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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한인회보 

발   행 : 미네소타 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Minnesota 

 발행인 : 한현숙 / 편집 : 안수희 

 주   소 : 1331 County Road D Cir E  

Vadnais Heights, MN 55109 

 전   화 : (651) 440-9192 

 이메일 : contact@mnkorea.org 

 홈페이지 : www.mnkorea.org 

 Facebook: / mnkorea / Twitter: @MN_Korea 

2018년도 제 50대 미네소타 한인회  

- 이사장 : 황효숙 / 회장: 한현숙 

- 부회장 : 정상렬, 캐서린주, 김형진, 최미희,  

- 이   사 : 권규식, 임진현, 정영표, 정보용, 양경희,  

안세옥, 정지석, 이영흔(장명주), 윤미자,  

하영환, 브룩 뉴매스터, 유수잔, 김현  

- 사무총장 : 안수희 

한인회관 운영회 

- 회 장 : 남세현  / 간사: 황효숙 

- 위 원 : 안대식, 윤미자, 한현숙 

 

래디슨 호텔에서 열린2017년 연례 총회 및 만찬 
 

2017년 한인회 연례 총회 및 만찬이 작년 12월 2일 토요일에 

래디슨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약 127명의 참석자들이 함께 한 

본 총회에서는 한인회의 일년간 사업 보고와 재정 보고가 있었 

으며, 한인회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패를 수여(신학철 3M 

수석 부회장, 김지언 한인회 전 사무총장, 이근흥 한인회 전 재무 

담당 이사)하고 훌륭한 어머니상 시상식(최금화 박사)도 치뤄졌 

습니다. 중서부 한인연합회 안대식 회장의 인사말로 회의를 마친 

후에는 신학철 3M수석부회장의 감명 깊은 기조 연설과 하버드 

우등 졸업생 최윤서의 스피치가 이어졌는데 이는 모든 사람들에 

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여러 공연자들(하프 연주 : 해 

나플라워, 노래 : 임진호, 반주 : 임서연, 김지영, 비보이 : 매튜데이 

빗슨)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공연은 연말 총회를 더욱 더 빛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중 57명이 크고 작은 경품을 받 

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한인회 행사의 기쁨이 

고 보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총회에는 조용한 경매(Silent 

Auction)와 도서 교환(Book Excahnge) 이벤트가 열려서 행사의 

재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총회에 참석 

하셔서 의미있고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한인회 주요 활동계획 

국제 민속제전 

5월 3일 (목) - 6일 (일) 

주시카고 총영사관 순회업무 

1차 : 5월 18일 (금) 

2차 : 10월 19일 (금) 

8.15광복절 행사 

8월 10일 (금) 

한인 정기 체육대회 

9월 15일 (토) 

2018 연례 총회 및 만찬 

12월 1일 (토) 

한글학교 

봄학기 2월 11일 - 5월 13일 

가을학기 9월9일 

-12월 9일 

http://www.m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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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한글학교 (교장 함영훈) 

한글학교 2018년 봄학기가 2월 

11일 (일) 에 시작되었습니다. 5월 

13 일까지 이어지는 14 주간의 봄 

학기 프로그램은 성인반을 포함하 

여 프리스쿨부터 중학생까지 총 5 

개 반이 운영됩니다. 앞으로도 한 

인회 한글학교와 한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을 통해 다시 한번 한민족의 

저력을 가슴 뜨겁게 느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과 한국 

인의 모습을 잘 전달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계속하여 우 

리 아이들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사회 

의 일원으로 더욱 당당한 삶을 사는데 힘이 될수 있기를 기 

대합니다. 

 

한글학교 바자회 

오는 4월 22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한글학교 

기금 마련 바자회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따뜻한 노력과 

정성으로 작년 4월에 개최한 바자회를 통해 한글 학교에서 

필요한 시청각 교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올 바자회에서는 

한글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역사/문화 

캠프, 부모교육, 진로교육 세미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자회 때 도서 이벤트를 

함께 계획 중이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더욱 즐겁고 보 

람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인회/ 

한글학교 웹사이트에 공고됩니다. 

