋고, 자
그마한 언덕이 많고 특히 언덕에 있는 성당이 볼품은 없지만 그렇
게 좋을 수가 없다고 하며 어린 시절 성당 앞 풀밭에서 뒹굴며 언
덕을 내려갔던 시절이 무척 그립고, 가끔 마른 소똥을 주워 소고
기를 구워 먹던 시절이 무척 그립다고 말했다. 나는 캔사스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지만 존의 설명으로도 충분히 머리에 그려지
곤 했다.
Durango를 떠나 뉴멕시코 오는 길에 특별한 곳을 소개하겠다고
하며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다. 캄캄한 시골 한적한 길로 우리를
안내 하였다 모두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끄고 내려오라고 한
뒤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다. 칠흑 같은 밤에 정말 불빛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밤에, 바로 내 머리 위에 은하수(milky way)가 펼
처져 있고 수많은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 바로 손에 별이 잡힐
듯하였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광경에 넋이 나간 것 같았다. 정말
굉장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사실 한국에 살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밤하늘에서 찾아본 일이
없었고, TV나 책을 통해 은하수를 보았던 기억이 있었으나
직접 내 눈으로 본 밤하늘의 광경은 상상 이상이었다. 아마
존이 직업상 병원 헬리콥터를 많이 타고 다녀 하늘에서 보는
뉴멕시코를 잘 알고 있어 어디를 가면 무엇을 볼 수 있는가를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이구동성으로 다시 한번 더 이곳에 오자고
약속하였지만 이젠 어렴풋이 장소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길은
몰라 다시는 못 가보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젠 고인이 된 존만이
아는 길이었기에....
한 번은 존을 병문안을 하러 갔는데 “내 머리뼈에 구멍이 3
개나 있다며 바이러스가 뼈를 갉아 먹은 것 같다, 앞으로 비를
맞으면 안 된다, 물이 들어와 머리가 무거워지면, 물이 다 빠질
때까지 누워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농담을 하며, “오늘 비가
오지 않을 때 퇴원 할거다고 했다.” 내가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지
되지 마음대로 퇴원을 하지 못한다고 하자 “내기하자 오늘
퇴원한다. 만약 퇴원 못 하면 내가 점심 살 거다”고 했다. 마침
회진 시간이어서 담당 의사와 인턴들이 병실에 들어왔다. 대뜸
존이 “오늘 퇴원한다 여기서 약 먹고 치료 하나 집에서 치료하나
똑같으니 하는 말이다.” 담당 의사가 좀 더 여기 있어도 되는데
왜 그러냐고 물으니 “저 친구와 내기했는데 오늘 퇴원 못 하면
내가 점심 사기로 했다. 그런데 돈이 너무 아깝잖아”고 하자
의사가 웃으며 당신 돈을 아끼라고 오늘 퇴원시키겠다 했다.
자기가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여유를 가지고 상대를 편안하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 존.... 나도 이럴 경우 존처럼 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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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병원에서 치료 후 같이 치킨을 먹으러 간 일이 있었는데,
캐시어가 무엇을 주문하시겠냐 고 물으니 존이 나는 스키니(
날씬한) 한 다리를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팻(뚱뚱한)
한 다리를 찾아 여기 왔다며, 닭 다리는 절대 스키니(날씬한) 한
것을 주지 말라며 농담하며 만약 명(부인)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한 대 맞았을 것이라고 킬킬거리고 웃었던 일이 떠 오른다.
고인이 되기 이틀 전 존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책장을 가리키며
루피노가 갖고 싶은 책이 있으면 가지라고 한 뒤 많은 책 중에,
나는 저 책을 권한다며 King James Bible을 주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무슨 의미로 나에게 성경을 주었는지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ICU에서 임종하기 몇 분 전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나를 보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며 내 팔을 잡고, 침대에서
내려 달라고 외쳤다. 아마 아프고 힘들었던 모양이다. 간호사가
진통제를 다시 주사하고, 조금만 참으라고 계속 말을 했다. 잠시
후 조용해졌으나 아주 엷게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조금 뒤 담당 의사가 청진기를 가슴, 복부에 진찰을 하고 잠시 후
“He’ gone, I’m sorry, I’m sorry.” 라고 했다. 자연히 존의 얼굴로
눈길이 향했다. 케니 로져스를 연상되는 존의 얼굴이었다. 아주
행복하고 잘생긴 천사의 얼굴이었다. 안경 밑으로 흐르는 나의
눈물이 작별하라는 무언의 반응이었다.
중국 오페라 음악을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해서 수백 장의 DVD
를 모으고 걸작이 있으면 내게도 빌려주고 그중 한국의 6.25 관련
다큐멘터리는 꼭 보라고 Copy도 해주고,,, 맥주를 좋아해서 같이
마시며 자동차 수리에 관한 이야기를 신나게 하던 존... 치료를
위해 오랫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냈고 Chemotherapy를 받으면
음식에서 클로락스 세제 냄새가 난다고 음식조차 먹지 못했던
지난날들, 지금쯤은 하느님 나라에서 고통 없이 편히 살며,
그렇게 좋아했던 생굴과 감자요리를 마음껏 먹고, 인자한 얼굴로
우리를 내려 보고 있지 않을는지 상상해 본다.
마지막으로, 죤의 Memorial Mass시 가톨릭 미사에 다소 생소한
느낌을 받고, 또한 언젠가 이런 미사를 또 맞이하리라 생각되어
가톨릭 미사에 관해 잠깐 기술해 본다.
1) 시작 예식
신부님, 부제 복사(Altar boy)들과 함께 입장하며 성가대가 성가
를 부른다. (성가의 곡 번호는 별도로 표시한다.)			
						
Stand
입당 Entrance :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과 함께, 성호를 긋는다.
인사 Greeting : 예수님과 우리들과 함께,,,,,
참회 Penitential : 죄를 고백하고, 제 탓이라고 한다.
자비송 Kyrie : 주님께 자비를 구한다.
대영광송 Gloria : Glory to God in the highest
2) 말씀 전례
제1독서 First Reading : 대부분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평신도가

