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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in the Wilde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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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샌디아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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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

For your mental health
          

         Chung Gil Lee, DVM, PhD
   Professor Emeritu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ealth i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 There are, 

however, too many people who have never 

considered that giving thanks is good for mental 

health. Perhaps the best evidence of this is to 

look at people who are generally not 

appreciative for what they have or what they 

have accomplished. They may not have 

contracted an illness yet, but they are not very 

happy folks either. You cannot separate body 

and mind. People who are continually 

dissatisfied with life eventually become 

physically ill. 

Your health is worth the effort it takes to 

develop a mind-set of thankfulness. I used to 

challenge my students to try to find things for 

which they are genuinely thankful. Perhaps 

things are not going so well for you right now, 

and you do not feel thankful about much of 

anything. Keep in mind that as you begin to 

focus on those things in life that you do 

appreciate, feelings of gratitude will follow. The 

critical issue is to focus on those things that 

are positive. This can be very challenging if 

your usual style is to focus most of your 

thoughts on the negatives in your life. 

Confucius taught us, saying "do not do unto 

others what you do not want others to do unto 

you." I do not like to challenge others to do 

anything I am unwilling to do, so I have 

decided to mention a list of things for which I 

am thankful.

I am thankful for the rain. After all, without 

enough rain, we wouldn’t be able to enjoy all 

the beautiful flowers so characteristic of the 

spring season in this part of the world. A 

sprinkling of rain in the springtime of my 

hometown Kwangju used to be very soothing. 

When I was a child, I used to get soaked 

walking aimlessly in the rain.

Actually, I am grateful to have been living in 

relatively safe communities. Crime is growing 

everywhere in the world and we certainly are 

not immune to it. But crime in both Kwangju 

and Albuquerque is minimal compared to that 

in big Korean and American cities. 

I am thankful to live in a country where I 

have the freedom to practice a meaningful faith. 

It is incredible to me that, in some places of 

the world, it is illegal to practice certain belief 

systems. The greatest barrier here is nothing 

more than a personal discomfort of wondering 

‘what will other people say?’

I am genuinely grateful for my health. I do 

not have any grave physical health problem, 

although I am not as strong as some other 

people. I have learned that keeping a vegetable 

garden is worth a medicine cabinet full of pills. 

Physical fitness can increase mental and 

emotional health, giving you more energy and a 

clearer mind. I am now feeling as fit as a 

fiddle at the age of 70.

I am thankful that I had a job in a profession 

for which I was trained and in a location where 

I truly wanted to be. Graduated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 1963, I worked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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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 성결교회
전종철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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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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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주일예배 
§시간: 11:00 am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님  

주일예배 (Worship)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in English)
§10:00 am (Sunday)
  
수요예배 (Wed. Night Worship)  
§7:30 pm (Wednesday)
  
새벽기도회
§5:30 am (Mon-Fri)
§6:00 am (Sat.)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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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til I got retired at 65. During the time I left 

the university only when I joined the army, and 

when I studied in Australia.

Where would any of us be without friends? I 

cannot say that I have many friends, but I am 

thankful for the friends who can look past the 

imperfections of my life and still love and 

accept me. At the end of every year, my 

friends in Korea, Australia, America and Japan 

are thought of warmly and wished a merry 

Christmas and a very happy New Year.

I am grateful to live in the Internet age. 

When I was a primary school student, I studied 

under a kerosene lamp. Now, with e-mail, I can 

catch what my friends in those countries are 

doing almost instantly. 

It is fortunate for me to get retired to 

Albuquerque. The new place in which I settled 

has an altitude of 2,000 meters and is dry, with 

abundant sunlight most of the year. I love the 

fresh air coming down from the majestic Sandia 

Mountains when I walk on the city streets 

every day. The city has been well-known to 

have many sanatoriums because of its favorable 

environments for health. The time when I have 

hardly anything to do is the most precious gift 

for me. My job now is trying to age with 

dignity by learning more about gratefulness. 