  

 

 

 

 

 
 

 

역사/문화 캠프 & 부모교육 워크샵 

2018년 역사/문화 캠프가 여름과 겨울 2회에 걸쳐 열립 

니다. 지난 캠프에서는 한국의 전통 예술과 놀이, 대표적인 

역사적 사실과 인물들을 다루었는데 올해에는 한국 역사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을 선정하여 보다 심도있게 배우고 경험 

하게 하려 합니다. 또한 현재의 한국 문화를 더 잘 알고 이 

해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부모교육 워크샵은 9월 중에 있을 계획입니다. 작년 워 

크샵에서는 무척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어서 각 주제에 대 

한 토론 및 실습의 기회가 부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더욱 심도있게 토론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짜, 시간은 정해지는대로 한 

인회/ 한글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여름 역사/문화 캠프 (6월 예정)  

과학자 장영실, 전통 예술 경험, 한국 음식 및 예절 

• 겨울 역사/문화 캠프 (12월 예정)  

여성기업 자선사업가 김만덕, 주제별  창작 활동,  

전통 문화 체험       

• 부모교육 워크샵 (9월 예정)  

심화 주제 : 자녀와의 대화를 주제로 실제 상황 연습 

 

 

 

 

 

 

 

 

 

 

 

 2019년 한인회 차기 회장 후보 추천 및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는 행사용 아동/성인 한복을 도네이션 

받습니다. 또한 한복이 필요한 분들께 대여해 

드립니다.  

 MNsure 네비게이터 기관으로 선정된 한인회로 

문의하면 고객들의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 

선택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미네소타 한인회 

651-440-9192 /  contact@m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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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민속제전 (Festival of Nations) 

매해 세인폴 리버센터에서 열리는 국제 민속제전은 미 

중서부 지역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다민족, 다문화 축제입니다. 올해는 5월 3일(목)부터 6일 

까지 열리며, 한인회는 한국 카페(Korean Cafe)와 문화 전시 

(Exhibition) 및 공연(Performance) 부분에 참가하여 한국과 

한국 문화를 알립니다.  

 

 

 

 

 

 

 

 

 

 

 

 

 

 

 

 

 

 

 

 

 

 

 

 

 

 

 

 

 

 

 

 

 

주시카고 총영사관 순회 영사업무  

5월 18일 금요일 

주시카고 총영사관과 협조하여 진행하는 올 첫번째 순회 

영사업무가 5월 18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이제껏 토요일 

에 진행되었던 영사업무가 올해부터는 영사관의 사정으로 

인해 금요일에 이루어지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국제 민속제전의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651-440-9192  또는  

contact@mnkorea.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5월 18일 (금) 오전 9:00~오후 1:00 

 장소 -  한인회관 : 1331 County Road D Cir E,  

Vadnais Heights, MN 55109 

 문의 -  (651)440-9192 / contact@mnkorea.org  

 참고사항  - 선착순 번호표 발급 / 1시까지 접수 

-  사진 미리 준비 / 현금만 가능 

장소  Saint Paul River Centre  

        175 Kellogg Boulevard West St. Paul, MN 55102 

티켓  어른 $13.50(당일구매)/ $11(사전구매), 청소년 $8 , 

  5세이하는 어른과 동반시 무료  

입장시간   

일반 입장   5월 4일(금) 4:30pm–10pm 

                      5월 5일 (토) 10am–10pm 

                      5월 6일(일) 10am–6pm 

학생 입장**  5월 3일 (목) 9am–3pm 

                       5월 4일 (금) 9:30am–4:30pm 

   **학생 입장시간에는 일반 입장이 불가합니다 

2018년 5월 3일 (목) ~ 5월 6일 (일) 

611  Milwaukee Ave #165, Glenview, IL 

Email : info@lawrencetour.com 

▪  최고의 서비스,  

고객만족 최우선 

▪  저렴한 국내외  

항공 요금 

▪  믿을 수 있는 

관광  패키지 

 6.25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용사를 찾습니다. 