<24 page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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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으로 빚은 아름다움
옛날 사람들은 지구를 어머니 Mother Earth로 여기면서,
세상의 모든 쓸모 있는 것들이 흙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흙을
살아 있는 존재로 생각했다. 흙을 이용하는 요업의 기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그 기술의 발달은 비교적 훗날에
이루어졌다. 장석과 석영의 가루를 점토에 섞어 이겨서 약간
굳힌 다음 성형 건조 소성의 과정을 거쳐 만드는 것을 한데
묶어 도자기라고 부른다. 도자기는 본디의 바탕인 흙의 상태나
굽는 온도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토기는 진흙으로 만들어 잿물을 올리지 않고 구운 그릇으로,
고분에서나 발견되는 원시 시대의 유물이다. 도기는 붉은
진흙으로 만들어 볕에 말리거나 약간 구운 다음 잿물을 입혀
다시 구운 검붉은 그릇이며, 윤이 나고 단단하다. 초벌구이를
하지 않고 단번에 만들되, 잿물에 철분을 넣고 불을 약하게
하여 구운 것은 석기다. 백토 따위를 높은 온도로 구워 만든
것을 자기라고 하며, 식기나 장식품으로 쓰인다.
도자기는 필수품에서 장식품으로, 다시 예술품으로
발전했다. 나는 우리나라의 청자, 백자, 분청사기의 미에
반하기 일쑤였다. 흙 바탕에서 어떻게 저런 아름다움이
생겨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지만 우리의
도자기는 품질과 아름다움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지에
이르렀으며, 고려청자 비색 秘色 자기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로
수출되었다. 정유재란 때 남원에서 끌려간 도공의 후예들이
400년 넘게 일본 규수에 자리 잡아 살고 있고, 그 도공들의
작품이 19세기 후반에는 서양인들로 하여금 일본의 문화
예술을 선호하게 만들기도 했다. 여전히 일본의 도자기 명가로
손꼽히고 있고, 경기도 이천 도자기와 함께 우리 도자기의
명맥을 잘 이어 가고 있다.
뉴멕시코주는 수많은 원주민 부족들이 오래전부터 살아온
곳이다. 푸에블로를 비롯한 여타 부족의 장인들이, 일상에서
사용되는 실용적인 자기는 물론 각종 의례에 필요한 아름다운
자기들을 수천 년 동안 만들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도자기는 처음부터 실용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생활 양식까지 바꾸게 만드는 식기, 단지, 작은 항아리 등은
아주 놀라운 것들이었으며, 자연스럽게 종교 무역 예술의
영역에 스며드는 것은 물론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서열까지
보증해 주었다. 뉴멕시코 대학교에서 ‘푸에블로 도자기’를
가르치는 클라런스 크루즈는 도자기를 만들 때 반드시 혼을
불어넣는다고 한다. 사람의 머릿속에 오로지 디자인이나
모양만 들어 있게 만드는 도자기의 제조 과정이 때로는 질병을
치료해 주기도 한다고 역설한다.
주에서 가장 큰 도시 앨버커키의 국제 공항으로 접어드는
도로를 아름다운 도자기들이 차지한다. 인디언들의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도자기에는 각종 동물을 비롯하여 괴물이나 요정이 자리를
잡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걸작품에는 흔히 전설이나 초자연적인
믿음의 장면들이 그려져 있다.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며
자연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물이나 현상을 마음속에 그려
보고 나타낸 아주 난해한 상징들이다. 그 상징은 부족마다, 같은
부족이라도 장인에 따라 다르다.
주의 수도로 예술의 도시인 샌터페이에서는 7월 중순이면
미술 전시회가 열린다. 수년 전에 경기도 이천시와 교류하기
시작한 뒤로, 이천 도자기 사업 협동조합의 도예가들이 매년
그 전시회에 참가하여 한국 도자기의 우수성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 미를 창조하는 사람이라야 미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인가.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아주 많고, 우리는 지금
아름다움에 대한 시각적 판단이 일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산다. 한데, 아직 심미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는
이천과 뉴멕시코에서 흙으로 빚은 아름다움을 가끔 즐길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샌터페이에서 가까운 곳에 로스 알라모스가 있다. 세계 최초로
원자 폭탄을 만들던 곳이며, 근교에 수많은 인디언 부족들이 살고
있다. 자신들의 오랜 전통이 시간과 함께 사라져 가고 있음을
간파하고, 뜻 있는 사람들이 “로스 알라모스 대형 도자기 사업”
을 계획했다. 여러 부족의 명장들을 모아 15세기부터 근대까지의
명작을 참고하여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게 한 다음, 2013년에
시작한 사업이 3년 뒤에 결실을 보았다. 새로 제작된 항아리와
접시는 높이가 3미터를 넘고 사람이 마음 대로 들락거릴 수도
있는 대작들로, 조그마한 인디언 촌락 ‘화이트록’ 으로 들어가는
800미터 도로에 안치되어 인기를 끈다. 오랜 세월 땅에서 풍미를
찾고, 돌이 전해 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손으로 보물을 만들던
그들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 주고 있는 것이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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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합감리교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2011년에 미국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USA)는 동성애
목회자 안수에 관한 제한 규정을 장로교 법에서 제거함으로 사
실상 동성애 목회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동성애 문제가 연합
감리교회 내에서도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연합감리교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St.
Louis에서 동성애 문제로 교단 특별총회가 열렸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놓고 연합감리교회는 수년 동안 기도해 왔고 특별총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감독들과 대표들이 총회 결과를 위해서 함께 진
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총회에서 투표한 결과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 반대하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연합감리교회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 교인, 목회자들이 결
정된 교회법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연합감리교회
를 떠나지 않겠다며 내년 2020년에 있을 총회에서 올해의 특별
총회 결정을 뒤집으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
회는 4년마다 전 세계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총회 대표들이 모여
서 연합감리교회의 교리나 법을 수정할 수 있는 총회를 가집니
다. 올해야 특별총회이지만 정기적으로 4년마다 하는 총회는 내
년 2020년이며 Minneapolis에서 열립니다.
연합감리교회 교단 내에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난 8월 26-27일에
달라스에서 연합감리교회 한인 교회 총회 상임위원 모임이 있었
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된 감독들에게 미리 편지로 질문을 드렸습
니다. 여러 질문 가운데 연합감리교회 교단이 분리되는 것이 해결
책이냐고 물었지요. 택사스 연회 Scott J. Johns감독과 사우스 캐
롤라이나 연회 Jonathan Holston 감독은 분리가 필요하다고 답
을 했습니다. 교단 내에 동성애 문제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
법은 서로 사이좋게 분리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지요.
교단 내에 이런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
이 나왔습니다. 먼저 진보측 대표인 Bard 감독과 보수측 대표
인 Johnes 감독이 제안한 것을 소개하면 내년 총회에서 미국 내
에 있는 연회나 교회들이 교단을 이탈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2022년 여름이나 가을까지 2개 내지는 3개의
교단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연회의 재산은 다수결 투
표로 어느 교단에 속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총회 재산은 분리되
는 교단의 교인 수 비율로 분할하자는 제안이지요. 연금부, 출판
부, 재무 행정협의회는 그대로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목회자도 은퇴 목회자를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어느 교단에 들어

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제안은 한 지붕 아래 두 개 또는 세 개
의 교단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한 건물 안에 여러 집
이 함께 사는 다세대 주택 모양입니다.
현재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위에 제안에서 더 발전시킨 것으로
완전히 결별하는 인디애나폴리스 제안입니다. 이 제안은 진도, 중
도, 보수, 아프리카 감독들이 모여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 제안에
의하면 내년 총회에서 진보 중도 측과 보수 측 두 교단으로 분리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진보 중도 측은 UMC 이름을
지속하며 보수측은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 것이지요. 각 교회는 교
인총회를 열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어느 측에 소속할 것인
지 결정합니다. 목회자는 개인적으로 한쪽을 결정합니다. 완전히
결별된 두 개의 교단이 되지만 분리하기 어려운 연금 등은 공유하
게 됩니다.
연합감리교회 교단이 내년 총회에서 이렇게 분리되는 쪽으로 나
아가고 있지만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올해 특별총회
에서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온 것처럼 내년 총회에서도 전혀 예
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지요.
2015년 연합감리교회 통계를 보면 미국 내에 연합감리교 교인 수
는 7,064,602명이고 미국 밖에(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교인 수
는 5,663,340입니다. 목회자 수는 미국 내는 44,080명이고 미국
밖에 목회자 수는 11,859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왔던 이 많은
수가 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나 결과가 되든지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하심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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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식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이번 여름에 IN
THE WILD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삼 일에 걸쳐 진행된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자연에
있는 동물들을 테마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부활 사건에
이르기까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다양한 율동과 예배, 게임과
Art and Craft로 꽉 찬 일정이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예수님의 유년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성경에 관해서 토론하시며 아버지의 집에 거하신 성경 말씀을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신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김수진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주일학교 교장/집사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아이들과 같이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삼
일을 보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선생님으로,
자원봉사자로 일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쁨과 소망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n

둘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정한 구세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음을
다시금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사건,
물 위를 걸으시며
풍랑을 잠잠캐
하신 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마직막 날에는 엠마오를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를 찾아가시고
모습을 나타내시며
예수님 부활 소식의
증인으로 부르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독려하였습니다.

참가한 어린이는 모두 23명이었습니다. 12분의 선생님과 학부모님 다수가 봉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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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

사랑하는 알버커키
형제들에게
할렐루야!
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
하시는’ 여러분을 생각하며,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여간 기쁜 일
이 아닐수 없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제 마음은 여러분 곁에
놓고 왔나 봅니다.
‘2019년 5월’은 제 마음에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한 제 평생에 ‘의미 있는’ 한 순간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많은 물도 이 타오르는 불꽃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문명은 고도로 발전되었다고 말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영 육 간에 강건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한 채
그럭저럭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서 금보다 귀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착안하여, 저의 ‘알버커키 한 달 성회’ 는 ‘사랑하고 사랑받음의 중
요성’으로 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살 동
안 가장 값진, 보배로운 일이기 때문이지요.
만병의 근원이 바로 ‘사랑의 결핍’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부모 없는
고아들을 돌보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사랑이 넘치는 두 서신을 써 보냈습니
다. 먼저 써 보낸 것이 ‘누가복음’ 이고, 나중 보낸것이 ‘사도행전’
이었습니다. 그 당시 ‘누가’ 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
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불꽃이 되어서, 온
통 그를 불덩어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전 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어 ‘데오빌로’ 에게 펜
을 들었던 것입니다.
저도 ‘누가’ 가 되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알버커키 형제자매 여
러분을 위한 ‘누가’ 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을 잘 전할 수 있을까
ㅡ 하는 문제가 저를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었고 잠도 설치게
했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았으나 때로는
저 자신에게도 만족할 수 없어서 깊은 고민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
다만, 제게 불을 던져주신 주님께서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도 불
질러 주실 줄 믿으니 곧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도 하였습니
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은혜받는 사람은 준비하는
저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선, 제가 보내드리는 ‘사랑의 편지’ 에 자주 쓰이는 ‘데오빌로’ 라
하는 이름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
여 몇몇 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합니다.
(1) Origen, Ambrose, Bruce는 ‘모든 성도들읖 지칭한다고 했고
(2) Ramsay, Robertson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실제 있었으
며, 그 사람은 Rome의 최고 수준의 공직자일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으며