Do you get the idea? The point is not to 

deny that you have problems, but to put them 

into perspective by deciding –even if just for 

one day- to focus on something for which you 

are thankful. Good health is only a temporary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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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 목사가 출간한 책 서평 

< >

.

( :http://www.km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08)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Q 

, 

Q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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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Q 

.

       

‘

’

. 

Q 

, 

.

        2 ‘ ’

. 

.

        3 4

. 

. 

. 

, 

. 

. 

.

        5

,  , 

. 

‘ ’ .  6

, 

. 

.

        7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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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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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뉴멕시코주 관광안내

챠코문화 국립역사 공원(Chaco Culture National 

Historical Park)

                       글과 사진 : 이경화  

(지난 11월호에 흑백 인쇄된 것을 다시 칼라로 인쇄했다)
국립공원중에서 아주 특이한 곳이다. 이 공원은 역사 공원

이라고 부르는 만큼 시간의 공간을 넘어야하는 공원이다.  약 
천년전의 역사속으로 들어가서 유적을 보며 옛날의 문화를 생
각하게 하는 공원이다.  또한 이 공원은 지역적으로도 외지고 
먼곳에 있다. 공원으로 들어가는16마일의 도로는 포장도 안되
어 있어 교통이 불편한것까지 겹치니 더 먼곳같이 느껴진다. 
시간과 공간 두가지 모두가 멀게 느껴지는 이곳을 관광지로 

소개하는 까닭은 이곳에는 너무나 많은 신비스런 비밀이 숨겨
져 있는 까닭이다. 

    사진 1. 챠코문화국립역사공원 입구의 Sign

뉴멕시코의 서북부의 고원지대인 산환분지 (San Juan 
Basin)에 있는 챠코 케년(Chaco Canyon)에  900년부터 
1150년까지 아나사지 인디언이 찬란한 문화의 중심지를 이룩
했다. 

한 건물에 수백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같은 대형 건물을 다
층구조로 여러채를 지었다. 벽을 쌓는것은 현지에서 나오는사
암돌을 벽돌같이 잘라서  층층이 쌓아서 대형건물을 지었는데 
4-5층 구조로 짓기위해 많은 석가래용 통나무가 필요했다. 
그들이 사용한 통나무 수는 약 20만개였을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부근은 비가 오지 않는 황야여서 큰 나무가 자라지를 않는
곳이다. 그들은50마일이 되는 먼 거리에 있는 산에서 벌목을 
해서 운반해 가져왔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마차라는게 없었
고 바퀴자체가 발명되지 않았으니 인적 노동력에 의존했을텐
데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했는지 알수가 없다.  애초에 집단 
거주 지역을 왜 산밑이나 강가 같은 입지조건이 좋은곳을 택
하질않고 이와 같은 사막갈은 황야의 고원지대에  정했는지도 
알수가 없다.  이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직선도로를 

여러개 만들어 주변의 다른 마을과 연결되게 해놓았는데 도로
의 폭이 30ft나 되게했다.  마차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넓은 
도로를 만들었는지도 알수 없는 일이다.  달과 태양의 움직임
을 관찰하여 춘분과 추분의 날짜를 알았고  천문학적 지식을 
건축공사와 농사짓는 일에 적용시켰다.  도기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었고  그들의 터키석(Turquoise) 보석 공예품은 멀리 
남쪽 멕시코의 정글과 태평양 연안에 까지 거래되었다.  

그러나 1150년경 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말마암아 아나
사지 인디언들은 살기가 어려워지자 이곳을 버리고 생활여건
이 좋은곳으로 떠나기 시작했다. 현제의 나바호(Navajo), 쥬
니(Zuni), 푸에블로 (Pueblo)  인디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동한것 같다고 한다.   그후 챠코 케년은 페허가 되어버렸고 
많은 대형 건물은 먼지를 뒤집어쓰고 흙더미로 덮힌체600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1846년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
다.  1896년 본격적인 고고학적 발굴작업이 시작되어 Pueblo 
Bonita의 한 건물에서는 5년간 발굴결과  60,000여점의 유물
을 화물차에 실어 뉴욕 박물관으로 보냈었다. 1907년에는 루
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National Monument로 지정되었고 
1980년에는 국립역사 공원(National Histrical Park)으로 
지정되었다. 1987년 UNESCO에서 세계문화유산지역 
(World Heritage Site)으로 지정되었다. 이 공원내에는 약 
2400개에 달하는 엄청나게 많은 유적지가 발견되었지만 발굴
작업을 한 유적지는 소수에 불과하고  앞으로 발굴해야될 유
적지는 많지만 되도록 발굴을 서두르지 않고 미루어 고고학적 
과학기술이 더 발전될 후 세대에 가서 하도록 유적지 보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 1.  공원내의 중요 유적지와 Trail