 6.25전쟁/월남전쟁 비군인 참전 유공자를 찾습니다. 

(한인회 651-440-9192 /  contact@mnkorea.org) 

 

 

 

 



미네소타 한인회보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Minnesota Newsletter                                                         2018 년    1 호 

4 

 

광복절 & 삼일절  글짓기/그림 대회  

제 5회 광복절 & 삼일절 기념 글짓기/그림 대회 작품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이 기회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뿌리를 배우고 이해하는 소 

중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모든 참가 학생들에게는 상품 

및 상장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8월 10일 금요일  광복절 

& 삼일절 기념 행사 때 열립니다. 

제 5회 광복절 & 삼일절 글짓기/그림 대회 

  

 

 

 

 

 

- 대상 : 프리스쿨 ~ 9학년  

- 주제 : 8.15 광복절 또는 3.1 삼일절 (택 1 또는 2) 

- 형식 : 다음 중 한가지 선택 

ㄱ. 그림 + 짧은 글 (한글) 

      ㄴ. 글 (100-200자, 1페이지 이내)  

      ㄷ. 글 + 그림  

       - 마감 : 2018년 7월 20일 금요일 

- 보낼곳 : 한인회(KAAM)  1331 County Road D Cir E      

Vadnais Heights, MN 55109 

 

 

 

 

 

 

 

 

 

 

광복절 & 삼일절 기념 행사 
2018년 삼일절 99주년을 

맞이하여 한인회는 삼일절 기념 

행사를 8.15 광복절 경축 행사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8월 10일 (금) 오후 5:30~ 

8:00이며, 장소는  Church of All Nations (4301 Benjamin St 

NE, Minneapolis) 입니다. 저녁으로 비빔밥이 제공되고 학생 

들의 글짓기/그림대회 시상식도 함께 열립니다. 

한인 2세들에게  삼일절과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 주고 

한국인으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심어주는 본 행사에 한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인 정기 체육대회 
미네소타 한인 정기 체육대회가 

9월 15일 (토)에 Coon Rapids 

Soccer Complex에서 열립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 

드립니다. 

 

 

 

 

 

 

 

 

 

 

 

 

 

 

 

 

 

호반  레스토랑 

다양한 종류의 한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리모델링된 

 호반에서 정성스럽게  

준비된 맛있는 한국음식과  

함께 한국의 정을  

느껴보세요! 

 

 
1989 Silver Bell Rd, Eagan, MN 55122 

651-688-3447 / www.hobanrestaurant.com 

월-토 11AM-10PM,  일 11AM-9PM 

http://www.hobanrestaura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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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청소년 프로그램  
한인회는 한인 청소년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올바르게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자라 나갈 수 있도록 청소 

년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합니다. 그 첫번째 모임이 아래와 

같이 열리니 많은 한인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서로 나누고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욱 큰 

안목을 키워 훌륭히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ew 시니어 그룹 프로그램  

시니어 그룹 프로그램은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65 세 이 

상의 한인분들이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공통적으로 관심 

이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에 나가는 한인회의 새로운  

활동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니어 그룹 프로그램 

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신 분은 한인회로 연락바랍니다. 

(651-440-9192) 

 

 

 

 

 

 

 

 

 

 

 

전성균 박사, 서재필 의학상 수상                

 

 

 

 

 

 

지난 2017년 12월 5일 미네소타대학 교수 전성균 박사 

가 제 14회 서재필 의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성균 박사 

는 1957년 경북대 의대를 졸업, 서울대 대학원 생화학 석 

사와 독일 뒤셀도르프 대학 생화학 박사(의학박사)를 마친 

후 미네소타대학에서 신경과학 교수를 역임하신 내이생화 

학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또한 슈바이처의 생명경 

외 사상을 몸소 실천하신 진정한 의료인으로 평가받고 있 

으며 그의 무한한 헌신과 노력은 많은 후학들과 동료들에 

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성균 박사는 1969년 제 

14대 미네소타 한인회장을 역임했고, 2012년부터 현재까 

지 한인회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재필 의학상은 의사이자 독립운동가인 서재필 선생의 