나정용

뉴져지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3) Streeter 같은 학자는 그가 독실한 신자였으며 그의 아내 (도
미릴라) 와 같이 96AD에 순교한 도미시안 황제의 조카일 것
이라고 단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데오스(하나님) / 휠로
스(사랑하다) 의 합성어인 ‘데오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
랑받는 자’로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친구 된 자 또
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깊은
뜻을 간직한 이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근원’ 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엄청난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지금
온몸으로 받고 누리고 있는 자답게
(1) 하나님께는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영광
을 돌려 드리며
(2) 이웃에게는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을 ‘데오빌로’ 라 칭 할수가 있다고 정리하면 되
겠습니다.
예를 들면 옥중에서 매 맞아 쓰리고 아프더라도, 괴롭거나 외롭지
않았던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뻐하며 찬양하
였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는 그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었으며, 그의 매일의 삶을 감사와 감격으로 수
놓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되신 ‘아버지’! 아버지가 계시니 두려움 없도
다 ㅡ 라고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 이나 ‘다윗’ 같은
사람을 일컬어 <데오빌로> 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부모 없는, 때론 무책임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고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 같은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형,
동생’ 같은 단어는 많이 쓰면서…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며 돌보고
책임지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 설령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
더라도 끝까지 ‘내 편’ 이 되어 ‘나’를 응원해 줄 ‘부모’가 없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가 아닐 수 없
습니다. ‘나’를 책임질 부모가 없으니 , ‘나’ 혼자 파도치는 인생길을
헤쳐나가야 하고, ‘나’ 혼자 모든 일에 모든 책임을 홀로 져야 하는
외로운 존재이니까요.
영적으로 제일 외롭고, 제일 불쌍한 사람은 두말할 필요없이 알지
못하거나 잃어버린 ‘영적 고아’ 입니다.
“ 나는 네 아버지이니라. 내 강한 오른손이 너를 붙잡아 주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듣거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네 아버지인 내가 나의 초월한 힘과 능력으로 너를 돕겠다.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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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서적소개

복음은 그래도 달린다
신간 <복음은 그래도 달린다>의 저자 박승목·박영자 집사는
올해 76세의 동갑내기 부부다. 두 사람은 주소가 없는 집인
RV(Recreational Vehicle)를 타고 17년째 미국 전역을 누비는
순회전도자로 살고 있다. 그동안 북미 대륙 횡단을 33번 했고,
하와이를 제외한 49개 주에서 750개 이상의 교회를 방문해
집회를 하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 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부부는 지금도 육신은 고단하지만 길 위에서 만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박승목
박영자
집사

부부는 암울했던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1982년 어린 두 아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왔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궁핍한 생활은 여전했고 부부는
건강마저 악화되었다. 남편 박승목
집사가 간암 선고를 받자 부부는 남은
삶을 예수를 위해 살기로 선택했다.

부부의 사역은 미주 크리스천 신문과 중앙일보에 특집 기사,
LA의 미주복음방송에 소개되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저자는 현재 국제 전도 폭발 미주 한인 본부에서 간사로도
섬기고 있다. 지난 7월 필자는 또다시 대륙횡단을 하던중
알버커키에 들리게 되어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에서 두 부부의
간증 시간을 수요 예배때에 갖은 바 있다.

그렇게 평신도 전도자로 삶을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50개 주에
복음을 전하라는 비전을 따라 중고 RV를 구입해 차 안에서
생활하며 거리에서 만난 사람,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다 실족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한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이기에,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사역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하는 부부는 1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RV에서 생활하며 순회 전도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 소개하는 이 책에는 오직 ‘영혼 구원’ 사명 하나를 푯대로
삼고 걸어온 박승목·박영자 집사 내외 순회전도자의 17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겼다. RV를 타고 길 위에서 생활하는 고된
여정의 피곤함보다 쓰임 받는 자의 기쁨이 가득한 부부의
얼굴, 복음을 향한 순수한 열정, 전도 현장에서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읽어 가다 보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현대판 사도행전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책은 인터넷 서점 www.
bandibookus.com에서 구입할 수도 있다. 초판 발행: 2019.5.8.,
두란노서점 발행으로 반양장본 296쪽의 책이다. n

사랑하는 알버커키 형제들에게
12page에서 계속

에 평화는 한 점도 없이 극심한 불안과 괴로움만이 가득 찼던 것
입니다.
그는 고아가 아니었으나 고아였습니다. 그에겐 아버지가 있었으
나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의 붎행만
이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분명하지 못했고 자기
가 누구의 사랑을 받는 아들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이 큰 불행
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알버커키 형제 여러분! 저의 데오빌로여!
아버지를 찾는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작은 일도 아닙
니다. 전에 먼 외국 땅에 입양되어 갔다가 한국에 부모를 찾으러
온 고아였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부모를 만나
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갑니다만, 천신만고 끝에 부모를 찾은 사
람은 그 기쁨이 하늘을 찌를 듯 하여, 그 기쁨이 그의 남은 삶을
가득 채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부디 아버지를 만난 그 기쁨으로 데오빌로로
서의 삶을 증거하시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뉴져지에서 나정용 목사 드림 n

돕겠다.”라고 쉼 없이 말씀하시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아버
지’ ( 사41:13) 를 굳게 믿은 다윗은, 비록 악한 적들이 사나운 이빨
을 드러내고 사나운 짐승처럼 공격해 올 때라도, 이미 내 편이 되시
어서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시124편)
이에 반하여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은 달랐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권력에 눈이 멀어 ‘영적 아버지’ 도 ‘육적 아버지’도 보이지 않았습
니다. 그에게는 ‘아버지’ 가 안 계신 것과 같았습니다. 하늘까지 교
만한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성군’이었던
자기 아버지 조차도 자기의 더러운 욕망을 성취하는 데 한낱 걸림돌
이나 장애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물려받은 빛나는 머리털 200세
겔: 2ㅡ3kg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꽂혀 매달려 죽을 때 까지 마음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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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설교문은 8월25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주일 예배때 설교를 녹화한것에서 녹취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녹화한 동영상은 광야의 소리 웹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voice.kumcabq.com 에서 링크가 됩니다.(편집부)

서영석

본문: 잠언 4:20-27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가히 전쟁터라고 말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며 입시의 관문을 뚫어야 합니다. 사업도 전쟁입니다.
살아남느냐 죽느냐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협성대학 신학교에 교수로 오랫동안 봉직하고 있는데 제
경험입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교는 모두 3년마다 재평가를 받기
때문에 교수는 평가로 인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학생수는
점점 줄어들고 학교 사이즈도 줄여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온통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전쟁
중입니다.
매년 우리 한국의 감리교회에서는 신학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목회자 시험을 치릅니다. 올해는 470여 명이 감리교 목회자
시험에 응시했는데 최종 합격자가 130명이었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해도 시험의 관문을 뚫어야 하는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는 승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매일 은혜로운 생활을 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잠언 4:20-27)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함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은 곧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며 또한 미래의 모습입니다.
생각이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보통 우리는 행동하고 일을
해서 무엇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생각의 결과일 뿐이며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모습이고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가슴과 마음에 그리는 그림이 여러분의 참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고상한 사람은 당연히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천한 사람은 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생각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행동으로 싹이 납니다. 그리고
습관으로 뿌리를 내리고 품성으로 자라서 인격이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운명이란 결실을 추수합니다. 그러니

헙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
교수/목사
곧 생각이 운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지금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내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판단이 가장 옳고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생명과 멸망을 결정합니다. 로마서 8장 5
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말씀은 곧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운명으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관한
22절 이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러한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즉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악령은
우리의 생각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만
하면 모든 행동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
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23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각은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도 결정합니다. 생각에 따라 행복과

광야의 소리
불행이 만들어집니다.
프랑스의 절대군주였던 루이 14세는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웠던
왕이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졌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었고
하고 싶은 것 다 해 보았으나 만족이 없었고 행복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심각한 병에 걸려 고생하게 됐으나 병명도 알 수
없어 고생 중에 있었는데 어느 의사가 치료비결 처방을 주었는데
그 비결은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속옷을
빌려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세상에 직접 나가서 행복한
사람을 찾아 나섰는데 부자들을 만나보았으나 행복한 사람을
찾지 못했고 권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도 만나보았으나
행복한 사람을 찾지 못했는데 어느 시골길에서 나무 그늘
밑에서 하프를 치고 있는 젊은 농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참으로
행복해 보여서 당신은 행복한가하고 물었더니 그 농부는 참으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속옷을 빌려줄
수 앖겠냐 질문을 했더니 겉옷을 걷어내고 보이면서 보다시피
자기는 속 옷을 입지 않았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왕이 알게 된
것은 행복한 사람의 속옷은 곧 행복한 사람의 마음이란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행복한 것을 생각하는 생각이 곧 속옷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망 대신에 감사를,
없는 것을 가지고 한탄하는 대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여야겠습니다. 그리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행복해집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생각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환경이나 교육이나
심지어는 부모의 탓에 돌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것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공과 승리가
주어집니다. 반면 나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실패와 어두움을 맞게 됩니다. 신령한 생각은 창조적인 인생을
살게 합니다. 작은 생각의 차이가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생각이 곧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죽을 몸도 살려내고 인격도 살려내고 가정도
살려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뜻을 찾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각은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과 지옥으로 가는 멸망의 길을
결정해 줍니다.
우리의 생각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도 결정해 줍니다.
우리의 생각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결정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복된
삶으로 살아가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n

2019년 9/10월호

15

PBS 추천프로그램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Madagascar)는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에 있는
섬이다. 7천만년전에 아프리카와 인도대륙이 분리될 때 떨어저
나와 고립된 섬이 된 이유로 이곳에 살고있는 야생 동식물의 80%
가 타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회귀종이다.
뉴멕시코 공영방송
(PBS)은 “마다가스카르”
라는 제목으로 BBC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9월 26일과 27일에
방영한다. 3부로
제작된 프로그램의 첫
순서인데 “Island of Marbls”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여기서는
마다가스카르에 살고있는 희귀한 야생 동식물이 소개된다. David
Attenborough가 낭독하는 이 다큐멘터리 제작은 현장에서 촬영
하는데 만 도 18개월이 걸렸다.
PBS 방송 시간 스케줄은 아래와 같다.
채널5.1 목요일 9월 26일 오후 7시
채널 9.1 토요일 9월 28일 오후 11시