이곳으로 가는 길은 알버커키에서 I-25로 16마일 북쪽으
로 가다가 Exit 242로 나와US550 (NM44)번 도로로 서쪽
을 향하여  70마일을 가면 Cuba를 지나며 48마일을 더가면 
(마일 포스트로 112.5마일지점) 주유소가 있는 마을근처에서 
County Road 7900을 만난다. 이곳은 Nageezi란 마을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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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 앞에 둔 지점이다.  CR7900으로 좌회전해서 포장된5마
일을 가서는 우회전해서CR7950으로 바꾸어 공원Sign을 따
라 16마일 비포장 도로를 달리면 공원 입구에 이르러 포장된 
도로로 들어선다. 

공원 남쪽에서 57번도로 (혹은14번) 들어가는 길도 지도
에 표시되어 있으나 추천할수 없는 길이다. 도로 관리가 전혀 
않된 길이여서 SUV차라고 할지라도 비가 온뒤에는 도저히 갈
수 없을때가 있는 힘든 길이다. 

공원에서 들려 보아야 중요한곳을 몇곳 아래에 추천해본다. 

        사진 2. Visitor Center내의 전시물

1. Visitor Center
이곳은 당연히 들려야 할곳이다. 입장료를 지불해야 될뿐만 

아니라 역사공원인 만큼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시간적 공간을 
넘어서는게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전8시부터 오후5시
까지연다. 챠코문화에 관한 비데오가 상영되고 있는데 짧은 시
간에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파악하게 하는 추천할만한 비데오 
프로그람이다.  전시장의 전시물로서 터키석을 이용한 공예품, 
물 그릇을 위시하여 여러가지 도기들과 이를 장식한 무늬가 
특이하다.  터키석으로 가공한 유품은 6만개 이상이 이 공원
에서 발굴되었다고 한다. 

최근에 와서 공중사진과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으로 옛날
에 만든 도로의 흔적을 볼수 있다. 챠코 케년을 중심으로 거미
줄갈이 사방으로 뻗아나간 직선도로가 모두 합치면 약 400마
일이된다. 말이란 동물이 없었고 바퀴 달린 차가 발명되기 이
전에 폭이 30ft(10m)아 되게 직선도로를 게획적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중 하나다. 도로를 만들
때 산이나 언덕같은 장애물이 있을때 이를 피해 돌아가는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들이 만든 도로는 계단을 만들더라고 직
선을 고집하며 굽힘이 없는 직선 도로를 만든 이유를 아직 알
길이 없다.

2. 파하다 뷰트

Visitor Center 남쪽을 보면 파하다 뷰트(Fajada Butte)
라고 부르는 뾰죽한 산 봉우리가 보인다.  이곳은 유적의 보존
을 위해서 일반 여행객의 접근이 금지된 곳이다.  이곳은 당시
의 천문관측의 유적이 있는곳이다. 해의 위치에 따른 돌판사이
로 비치는 그림자의 이동을 관측하여 동지와 하지, 춘분 추분
을 알아내는 나선형의Petroglyph가  있는데 이를 Sun 
Dagger라고 부른다. 현장에는 갈수가 없지만 Visitor Center
에서 상세하게 설명된 자료를 볼수 있다. 

사진 3. 태양관측에 쓰인 Sun Dagger가 있는 Fajada 
Butte.