업적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재정된 상으로 서재필 기념회 

에서 애국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 진료,연구 또는 봉사를  

통하여 국내외 큰 업적을 남기고 서재필 정신을 빛내준 

의료인을 선정하여 2004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혼례 행사 (무료)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시기 안내 

 미국/캐나다 등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의 경우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전시근로역)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 

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거주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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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최고의 한국 식품점 

- 한국 식품 및 일본 식품 

- 채소, 육류, 생선, 건어물, 반찬류 

- 생활 가전 도구 일체 

- 최고 품질, 정직한 가격, 친절 
 

월-토 : 10:00am – 8:00pm 

일요일 : 12:00pm-6:00pm 
 

Tel: 763-572-0079 

1071 E. Moore Lake Dr N. E. 

Fridley, MN 55432 

훌륭한 어머니상 (2017년 훌륭한 어머니상 수상자 최금화 어머니) 

 

 

 

 

 

 

 

 

 

 

 

 

 

 

 

 

 

 

 

 

 

 

 

제 5 회 훌륭한 어머니 상 

6.25동란 때 남편을 여의고, 34세에 

홀어머니로 천신만고를 겪으며 4남매를 

 어였한 전문인들로 키우신 훌륭한 

어머니 이경자 여사의 미덕을 기리며 

현재 홀어머니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를 격려키 위해 이 상을 제정 

합니다. 

1. 자격 : 미네소타주에 거주하시는 

한국계 미국인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현재 대학 

재학 중인 자녀들을 홀로 

교육하시거나 졸업시키신 분 

2. 상금 : 1,000불 (상금출처 –이경자 

 여사의 4남매)         

3. 추천서 : 2018년 11월 15일까지 

소정의 추천서를 한인회로 

접수 바람. 

4. 문의  : 한인회 651-440-9192 /  

contact@mnkorea.org 

어머니란 “함께” 하는 것  

어머니란 자식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내겐 나의 어머니가 어떤 존재이었는가?  

일제 강점기를 겪어 내야 하고 해방을 맞으면서 갈라진 

한반도에서 삶과, 한국 전쟁 속에서 탈북과 정착,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고난의 삶 속에서 칠 남매를 키워내신 어머니.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뎌 오신 이야기를 덤덤히 우리에게 전해 줄 때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막무가내로 부딪혀야 하는 역경을 헤쳐 나가는 혜안을 엿보게 됩니다. 

내 어머니가 내게 들려주신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어머니의 인생, 그 역경을 헤쳐 

나갔던 당신 나름대로의 철학은 내 삶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자식의 인성을 형성하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삶의 혜안을 

남겨 줄 수 있는가?  

인생의 짐을 두려워 하지 말고, 이 짐이야말로 값진 선물로 받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내 어머니가 내게 보여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아이에게 주고 

싶은 삶의 철학입니다. 또한, 어머니란 자식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시련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  마음 놓고 배를 움켜쥐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슬플 때 함께 소리 내어 울 수 있는 존재였으면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것. 거기엔 시공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종류, 좋은 식품, 최저가격, 친절봉사  

- 한국 식품 및 동양식품 일체  

- 야채, 육류, 생선, 밑반찬: 주 2회  입하 

- 귀국선물 화장품, 생활 가전 도구 일체   

영업시간   월~토 : 10:00 AM ~7:00 PM 

일요일: 11:00 AM ~ 5:00 PM   

689 N. Snelling Ave, St. Paul, MN 55104 

Tel: 651-646-0428 

킴스마트 



미네소타 한인회보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Minnesota Newsletter                                                         2018 년    1 호 

7 

 