광고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창립37주년기념예배 초청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에서는 금년으로 창립 37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9월 8일 주일에 갖습니다. 이번 기념 주일 예배에 설교는
초대 목사님이신 정용치 목사님께서 해주시기로 되어있습니다.
교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가쁨을 나누는 예배
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후에 친교실에서 점심 오찬을 함께 나누
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 2019. 9. 8. 오전 11시
주소: 601 Tyler road NE (Two blk N from Osuna and Edith
www.kumcabq.com (505)803-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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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가훈 (家訓)
세상 뉴스를 보거나 듣습니다. 그저 보고 듣습니다 . 그러나
그러다가도 가끔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을땐 샘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처럼 잊은 듯 묻혀있던 얘기들을 끌어내 오랜만에 다시
옛날을 더듬어 보게도 하구 무료한 분위기를 환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를 세우느라 숱한 누명으로 고생하며
감옥생활도 하셔야 했던 김영길 총장이 81세를 일기로 소천
되셨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안동 본가에 내려오던
가훈 “어리석더라도 어질어라”를 법으로 지켜 사셨었다는
기사는 장로님의 귀한 삶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었지요.
슬픔이라기보다는 공감이며 잔잔한 충언과 감사의 삶을 회고하며
듣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샘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 기사를 읽다 보니 조금 친절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우리 집 가훈 얘기가 슬며시 걸려 올라옵니다.
해병대 퇴교에 공군 제대, 당시 MBA 석사에 고아원 선생님
등으로, 흔한 시젯말로 왼 만큼의 산전수전은 그저 두루
섭렵한듯한 아빠가 이제 마악 10살, 7살 된 아이들에게 내린
가훈이 있었습니다.
첫째, 사람을 사람답게 보고
둘째, 조화를 이루며
셋째,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끝까지 한다. 였습니다.
그 오래된 얘기입니다. 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쓴 일기장
맨 첫 페이지엔 이 우리 집 가훈이 쓰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길고 어려운 ‘가훈’ 이 어린아이들에게 내려질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도, 그 아이의 노트북을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끄라리고 있는 까닭은 내심 언젠가는 나름대로 ‘풍랑의 20
세기를 거래하지 않고 살아 낸 한 청년의 피켓이었다!’라고 그
자초지종을, 그 가훈의 내력을 어렴풋이나마 알려주어야 한다는
그렁그렁 때문입니다.
결코 쉽사리 지나쳐서는 안 될, 또 쉽사리 타협할 수도 없는,
시대적인 상황을 거부하며 세대를 아울러 영원에 고리 지어야
한다는 첫 봉홧불 같은 것이었음을 알려 주려는 속내였지요.  
과연 어떻게 세대와 세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라’라는 절치부심의 심정을, 어떻게 ‘
더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줄 수 있을까!   
무슨 사관학교도 아니고, 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는
두루 신학교 슬로건 못지않게 여러 가지를 내용으로 하는 우리 집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수필가
가훈!
형님들이 입으시던 것을 넷째 아들에게 내려 입히시느라 헤어진
엉덩이 부분을 시어머님께서는 엄청 쫀쫀히 누비셔서 웬만한
방석 같은 고동색 칠부 바지에, 봄철 툇마루 아래 누렁이가 꿉-뻑
조는 한낮이면 채권이나 국채 삽니다를 외치며 동네 골목길을
누비던 채권 장사가 들었던 끈 떨어진 가죽가방..., 이름 모를 미국
군인이 신었던 짝짝이 워카 속에서 오동통 한국 청년의 표준
사이즈 발이 제멋대로 미끄러지느라 삐걱 대던 그때!  
그 때 이미 이 가훈은 정리되었던 것을 우리 10살, 7살 아이들이
과연 언감생심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6.25 사변에 갑자기 아버님 돌아가시고, 살던 집은 불타 없어지고
홀어머님 손에 빠알간 몸뚱이 어린 다섯 사내아이들만 남겨졌던
것! 그 어린 오형제 앞에 가끔 나타나시던, 아버님의 친구이셨던
대전제일 감리교회 고익삼 장로님께선 늘 빈손( 그때는 누구나
다 가진것 없는 전시였으니까)으로 오셔서 찌렁찌렁 큰 목소리로
매번 똑같은 말씀만 ‘소리’ 치고 가셨답니다. ‘ 기죽지 말어.
의인의 자녀는 굶어 죽는 법 없어! 성경에 써 있어!’  
나라의 혼란과 어려운 상황속에서 도리없이 같은 어려움은
계속되었을지라도 고익삼 장로님의 찌렁찌렁은 세상에 사시는
동안 뭇사람들의 위로이셨던 아버님을 불철주야 더 단단히
기억케 하며, 그 아버님께서 사시고 가신
‹더 소중한 것’ 에기를 걸고 비굴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독특하고, 혹은 답답할지라도 핑계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살아 낸 흔적들이 대를 물려서 흠모하던 ‘더 소중한 것’을
가훈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질문도 없이 느슨해져 가는 심지를
다시 잡아주는 질서로 ‘더 소중한 것’ 을 구별해 주는, 아니 한
집안 핏줄을 이끌고 가는 나침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훈’
은 ‘더 소중한 것’을 외쳐주는 절규입니다.
벌써 ‹끝까지 하면 된다’ 가 조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손주의 손을 잡습니다. 영문모르는 손주는 배시시 웃으며 ‘하이
할머니-’ 하는데...할미도 그냥 뭐에 취한 듯 배시시- 아마도
한바탕 꿈 중인가 봅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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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상식

영어 이야기 (4)
이상목
제 이름옆에 편집자께서 아마추어무선사라고 소개하고 있는
데, 취미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왕지사 혹시 잘 모르시
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ham radio라고 흔히 불
리우는 아마추어무선(amateur radio)은 자기집에 무선국과 안
테나를 설치하고 세계에 산재해있는 아마추어무선국과 교
신을 하며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공중으로 전파를 내보내
기 때문에, 시험을 본후(무선법규와 이론) 정부의 허가(미국
의 경우 FCC)를 받아 호출부호(call sign)를 부여받아야 합
니다. 필자의 call sign은 K7MOK입니다. 100여년전 전신부
호인 Morse Code를 사용한 CW통신부터 시작하여, 단파대
를 이용한 SSB통신을 거쳐 지금은 위성통신, 우주선과의 교
신, 컴퓨터의 software를 이용한 digital통신과 SDR(Software
Defined Radio) 등 통신모드(mode) 의 다변화로 이어져 왔습
니다. 아마추어무선 특성상 전기전자 통신분야의 사람들이 상
대적으로 많이 즐기긴하지만, 여러직업군의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생활의 하나입니다.
방송국을 포함한 무선국들은 호출부호로 국제통신연맹인
ITU에서 할당한 국가별 prefix를 앞에 사용합니다. 미국은
A, K, W, N이 할당되어 있는데, 방송국의 경우 미시시피강을
기준으로 서쪽은 K, 동쪽은 W를 사용하여 번호없이 대개4
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세글자 호출부호도 있음). 앨
버커키지역 TV방송국 call sign은 KOAT(ABC), KRQE(FOX
TV), KOB(NBC) 등이 있으며, 시카고지역은 WBBM(CBS),
WMAQ(NBC), WLS(ABC), WTTW(PBS)등이 있습니다. 우리나
라에 할당된 prefix는 HL, DS, 6K, 6L인데 HL은 상업방송국
(HLKA 중앙방송국)뿐 아니라, HL5KY같이 아마추어 무선국에
도 사용되는데, 아마추어무선국 호출부호는 번호가 꼭 들어
가야 합니다. 번호는 대개 지역을 나타냅니다. 미국의 경우,
California는 6, 시카고지역인 중서부지방은 9, New Mexico
와 Texas는 5 이지만, 필자는 FCC에 vanity call을 신청하여
받은 K7MOK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K7MOK의 MOK는
제 이름의 “목”을 나타내며 영어로 발음할때도 MOK(엠오케
이)는 “I’m OK.”로 듣기에도 좋습니다. 사진은 digital통신을
하고있는 필자의 무선국입니다.
우주선 ISS(International Space Station)의 우주인들은 지상에
있는 Ham(아마추어무선사)들과 교신도 하고, Ham들의 도움
으로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예정된 일자에 학교와 교신도 하
기때문에 아마추어무선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우주선 ISS
의 호출부호는 NA1SS이며, 우주선은 계속 지구를 선회하기
때문에 교신시간은 무척 짧습니다. 5학년생인 Kailani와 우주
비행사 Leroy가 2005년 2월10일 우주선 ISS에서 Chicago
근교의 Fairview Elementary School과의 교신내용을 소개하