3. 우나 비다(Una Vida)
Visitor Center앞 주차장에서 걸어갈수 있는 가까운 거리

에 있는 유적지로서 약 150개의 방과 다섯개의 Kiva를 가진
곳이다. 발굴을 하지 않은 상태의 유적지로 대표적인 모습을 
여기서 볼수 있다. 

       사진 4. Pueblo Bonito의 전경.

4. 푸에블로 보니토(Pueblo Bonito) 
이곳 공원에 있는 유적지 중에서 가장 크고 챠코문명을 대

표할수 있는 중요한 유적지다. Pueblo Bonito의 뜻은 "아름다
운 마을"이란 뜻이 된다.  4층 구조로 지은 대형 아파트 갈은 
건물로서 651개의 방과 40개의 Kiva를 가진 건물 유적지다.  
Park Ranger가 안내하는Guided Tour가 오전 10시와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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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pany Realtors

최 귀 분

∎Office: 505-828-1366

∎Fax: 505-828-0773

∎Cell: 505-249-8686

∎E․mail: guiboon@msn.com

2에 있는데 이를 따라가면 푸에블로 보니토를 더욱 깊이 있게 
관광을 할수 있다. 시간을 마추기 어려우면 Self-Guided로 
혼자 구경할수도 있다. 반달모양이라 할수도 있고 "D" 글짜 
모양이라고 도 할수 있는 설계로 지었다고 말할수 있다.  그림 
2에는 1000년전 본래의 Pueblo Bonito를 상상해서 그린 그
림이다. 건물의 배치가 남향이 되도록 지었는데 반원의 직경부
분이되는 전면의 벽이 춘분과 추분때의 해뜨는 지점과 해지는 
지점을 이은선에 일치하게 배치를 했다고 한다.  이 건물은 주
택지로 쓰인것은 아니고 종교적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쓰여진 
건물로 추정한다고 한다.

        사진5. Pueblo Bonito의 상상도.

사진 6. Pueblo Bonito의 Kiva에 관한 설명을 듣는 관광객.

5. Kin Kresto
 "노란 집"이라는 뜻을 가진 Kin Kresto(킨 크레스토)는 

사암 벽돌의 색갈이 특별히 노랑색이 여서 이름을 이렇게 지
은것 같다. 100여개의 방과 5개의 Kiva를 가진 건축물이다. 
Pueblo Bonito주차장에서 서쪽으로 가면 Loop의 One Way
길에서 벗어나는 길로 들어서서 Kin Kresto주차장에 이른다. 
거기서 도보로 약 0.3마일 서쪽으로 걸어야 된다. Mesa위로 
가는 Trail로 하이킹을 할려면 이 길을 택해야 된다.

6. 푸에블로 알토 (Pueblo Alto)
하이킹을 한다면 이곳을 가 보는것이 좋을 것이다. Pueblo 

Alto는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이란 이름의 뜻 그대로 이 지역의 

제일 높은 곳에 있다. 이곳으로 가는Trail은 Kin Kresto의 뒤
에서 시작해서 절벽 틈으로 올라가게 된다. 왕복 3마일이 되
는데 도중에는 Pueblo Bonito를 내려다 볼수 있는 지점으로 
가 볼수도 있다.

Pueblo Alto는  Mesa꼭대기에 있어서 북쪽으로 트인 광야
를 내려 보게 된다.  천 년 전에 만든 직선도로는 이곳 푸에블
로 알토로 모이게 된것을 보면 이 마을은 교통의 중요한 역할
을 한곳 같다. 

 끝으로 공원소개에 도움이되는 웹사이트를 아래에 몇개 적
어둔다.
* 챠코국립공원 홈페지: www.nps.gov/chcu
* 태양관측(Sun Dagger Explorer): accad.osu.edu/~apri 
ce/works/sundagger
* 위키페디아 백과 사전: en.wikipedia.org/wiki/Chaco_Cul 
ture_National_Historical_Park

사진 7. Pueblo Bonito의 유명한 방과 방사이를 잇는 연속
된 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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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get Hell!
Newsletter for members and friends of 

Albuquerque Chapter 1,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March 2011