한인회 재정 현황 
한인회는 주정부와 IRS에 인가된 501(c)(3) 비영리기관으로서, 미네소타 한인들의 모금으로 운영되며 세금보고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한인회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집행하고 있으며, 상세사항은 분기별로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7 년 10월 -12월 동안 납부하신 분들의 명단 

1) 2017년 한인회비 ($30) 납부자  

강명섭  군자존슨  권규식  김경한  김영대  김영환  

김정은  김종덕  김종예  김준배   마영더스바벡   마혜순  

문성인  박성철  백진현  성상엽  송욱진  신학철  안수희  

안종완  왕규현  유경수  이상경  전경린  조용원  조현숙  

최승일  한숙희  홍선화  홍성주  황청수 

2) 2017년 한인회 이사회비 ($300) 납부자  

권규식 

3) 2017년 찬조금 기부자  

$49 이하 곽동훈  김종예  남세현  조용원  채상희  홍성주 

$50-99  강명섭  김검순  김경한  김영대  김영환  김종덕 

  마영더스바벡   문성인  백진현  성상엽  안종완  한숙희  

$100-199  김권식  왕규현  이은영(투판)  전경린  황청수 

$200-299  군자존슨  박성철        $300-399  송창원 

$1,000 이상 동양마켓  안대식   신학철 

4) 2017년 문화회관 건립기금 납부자 

$100-500 김태성 김려식          

$1,000-5,000 김권식  남세현   안대식           

$10,000 이상  신학철 

 

 

 2018년 1월~ 2월 동안 납부하신 분들의 명단  
 

1) 2018년 한인회비 ($30) 납부자  

강연순  강인선  곽동훈  권규식  권호기  길유진  김규성 

김병문  김써니  김영권  김옥삼  김은영  김재원  김폴  

김풍     김형진  남세현  박대선  박승규  박춘용  사공희  

서은순  손병옥  송정이  양경희  왕규현  유명숙  유수잔  

윤군자  이미숙  이순덕  이언원  이영흔  이종한  이주인  

이창재  임시홍  정보용  정상렬  정상헌  조용득  조화숙  

최금화  최남기  최미희   캐서린주  하영환  한현숙  

함영훈  허승회  홍숙자   홍의환   황효숙 

2) 2018년 한인회 이사회비 ($300) 납부자  

권규식  김형진  안세옥  양경희   유수잔 이영흔  정보용   

정상렬  최미희   캐서린주  하영환  한현숙  황효숙 

3) 2018년 찬조금 기부자  

$49 이하  김옥삼  박춘용  송창영  조엘로켄  허승회 

$50-99  길유진  사공희  서은순  조용득  최남기  홍숙자 

$100-199  임시홍  이종한  최금화  홍의환 

$200-299  김형진  윤군자     $300-399  김규성  유수잔 

$500 이상  생명나무 

4) 2018년 문화회관 건립기금 납부자 

$100-500 허승회 김병문     $1,000 이상 이창재  한현숙 

 

 

 

 

 
 

미네소타 한인회비 및 찬조금 (KAAM Membership Fee and Donation) / 인적사항 (Contact Information )     

                    

회비(Membership Fee) 일반 $30 □    학생 $15 □     이사회비 $300 □   비고(Remarks) 

찬조금(Donation) $    문화회관건립기금(Cultural Center Fund) $  

합계(Total) $  

한글이름(Name)  Name(English)  

주소(Address) 
Street  

City   State  ZIP  

연락처(Contact) Phone  E-mail  

• Check로 납부시 Pay to Order :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Minnesota 또는 KAAM 

• 주소: KAAM, 1331 County Road D Cir E, Vadnais Heights, MN 55109  

• 한인회는 IRS에 등록된 501(c)(3) 비영리기관이며 납부하신 금액은 세금공제혜택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 문의: (T) 651-440-9192 / E-mail: contact@mnkorea.org / Website: http://www.mnkorea.org 

 

 

* 문의사항이나 본인의 납부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한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51-440-9192 / contact@mnkorea.org 

http://www.m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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