전직 교수
아마추어무선사(K7MOK)
면, Kailani양이 “Can you see the constellations? (많은 별들
이 보여요?)라고 질문하자 우주비행사 Leroy는 이렇게 대답
했습니다. “Yes, Kailani. We have a very good view of constellations. Because there is no atmosphere for the light to
go through, the stars actually don’t twinkle. So it’s very clear
and is like being on top of a dark mountain.”(보이고 말고
Kaliani양, 여기서는 별들을 아주 잘볼수 있단다. 왜냐하면 지
구상에서처럼 빛이 대기권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별들이
빤짝빤짝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예요. 깜깜한밤 산꼭대기
에서 빛나고 있는 별처럼 아주 밝단다). 그후 우주비행사인
Leroy Chiao(KE5BRW)씨가 지상으로 돌아왔을때, 학교에서

는 그를 초청하여 Leroy는 재미있고 유익한 video를 보여주
며 보람된 하루를 초등학교 학생들과 보냈습니다. 우주인과
의 교신은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우주선인 SpaceLab-1
에서 Owen Garriot(W5LFL) 우주인이 지상의 아마추어 무
선사들과 교신을 하였는데, 지상의 교신국중엔 요르단 국
왕이었던 King Hussein (JY1)과 전 상원의원이었던 Barry
Goldwater(K7UGA)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Ham들은 교신자체를 즐길뿐 아니라, 자작도하며, 공공부문
에도 비상시 도움을 주는 통신보조로 관계기관을 돕고있습니
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재해훈련을 받은 자원봉사 아마추
어무선사 들이 지역ARES (Amateur Radio Emergency Services) 를 통하여 자원투입됩니다. 아마추어 무선연맹 (ARRL) 에
서 주관하고있는 ARES는 기상청인 NWS(National Weather
Service)의 SKYWARN 프로그램을 위해 많은 통신지원을 합
니다. 기상청은 첨단기술인 Doppler Radar와 위성을 이용
하여 예보를 내보내지만 구석구석 다알기는 힘듭니다. 그래
서 곳곳에 있는 SKYWARN자원자들이 보고하는 리포트로
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SKYWARN자원자들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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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식

치과 이야기 (5)
가을의 문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뉴맥시코의 풍경을
즐기시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 씌우는 크라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치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원래의 형태와 기능을 잃게
되는데 충치나 선천적인 기형, 외상, 변색 등의 이유로 생기게
됩니다. 치아 크라운은 이러한 치아의 기능회복은 물론
미용효과에도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윤자정

Los Lunas Smile
NAPA Family Dentistry
작은 어금니와 앞니에는 도자기만 사용
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르코니아 역시 어금니부터 앞니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아 진료의 추세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심미성과 물성 면에서 훌륭함
을 두루 가지고 있습니다.

크라운의 종류
1. 골드 크라운
수많은 재료의 발전에도 아직 치아와 가장 유사한 재료는 금
입니다. 금은 치아와 맞닿더라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동시
에 비슷한 마모도를 가지고 있으면 외력에 의해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이로 깨물었을 때 그 흔적이 남으면서 동시에 이
를 다치지 않게 만드는 것은 금이고 열팽창이나, 치아 보호,
저작 기능의 회복과 대합치의 보호까지 모두 훌륭하게 만족
시키는 재료입니다. 단점으로는 금속이기 때문에 치아와 확
연히 달라 보입니다.
2. 올 세라믹과 지르코니아
올 세라믹과 지르코니아는 치아와 가장 유사한 색을 나타내
게 됩니다. 올세라믹은 전체가 도자기로 만들어지는 것을 뜻
하는데, 기존에 있던 포세린 이라는 재료는 저작력을 견디기
쉽지 않아 어금니 단일 재료만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주로 금
속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PFM) 하지만 재료의 발전으로
16 페이지에서 계속 <영어 이야기>
찰, 소방서원 그리고 많은 아마추어무선사들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이들은 보고요령등 교육을 받는데, 주임무는 폭풍
(severe storm), 허리케인(hurricane), 또는 토네이도(tornado)
가 온다든가,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flash flood)가 날 경우
즉각 지역 기상청에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최일선에서 관측
하는 관측자(spotter)인 셈입니다. 물론 보수는 없고 하는일
에 보람을 느끼는 자원봉사자일 뿐입니다. 앨버커키공항옆
에 New Mexico관할 기상청(NWS)이 있는데, 비상시 통신과
SKYWARN보고를 위해 아마추어무선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Florida의 Miami에 있는 National Hurricane Center에도 비
상통신을 위한 아마추어무선국 WX4NHC가 설치되어 있습니
다. 아마추어무선은 이와같이 비상시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
비스를 하고있는 셈입니다. 아마추어무선의 아마추어(amateur)는 돈을 받지않고 하는 무선활동이기 때문에 아마추어
무선이라고 하며, 서두에 말했듯이 보통 ham radio라고 부릅
니다. 아마추어무선클럽은 전국곳곳에 있고, 면허시험도 FCC

3. PFM 크라운
크라운 중에서 가장 저렴하여 무난하게 많이 사용합니다. 겉
은 치아 색과 상당히 유사한 포셀린 ( 도자기) 재질이고 안
쪽은 금속이라 금니보다 덜 눈에 띕니다. 내부의 철로 강도는
강하나 전체적으로 빛깔이 탁하며, 금속 일부가 노출되어 잇
몸 경계선이 시커멓게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아 크라운 치료에 반드시 신경치료가 필요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나, 치아 삭재량과 크라운 치료
이후의 이시림, 통증 등 예방을 위해 보통의 경우는 신경치료가
권장됩니다.
혹시나 크라운이 빠졌다면 병원에 바로 가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애초에 크라운 안에 있는 치아는 매우 약해진 상태이므로 계속
사용 시에는 이가 부러질 위험이 큽니다. 또한 치아가 부러진다고
반드시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치아 파절이 되더라도
치근이 손상이 없거나 치근 손상이 매우 작다면 치아 안에 기둥을
다시 심고 크라운을 씌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n
를 대신하여 주관합니다.
일반 사회에서 쓰는 영어로 Ham은 아시다시피 훈제된 돼지고
기를 뜻하는데, 깡통에 들은 Hornel사의 SPAM은, 2차대전당
시 미군의 식량으로 누구나 먹는것으로 유명해서 글자그대로
온데(ubiquitous) 퍼졌는데, 전쟁이 끝나고 병사들이 고향에
돌아왔을때, 마을에서 모든 병사들에게 메달(medal)을 수여했
는데, 모든 병사가 흔한 SPAM처럼 다 받았기에, 이 메달을
Spam Medal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 나 할것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원치도 않는 email을 대량으로 보내는 골치거리
중 하나인 email을 spam mail또는 spam으로 부르는 연유입
니다. Scam은 사기, 협잡을 뜻하는 속어로, 전화(phone scam)
나 컴퓨터로 사기치는 사기꾼을 보통 scammer라 하는데, 남
을 속여 안심시키며 사기를치기 때문에 confidence man, 즉
con man또는 con artist라고도 합니다. 남을속여 돈이나 재산
을 얻는 범죄행위는 fraud를 사용하여, tax fraud(세금사기),
Fraud Watch(사기주의)처럼 사용할수 있습니다. Thank you.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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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마늘 PART 2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에덴동산을 지어 아담과 이브를 그 낙원에서 살게 하셨고 동산
안에 많은 과일과 야채들을 먹도록 Garden Diet를 하게 했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그런데 창세기 어디에도 불로초를 만들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No 불로초 !!! 그런데 극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 과학
문명은 새로운 비밀을 아직도 캐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불로초는 없지만 많은 영양학자들이 찾고 또 찾고 분석해서
알아낸 것 중에 하나가 영양가가 높은 식품 중에 흑마늘 (Aged
Garlic) 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필자가 2016년에 광야의
소리에 흑마늘에 대한 글을 썼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흑마늘의 효능을 보완코저 합니다. 우선 어느 영양학자가 말하는
것을 인용합니다.
“Garlic is one of the most valuable foods in this planet”
번역하면 “마늘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중한 식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늘의 큰 약점은 독한 냄새와 감당하기
어려운 맛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이 귀한 마늘을
멀리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약점들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마늘의 많은 효능을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흑마늘 또는 검은 마늘이 혹시 진시왕이 그렇게도 원했다던
불로초의 사돈의 팔촌쯤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A. Garlic has blood thinning effect, antioxidant properties.
B. It helps immune and cardiovascular system.
C. It decreases LDL cholesterol level and improves HDL
cholesterol.
D. It makes lower blood pressure.

ABQ Journal 독자선정

최고인기 식당

알버커키 저날 신문독자의 설문조사 로 수집한 2019년 최고인기
식당이름이 발표됐다. 아래의 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식당을
따로 모아 그 결과를 소개한것이다. 광야의 소리 독자 의견과
저날독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며 참조하시길 .....
----------------------------------------------------------------------------BAKERY
Flying Star Cafe
6 Locations
      flyingstarcafe.com
----------------------------------------------------------------------------BREAKFAST
Weck		
13 Locations
wecksinc.com
----------------------------------------------------------------------------BUFFET Sandia Resort & Casino 30 Rainbow Road NW
sandiacasino.com
-----------------------------------------------------------------------------BBQ
Rudy’s Country store’
2321 Carlisle NE
          and Bar-B-Q
rudysbbq.com
-----------------------------------------------------------------------------CHINESE Budai Gourmet Chinese 6300 San Mateo
          budaigiurmet.com
-----------------------------------------------------------------------------FAMILY		
Range Cafe		
6 Locations
RESTAURANT
rangecafe.com

김준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E.
F.