Upcoming Meeting: Tuesday the 8that the 
Veterans Affairs campus, Gibson and San 
Mateo. Customary gathering in the cafeteria 
during the noon hour for lunch, assembly in 
Building #4 for the meeting starting promptly at 
1 p.m. 
    Guest speaker:  Pat Gaston of the Women 
Veterans of New Mexico. She is the daughter 
of a Korean War veteran as well as having 
military service in Korea herself (1990).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Association of New Mexico once again 
demonstrated it's cordial friendship with local 
Korean War veterans by inviting our members 
to its "Full Moon" luncheon last month. As 
before, the food was excellent, diverse and 
generous.
    "Our war" continues as a war of words. 
And it's heating up. Late last month, North 
Korea accused South Korea and the U.S. of 
plotting to topple the North's communist 
government. It said if provoked, North Korea 
would start a "full-scale" war, take "merciless 
counteraction" and turn Seoul into a "sea of 
flames." It further threatened to "take our own 
missile striking action" against what it claimed 
as moves by the U.S. and South Korea to 
eliminate the North'smissiles. The statement 
didn't elaborate. Earlier, the North's military 
warned that it would destroy South Korean 
border towns if Seoul continues to allow 
activists to launch propaganda leaflets toward 
the communist country. The North's war 
machine is now equipped with nuclear 

capability. Left for us to wonder is whether it 
will resist the pervasive urge to use it.  

종교가 세상을 걱정하던 시절 이야기

                     2011.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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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get Hell! is published by Albuquerque Chapter One of 
the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President: Jerry R. 
Chapman, 1600 KnollCrest Ct., Los Lunas NM 87031. 
Vice President: Louis Fernandez, 1170 Crestview Dr., Los 
Lunas NM 87031. Secretary-Treasurer: Lawrence V. 
Fenimore, 3517 Camino de la Sierra Dr., Albuquerque 
NM 87111-5507. Assistant Secretary: Sarah Langley. 
Chaplain: Mike Lucero, phone 505-898-6748, Cell 
401-9411.Illness or death of a member should be 
reported to Mike. Newsletter editor: Frank Praytor, 
fdpalaver@comcas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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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Food

& Korean Food

ICHIBAN 
J a p a n e s e  R e s t a u r a 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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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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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알버커키알버커키

AlbuquerqueAlbuquerqueAlbuquerque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건강식품 Health Food

공인회계사 CPA

리커스토어 Liquors

모텔 Hotel/Motel

부동산 Realtors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세탁소 Dry Cleaners

신발 Shoes 

의류 Clothes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종교 Church 

주택융자 Loan Officer

치과 D ental Clinic

커피 재료 Coffee 

태권도 TaeKwonDo

한의사 Acupuncture 

 

 

화랑 Gallery 

화원 원예 Nurs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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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벼룩 시장 
FLEA 

MARKET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광고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사진관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중재서비스

M ediaition S ervice

리오란초 리오란초 리오란초 

Rio RanchoRio Rancho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리커스토어 Liquors

클로비스 Clovis클로비스 Clovis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로스 알라모스 로스 알라모스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Los Alamos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종교 Church 

산타페 Santa Fe산타페 Santa Fe산타페 Santa Fe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종교 Church 

겔럽 Gallup겔럽 Gallup겔럽 Gallup
신발 Shoes 

모텔 Hotel/Motel 

라스크루세스 라스크루세스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Las CrucesLas Cruces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공인회계사 ACC

카페/ 선물 Cafe/Gift

병원 Clinic

종교 Church 

화밍톤 화밍톤 화밍톤 

FarmingtonFarmingtonFarmington
종교 Church 

가게 Store 

사고/팔고

 

정보마당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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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커키 박영숙 화가(www.youngsookpark.com)와 김수영 화가(www.geocities.com/hongsooyoungstudio)의 작품들입니다. 

                

                     To:

stamp here 

61 cent 우표 
붙인 후 반으로 
접어서 발송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 한인회
9607 Menaul B lvd., N E,  
A lbuquerque, N M  87112

(505) 271-1777 w w w .kaan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