It has mild anti-edema properties.
Sulfur and hydrogen compounds in
garlic are effective protectant against oxidation and free
radicals.
G. It has antioxidant nutrients such as vitamin A, C and
selenium.
H. Black garlic is odorless and chewy.
I. It lowers triglyceride.
J. It reduces the risk of stomach and colon cancers.
K. It helps prevent heart disease and stroke.
L. Boost immunity and reduce high level of blood sugar.
M. Delaying or preventing some of the condition associated
with ageing !!!
N. It helps blood circulation, for example, sulfur compound helps smooth blood flow by preventing platelets
from sticking together and clotting. High platelet activity means heart attack or stroke.
필자가 이 내용을 영어로만 기재한 이유는 혹시 영어권에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흑마늘 만드는 방법들이 Internet에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Kyolic Aged
Garlic Extract, Vitamin C, Astragalus, Mushroom, Immune
Formula, 103 몇 주간 Direction 에 있는 대로 드셔 보시고 계속
할 것인지를 독자들이 정하라는 것입니다.
n
-----------------------------------------------------------------------------DONUT SHOP Revel Donuts
2435 Wyoming NE
rebeldonut.com
-----------------------------------------------------------------------------GREEN CHILE      Blake’s Lotaburger    Mult. locations
CHEESEBURGER
lotaburger.com
-----------------------------------------------------------------------------GREEN CHILE Sadie’s of New Mexico 6230 4th St. NW
   5400 Academy Rd. NE
-----------------------------------------------------------------------------ITALIAN
Trombin’s Bistro    5415 Academy Rd. NE
    bistroitaliano.com
-----------------------------------------------------------------------------LATE NIGHT Frontier
2400 Central Ave. SE
frontierrestaurant.com
-----------------------------------------------------------------------------SALAD BAR
Sweet Tomatoes 4601 San Mateo NE
    sweettomatoes.com
-----------------------------------------------------------------------------THAI		
Thai Cusine II 4201 Central Ave NE
   thaicusinenm.com
-----------------------------------------------------------------------------SUSHI
Japanese Kitchen 6511 America’s Parkway
japanesekitchen.com
-----------------------------------------------------------------------------VIETNAMESE Basil Leaf
1225 Eubank NE
      basilleaf.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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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

"데날리의 몰리" 에니메이션 방영

몰리(Molly)라고 하는 10살 먹은 인디언 아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제작되어 전국적으로 방영되고 있다.
알래스카를 배경으로 한 몰리란 아이의 하루하루의 모험을
그린 “Molly of Denali”란 제목의 이 영화는 연방정부 교육부의
지원도 받은 가운데 보스톤에 있는WGBH 방송사와 캐나다의
AtomicCartoons 사와 공동으로 제작하여 전국 공영방송을
통해 방영에 들어갔는데 뉴멕시코에서는 PBS KIDS 채널 5.1
에서 7월 15일 월요일부터 방영을 시작했고 9월 중에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두 번씩 오전 9시 30분과 오후 2
시에 방영한다.
주인공 몰리라는 인디언 아이는 열정적이고 재간 많은 아이로
등장한다.
영화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를 보면 원주민 인디언의
가족관계와 세대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면서 알래스카 원주민의
가치관을 보여준다고 한다. 예를 든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든가 자기 것을 이웃과 나누어 쓰면서 어른을 공경하는
전통, 여성이 보여주는 모범적 역할 및 시골 생활의 현대적
측면을 보여준다고 한다.

역시 산타페 출신이며 알래스카 페어 뱅크스에 있는 알래스카
대학교 (University of Alaska)의 영화 프로그램의 창립
이사이기도 하다.
공영방송 서비스(Public Broadcasting Service:PBS)
연례회의에서 이 영화의 개봉을 발표하면서 이 영화가 시도한
내용을 소개했는데 이를 보면 “Molly of Denali”는 4-8세
어린이가 비디오 콘텐츠, 인터액티브 게임 및 실제 활동을 통해
텍스트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개발을 돕도록
고안되었다고 한다. 각 에피소드에서 책, 온라인 자료, 현장
안내, 역사 자료실, 나이 드신 어른 원주민의 지식, 지도, 차트,
포스터, 사진 등 다양한 정보 텍스트를 사용하고 작성하여 몰리의
삶과 모험을 도와주며 얘기가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더. 나가서 Molly는 비디오 블로그를 통해
수집 한 정보를 다른 친구와 공유하며 알래스카에서의 삶의
측면을 미국 국내 어린이와 전 세계 어린이들과 공유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이 시리즈는 38개의 에피소드와 한 시간 짜리 스페셜로
구성되었는데 각 에피소드는 실제 액션 세그먼트와 함께 11
분짜리 이야기 두 개가 포함되어 30분 프로그램으로 방영된다.
프로젝트 제작팀을 보면 뉴멕시코와 관계가 깊은 여러 사람이
팀의 주역으로 참여했다. 산타페에 있는 아메리칸 인디언 예술
학교 (American Indian Arts Institute) 출신 두 사람이 중요한
책임을 맡았다. 알래스카 원주민 워킹 그룹을 담당한 Rochelle
Adams와 부 제작 담당인 Sydney Isaacs 가 모두 산타페의 AIAI
졸업생이며 산타페와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다.
시리즈의 제작자인 Princess Daazhraii Johnson씨는 산타페에
있는 아메리칸인디언예술학교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시리즈의 Live Action Sequences 제작담당인Maya Salganek

“데날리의 몰리”의 각 에피소드는 몰리의 모험을 재미있게
보여주어서 어린이들이 좋아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적으로도
가치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아이와 함께 보는 엄마 시청자로
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영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BSKids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주소는 아래와 같다. https://pbskids.org/molly
Molly of Denali의 주제곡, “Come Along with Molly!” 가 나오는
영화소개 클립을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도 있다. 광야의 소리
웹사이트(voice.kumcabq.com)로 들어가면 Link가 되어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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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

뉴멕시코 한국학교
참여
‘LA 차세대 리더쉽 세미나’
뉴멕시코 한국학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한국학교 출신의
봉사자 학생 4명을 선발하여 재외동포 재단이 후원하고 미주
한국 학교연합회가 주관한 ‘차세대 리더쉽 세미나’에 참석했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이
세미나에는 지금까지
미주 주류사회에서
성공한 한인 2세들을
초청해 강연을 열어
우리 차세대 아이들
에게 많은 영감과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
차세대 리더쉽 세미나를 위해 뉴멕시코 한인회의 민명희
화장과 한국학교인 신동완 부회장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엄격한
기준들을 가지고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및 지원서를 심사하였고
한인회는 한국학교와 공조하여 앞으로의 한국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한 모든 학생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네 명의 학생은 La Cueva High

The Next Generation
Leadership Seminar
Alyssa Yoon .

The Next Generation Leadership
Seminar was a very enlightening
experience. I perceived a new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what it means to be a Korean
American. Each lecture was unique and gave insight on
different topics and overall, I learned quite a lot. I will
definitely use what I learned in the future and apply it
to everyday situations. Prior to this seminar, I was not
very interested in leadership and was unsure about my
future. But now, I have been motivated to achieve my
dreams and become a good role model for other people.
The leadership lecture with Jerry Baik was
the most influential to me. I learned what it takes to
be successful and how to get there. In his lecture he
stated the quote, “Leadership is the ability to decide
what is to be done and then to get others to want to
do it.” by Dwight D. Eisenhower. This gave me a new
perspective on what leadership meant. I learned that
ability comes in two different ways: it is either god
given or earned through hard work. It is noteworthy
that all successful people must have a solid foundation
in writing, people skills, public speaking, organization,
and time management. Meeting new people and
creating a network is also crucial. Mr. Baik told a story

박영신

뉴멕시코한국학교 교장

School의 김규리, 윤가영, 최혜인과 Eldorado High School
의 한지은 양으로 모두 한국학교에 다녔으며 현재 봉사자로 1
년 이상 봉사를 한 학생들이다. 출발 3일 전에 가진 발대식에서
신동완 한국학교 담당 부회장은 무엇보다 네 명의 모든 학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이 많은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돌아와 이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
한인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길
바라고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았다.
이 세미나를
위해 한국학교와
한인회는
학생들에게 비행기
티켓을 포함한
연수 참가비, 체류비를 제공하였으며 미주한국학교연합회에서
숙박비를 지원하였다. n

of his two nephews who got into Yale. He said that
they used every minute of their day doing something
- whether it was reading a book, doing homework, or
playing video games. They wasted no time and was
always doing something productive with their time.
This lecture was very inspiring and gave me motivation
to work hard to get into my dream colleges.
The first lecture with Connie Chung Joe taught
me how important it is to find a mentor and how to
find a good mentor. Connections with people are very
important. Connie told a story of how her boss would
write personalized handwritten notes to his employees
who did a great job or accomplished something. This
shows that even the smallest thing such as a note can
help build relationships within the workplace and then
lead to mentorships or other things.
The K-pop dance with Eileen Kim taught me
a few things. I learned to be more comfortable with
performing in front of an audience. Whether it be
performing violin or presenting to a class in school, I
will use the skills I have learned to be less nervous and
just own it. Although I will probably not go into dance,
I will be open to trying new things. The dance was
more fun than I expected it to be and it was a good
experience.
The last lecture with Lina Suh talked about
identity. She showed us pictures and shared stories of
her experiences in Korea versus America. They were
obviously very different and it showed me how you can
have different identities, meaning you act diffe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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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certain people and that’s okay. This message
really resonated with me because I related to it. The
second lecture about 이순신 taught me that you need
to be motivated and you have to work hard to achieve
your dreams. It took 이순신 ten years to achieve his
dream and he was able to achieve it because he had a
lot of skills in that profession. This lecture also taught
me some Korean vocabulary.
The biggest takeaway from this seminar would
probably be that you can be the person you aspire to be
if you just work hard for it and learn to make sacrifices
and be out of your comfort zone. In my future, I will
utilize what I’ve learned from this seminar to be more
open to trying new things, be more productive with my
time, make connections and reach out to people, and
become who I want to be. Lastly, I just want to thank
you for providing me with such a good opportunity
with this seminar. n

LA trip for the leadership
conference

Julia Kim .
Only a few weeks before my freshmen year of
college began, I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go to a
conference in Los Angeles, California. Along with three
other girls, I excitedly packed my bag, boarded the
airlines and made my way to our destination.
At the conference, there were several speakers that
gave us advice and left us with questions about our
identities as Korean-Americans, and throughout their
speeches they would engage us by asking questions
and also giving us information on getting mentorship
and other opportunities as Korean-Americans. One
speaker in particular stood out to me as he talked to
us about two factors that were going to be important
as we step out into the “real world”. Those two factors
were the ability to write and the ability to speak. He
emphasized these two points thoroughly and explained
that having both of these abilities would become
essential tools that we would use in order to become
successful. Being good at one would not be enough,
he stressed that both of them were crucial. With this, I
was inspired to start college and improve my skills in
order to become someone that is able to represent the
people that I feel strongly about.
All in all, this leadership conference was an amazing
experience that allowed me to see successful KoreanAmericans, more importantly it has prompt me to
strive to be someone that motivates others the way the
speakers in California did for me. In the near future, I
hope to lead and move my community at the Korean
Language School for the better and inspire them to do
so as well.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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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nguage Seminar

		

Hyein Choi .

I recently attended the annual
Korean Language Conference in Los Angeles, California.
Though my fellow volunteers and I were from New
Mexico and were, in fact, the only ones who were from
out of state, we didn’t feel out of place or like we didn’t
belong. In that conference, I was just a fellow Korean
American trying to learn about my heritage and my
identity. We were all fellow Korean Americans who
shared each other’s troubles and existential crises. The
leaders and speakers were Korean Americans who had
already experienced what we, as young teens, were
going through.
As the speakers had first hand knowledge
of what we were going through, they tried to
speak of their personal experiences in efforts to
help us overcome our identity crisis and embrace
our immigrant culture. The first speaker spoke to
us about the efforts that she had made in making
other immigrants feel at home in this new country.
Explaining to us the creation of KFAM, she showed
how they helped the Korean community come together.
She gave us an instance of a young Korean boy who
came to the hands of adopting services and his story
of having to move from house to house in search of
a real home. The differences in culture and language
made it extremely hard for him to truly connect with
others and in just 6 months of being sent from family
to family, he had completely forgotten the Korean
language. This led to him going through severe
depression and anxiety. If only there was a single
Korean family, even a family who recognized the
Korean culture, this little boy may have escaped the
trauma he faced. Currently, KFAM is working hard
to make children such as this boy connect with other
Korean immigrants to keep in touch with their culture
as well as aiding other Korean families.
As a Korean American, there are times when
we question who we really are and what ethnicity
we identify with. Factors like biology and genetics
define us as Koreans, but we have lived in America
longer and have been more exposed to their culture.
Lina Suh spoke of this dilemma in her lecture. As a
child, she thought she was white and would negate
with her parents her percentage of whiteness. She
lived in a white community, went to a white school,
and had white friends. Shouldn’t these factors define
her identity as American? However, her mother would
respond with an automatic no, not even considering
her exposure to the white culture because Suh looked
Asian, spoke Korean, and was Korean. She deemed
these factors identify her as, and only as, a Korean. As

광야의 소리
Suh grew older, she found herself living in America,
Korea, then America again. Consequently, she made
Korean friends as well as American. But where
does she truly belong? She found herself pondering
this question consistently. Suh went on to creating
many films and novels which illustrate her life and
this question. She is one of the first Korean female
directors and is renown for her successes.
Other speakers also spoke of their experiences
as a Korean American through their leadership roles
and by using Lee Soon Shin as an example. I learned
many things in this seminar to aid my quest in search
of my identity: first, Lina Suh taught me that it was
okay to have different identities and to belong to
different groups, just as she did. Second, I was shown
that no matter my identity, Korean Americans have
an everlasting bond and we will help each other out
in times of need. Third, no matter my identity, I need
to own it. Through leadership and experiences, I will
soon know the answer. n

LA Leadership
Conference for Second
Gen. Korean Americans

한지은 .
I had the opportunity to go to
LA for a leadership seminar for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s. There, I met a variety of people
and heard their stories of their path to success and
their struggles with identity. There was an attorney by
the name of Connie Chung Joe. She was the leader of a
program of KFAM in LA which provided social services
to asian immigrants. Among the services was a foster
care system where korean kids easier access to korean
families, of which they share the language and culture.
Her story of the kid and 김밥 was very moving and
provided a way to see how household culture can affect
a child. She asked us several questions to answer about
ourselves. The first was, “Where do you see yourself in
ten years?”. The second was, “In one hundred years,
what do you want people to remember about you?”.
The third was “Who made you ‘you’ today?”. The very
last question was, “Who made you grow the most?”.
Her presence was very powerful and reminded me of
my father, which made me a little afraid of her.
The second person who came and presented to us was
an educator who told us about 이순신장군. I remember
the kids telling me they couldn’t understand a lot
of what he said as he was speaking rapid korean. I
thought this presentation was the most interesting
because he was speaking in korean thus I was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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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 on understanding what he was saying,
and I have a strong interest in history. He talked
about 이순신’s life, how he started off as a scholar
who studied years in maths and science in order
to please his parents. The most important parts in
his presentation was that 이순신 was a person with
a dream who couldn’t stand injustice. He prepared
for his battles to the point where he had no option
but to win. He focused on the group rather than the
individual and was a filial son. Thus if we have these
qualities, we also can become a great leader.
The third presenter was the maker(?) of the Korean
Prosecutors Association, Prosecutor Jerry Baek. He
talked to us needing ambition, ability, decisions, goals,
and motivation. He talked very realistically as if he
had accomplished everything successfully in his life,
although he admitted that he had gone through a
divorce. He told us that the qualities of the leader is
firstly, good speaking skills and secondly, good writing
skills. He also included the importance of networking.
His presentation ended with the question, “Who are
you?”.
<Continue to Page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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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from Page 23>

The last presenter was a writer. This person talked
about identity and how she struggles to find her
identity between being an american and being a
korean. I was able to relate to this person although
I did not have such an exaggerated experience with
identity as she had. She had brought two pictures: an
image of her celebrating in america, and her with her
friends in korea. I did not understand her point she was
making by bringing the two photographs. I admired
her that she was a successful writer and was planning
to make a film and bringing representation through
media.
Through this conference, I was able to learn a variety
of points on leadership and identity. Actually, I am
planning to start a club at my school and have been
working on it throughout the summer. AAPI, or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Club will hopefully be able
to create a more community with the asians (and non
asians) in my school. This will be challenging as the
culture in New Mexico is very lax and not many people
are willing to put in effort. There is also the problem
of number as only four percent of the school are asian
students. Through the points made in the leadership
seminar, I will be able to bring these people together
to make a community. I also am volunteering at the
Korean Language School in Albuquerque. I hope that
I can be an example for the children attending for
them to gain an interest in their roots and culture and
become an example for the younger kids themselves. n

고인이 된 죤의 기억 <8 페이지에서 계속>
낭독한다.
Sit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시편의 구절로 시편 담당자가 낭송
을 하면 신도들은 후렴으로 응답한다.
제2독서 Second Reading : 대부분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평신
도가 낭독한다. 알렐루야를 선창자가
부르고 신도들은 후렴으로 응답한다.
Stand
복음 Gospel : The Lord be with you – 신부님 혹은 부제
And with your Spirit – 신도들이 응답한다.
신부님 또는 부제가 오늘의 복음(성경 구절) 말씀을 낭독한다.
신부님의 강론
Sit
신앙고백 Profession of Faith
Stand
교우들이 함께 신경을 낭송한다.
3) 성찬 전례
제대와 예물 준비 Preparation of the Altar and the Gifts : 		
		
Sit
성가대와 함께 봉헌 성가를 함께 한다.

예물 준비기도 Preparation of the Bread and the Wine :
신부님이 빵과 포도주를 강복(Blessing)하신다
신부님 : “저희가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신도 : “Blessed be God for ever”
신부님 :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신도 : “Blessed be God for ever”
Stand
다 함께 “May the Load accept the sacrifice at your hands for
the praise and glory of his name, for our good and the good
of all his holy Church”
감사 송 Preface,
호산나 Hosanna
Kneel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의식
신부님이 빵을 높이 들고 : “Take this,, all of you, and eat of it,
For this is my body, which will be given up for you”
신부님이 포도주 잔을 높이 들고 : “Take this all of you, and
drink from it, for this is chalice of my blood, the blood of the
new and eternal covenant, which will be poured out for you
and for many for the forgivness of sins. Do this in memory of
me”
신앙의 신비 The mystery of faith
Stand
영성체 예식 The Communion Rite
다 함께 주님의 기도를 한다. Our Father, who art ,,,,,
평화예식 Sign of Peace 다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한다
“Peace be with you” 혹은 “Jesus Christ be with you”
빵 나눔 Breaking of the Bread
하느님의 어린양 Lamb of God
영성체전 기도 Prayers before Communion
영성체 Reception of Communion
성체성가를 성가대와 함께한다.
정식으로 세레를 받은 신자들이 받는다.
그렇지 않는 신자는 가슴에 교차로 팔을 붙이고 신부님의
강복을 받는다.
신부님, 부제, 혹은 성체 분배 봉사자 : The Body of Christ 하시
면서 성체를 분배한다.
신자 : Amen
신부님, 부제, 혹은 성체 분배 봉사자: The Blood of Christ 하
시면서 성혈을 분배한다.
신자 : Amen
성체를 받은 후 자리에 돌아와 장궤(Kneel)를 한다.
4) 마침 예식
			
					
Stand
신부님 강복 Blessing : The Lord be with you
신자 : And with your spirit
파견 Dismissal
신부님 혹은 부제 : Go forth, the Mass is ended. 혹은 Go in
peace
신자 :Thanks be to God
파견성가를 성가대와 함께한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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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전화: (505) 255-9634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영어예배
시간: 오후 12:00 p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교회 웹사이트:www.galileeabq.com
--------------------------------------------------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 5:30am(mon-sat)
금요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미국장로교

알버커키한인장로교회
(Albuquerque)

이명길목사 (505)717-2590(Church), (505)730-3614(hand)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영어예배(1부): 오전 9:00
수요성경공부: 오전 11:00(사택)13804 Spirit Trail Pl.NE ABQ
목요기도회: 오후 7:00(교회에서)
주일예배처:7th-day Adventist Church,
4920 Wyoming NE, Albuquerque, NM 87111
--------------------------------------------------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11:00 am (Sunday)
수요예배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사목회장 / 이성희 요한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기도회: 매주 토요일 아침 09:00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505)-503-9846
기도회 회장: 루피나 장경림 자매님
웹사이트:cafe.daum.net/abq-catholic
--------------------------------------------------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

클로비스 한인 교회(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12:00pm 수요모임 11:30am
금요예배: 7:30pm
새벽기도회: 6:00am(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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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커키
Albuquerque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건축/페인트 Painting
-----------------------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교회 Church
----------------------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

----------------------리커스토어 Liquors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Asian Pear
8101 San Pedro Dr.NE,
Ste D
ABQ
(505)766-9405

------------------------세탁소 Dry Cleaners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47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박선희)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Salon 123
월셋방 Room for Rent
7114 Menaul NE
------------------------(505-872-0301)
------------------------셋방(1) (침대 Furnished)
여자에 한함
자동차정비
위치: Eubank+Paseo del
Auto Repair
Norte
------------------------$500-600 Utility포함
The Garage 자동차 정비
연락처:(505)410-9653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의류 Clothes
------------------------주택융자
-----------------------Loan Officer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Dot Clothing Co:
ABQ,
7200 Montgomery NE
NM 87110 (505-332-6663)
Suite C, ABQ (505-830(cell 505-379-0433)
9400)
-----------------------중재서비스
Fashion USA
-----------------------201 San Pedro SE
ADR-Mediaition Service
ABQ NM 87108
Sue 1614 Betts Court NE,
(505-255-0878)
ABQ, NM 87112
(505-332-9249)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컴퓨터 서비스
NM 87114 (505-899-----------------------3420)
SH Consulting(이성희)
505-933-9004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Remote/Onsite
Computer Support.
NM 87106
(505-839-8697)
------------------------치과 Dental Clinic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Rainbow Dental
NM 87105
8611 Golf Course Rd. NW
(505-839-8627)
ABQ, NM 87120
------------------------- (505-890-6101)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I Love Sushi
Suite R (505) 797-9966 6001 San Mateo Blvd NE
ABQ(505-883-3618)
Stadium Liquor
1306 Brodway SE ABQ,
Jasmine Thai & Sushi
NM (505-242-8542)
House
------------------------- 4320 The 25 Way, NE
부동산 Realtors
Suite 300, ABQ
-------------------------- (505-345-0960)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갈릴리장로교회
(505-321-7695)
2200 Chelwood Park Blvd.
NE
이준 June Lee
ABQ, NM87112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사진관 Photo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bq, NM 87110
3315 Tower Rd SW ABQ
(505)883-3112
(505-331-9584)
알버커키한인장로교회
4920 Wyoming NE ABQ
(505-717-2590)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Tamashi Japanese
6400 Holly Ave. NE
ABQ NM87113
(505-717-2457)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 ABQ
(505-271-8700)
식당
Korean Restaurant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Salon 47
(황경희 Kay Latham)
5850 Eubank Blvd., NE
(505-225-4983)

NAPA Family Dental
Dr. 윤자중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ph)505-323-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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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한의사 Acupuncture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로스루나스/벨렌/
교회 Church
버나리요/보스키팜
----------------------- Bernalillo/Belen/Bosque
라스쿠르세스 침례교회:
Farms’Los Lunas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972) 822-1239
---------------------------------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리커스토어 Liquors

-----------------------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화원/원예 Nursery
------------------------- 인성내츄럴: Los Alamos (505Osuna Nursery: 501 Osuna 662-9681)
------------------Rd NE, ABQ
미장원 Hair Salon
(505-345-6644)

--------------------------

식당
Chinese Restaurant

---------------------------

Bamboo Express
143 Highway 314 SW
Los Lunas NM87031
(505) 866 6888
----------------------------

리커스토어 Liquors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

베이커리 Bakery

-----------------------

리커스토어 Liquors

식품 Korean Grocery
------------------- ----------------------Kelly/ De Arco Liquor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치과 Dentist
----------------------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

------------------화밍톤
Farmington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699-4775

-----------------------------

교회 Church
-----------------------------

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

-----------------------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클로비스
산타페
라스베가스
Clovis
Santa Fe
Las Vegas
------------------- ------------------------------------- ----------------------손톱미용 Nails
교회 Church
치 과 Dentist
------------------- ------------------교회
Church
------------------Tiffany Nails(윤성희)
클로비스 한인 교회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T-Mart
120 W 21st St.
Clovis, NM 88101
(575)218-3764

------------------- -----------------------

-------------------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DDS
(윤종석 )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백화점 Mart
-----------------------

----------------------------식당 Restaurant
베이커리 B&B(양성권)
----------------------38 Burro Alley
Shogun Japanese Steak House
Santa Fe, NM87501
600 Pile St.
Clovis, NM 88101
(213)369-1604
(575)762-8577

----------------------------Kelly Liquors
(@Solana Center)
408 Hwy 550W, Bernalillo,
915 W. Alameda St.
NM87004
Santa Fe, NM 87501
(505) 867-5838
(505) 954-1399
Kelly Liquors
Kelly /Liquor Barn
300 N Main st.
2885 Cerrillos Rd.
Belen, NM87002
Santa Fe, NM 87507
(505) 864-2242
(505) 471-3960
Kelly Liquors
Kelly Liquor
395 Bosque Farms Blvd.
4300 Cerrillos Rd.
Bosque Farms, NM87002
Santa Fe, NM 87507
(505) 916-5656
(505) 471-3206

------------------------치과 Dental Clinic
------------------------Los Lunas Smiles Dr.윤자중
219 Coourthouse rd.
Los Lunas NM87031
(505-865-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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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699 -4775

리오란쵸
Rio Rancho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 (505)988-4476
공인회계사 ACC
jroh@cuddymccarthy.com
한인 식당
------------------------------------------------Kelly Tax and Accounting
Korean Restaurant
Services: 2131 N main st, Las -----------------------------한인 식당
Cruces, NM 88001 (575-523- Maki Yaki
Korean Restaurant
5800)
4300 Ridgecrest Dr. SE
--------------------(Fax 575-523-7700)
Suite#O Rio Rancho, NM 87124 Maki Yaki
----------------------- -----------------------------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리커스토어 Liquors
카페/ 선물 Cafe/Gift
---------------------------- ----------------------------- (505-820-1930)
Big Chair Cafe & gift shop: Kelly: 111 Rio Rancho NE, Reo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Rancho (505-994-8855)
2701 W Picacho Ave, Las
Guadalupe St., Santa Fe
Cruces, NM 88007 (575-527(505-820-2126)
0098)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상점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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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광고를 통하여 광야의 소리
출판을 도와 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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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