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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청소년 프로그램   

KANG (Korean American Next Generation)   

Leaders 

올해 특별 후원으로 시작한 한인회 청소년 프로그램 KANG (Korean American 

Next Generation) Leaders 가 지난 4월 28일(토)과 7월 22일(토)에 각각 한인 장로 

교회와 한인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4월 28일에 열린 첫 모임에서는 ‘정체성과 

리더쉽’이라는 주제로 약 32명의 한인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이 참가하였으며 

학부모님들을 위한 별도의 모임도 마련되어 자녀 교육이나 진로 정보, 고민과 

관심사 등을 서로 나눌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도 시연,  전통 악기 연주로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7월 22일 (토)  

7월 22일 토요일에는 그 두번째 모임, ‘대학 진로 워크샵’이 한인 회관 

에서 있었습니다. 대학 진로와 관련하여 대학 찾기, 지원하기, 장학금 및 

재정 보조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약 2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캉 리더스는 7 월 30 일(월) US 뱅크 스튜디오에서 축구 선수 

손흥민(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핫스퍼 소속)을 만나 인사와 격려, 

응원도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7 월 31 일(화) 토트넘 대 AC 

밀란과의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경기를 위해 미네소타를 방문했습 

니다. 손 선수는 경기 전날인 30 일(월) 연습경기 후에 캉 리더스 청소 

년들과의 만남을 가져 친필 사인을 해 주고 함께 사진을 찍었으며 연 

습공을 한인회에 선물하였습니다. 소속사인 토트넘에서는 미리 준비 

한 기념품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한인 청소 

년들은 한국인의 자랑스러움을 다시 한번 느낄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 

니다.
 
앞으로도 캉 리더스의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더욱 많은 한인 

청소년들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저는 미네소타에서 자라면서 한인 사회가 작아 많은 또래 한인 친구들과의 교제가 부족했 

습니다. 두려움, 희망, 꿈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는 한인 멘토도 아쉬웠습니다.  처음 청소년 

프로그램 캉 리더스를 책임지며 제가 항상 원했던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두 차례의 프로그램 활동에서 저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한인 청소년들이 공통 

관심사에 대해 토론하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촛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는 봉사 

프로젝트를 통해 팀워크 기술을 더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어 구사능력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 태어난 곳과 길러진 곳, 우리의 위치 등에 

관계없이 모두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랑스럽게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월 28일 (토)  

최윤서 

 (청소년 프로그램 위원) 

 

7월 3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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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한글학교 (교장 함영훈)  

한인회 한글학교 2018년 봄학기가 5월 13일에 끝났습니다. 

학기중 열린 바자회(4월 22일 일요일)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한글학교의 기금 마련은 물론 한인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5월 6일(일)에는 국제 

민속제전으로 필드트립을 가서 우리나라와 다른 여러나라의 

문화와 음식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자회를 위 

해 도움을 주시고 필드 트립을 함께 해 주신 모든 학부형님들 

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기 마지막날은 학생들의 발표회로 마 

무리되었습니다. 9월에 시작하는 가을학기 역시 다양한 활동 

과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생들의 등록을 기다리겠습니다. 

 

. 

 

 

 

 

 

 

 

  

 

 

  

 

 

 

 

 

 

 

 

 

 

2018 여름 역사/문화 캠프 

2018년 여름 역사/문화 캠프가 6월 21-22일(목,금)에 한인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20여명의 참가 학생들이 과학자 장영실 

을 주제로 측우기, 해시계, 자격루 등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 

을 가졌으며 악기 연주와 노래, 음식(간식) 만들기 등 유익하고 

다양한 활동들로 이틀간의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 

 

 

 

 

 

 

 

 

 

 

 

 

 

 

 

 

 

 

 

 

 

2018년 가을학기    

9월 9일 - 12월 9일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4시 40분 

가을 바자회 

10월 14일 일요일 오후 1시 - 5시 

 

부모교육 워크샵 2회 

(9월말, 10월초-날짜 추후 공고) 

주제 : 자녀와의 대화 기법과 자녀를 위한 성교육 

 

한인회관 도서관 이용 

한인회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는 유아, 아동도서 

및 다양한 성인 도서 3,000 여권이 있습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도서관 : 1331 County Road D Cir E, 

Vadnais Heights, MN 

 대여시간 : 월 수 금 9:00am – 12: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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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민속제전 (Festival of Nations) 

 매년 90 여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 민속제전이 지 

난 5 월 3 일- 6 일까지 세인폴 리버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카페에서는 비빔밥, 잡채, 만두, 야채전, 김치 등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인기리에 판매되었으며, 초코파이와 

새로 선보인 한국 커피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국 문화 전시관에서는 올해의 주제 Now and Then : 

Toys & Games 에 맞춰 한국의 전통 장난감과 오늘날의 장 

난감이 소개되었습니다. 딱지접기/놀이, 제기차기, 윷놀이 

와 공기놀이 등이 전통 한국 놀이로 전시되었고 현장에 서 

시연되어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현재 K-pop 의 세계적인 열풍에 힘입어 미네소타 

K-pop 그룹의 공연이 열려 한인들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했습니다.  

한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민속 제전이 성공적으로 치뤄 

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130 여명의 각 교회, 지역 단체 

및 개인 자원 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주시카고 총영사관 순회 영사업무  
한인회와 시카고 총영사관이 협조하여 진행하는 순회 

영사 업무가 5 월 18 일 금요일에 한인회관에서 있었습니 

다. 평일(금) 오전으로 요일이 바뀌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순회 영사업무의 편의를 보셨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도와주시는 현원돈 영사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회 영사업무는 오는 10 월 19 일 금 

요일에 있습니다.  

 

 

.  

 

 

 

 

 

 

 

 

 

 

 

 

 

 

 

 

 

   

 

 

 

 

 

 

 

 

 

 

 

 

10월 순회 영사업무 

 일시 - 10월 19일 (금) 오전 9:00~오후 1:00 

 장소 -  한인회관 : 1331 County Road D Cir E, 

Vadnais Heights, MN 55109 

 참고사항  -  

선착순 번호표 발급 / 1시까지 접수 

사진 미리 준비 / 현금만 가능 

611  Milwaukee Ave #165, Glenview, IL 

Email : info@lawrencetour.com 

▪  최고의 서비스,  

고객만족 최우선 

▪  저렴한 국내외  

항공 요금 

▪  믿을 수 있는 

관광  패키지 

 2018 MAKA 미네소타 한미 장학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AKA 홈페이지나 

한인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3일부터 모든 용도의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신속하게 재외 

동포들이 영문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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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마켓 Dong Yang Market 

 Oriental Food & Deli 

미네소타 최대 한국 식품점 

 최저 가격 & 최고 품질의 식품 

한국산 기념품 선물 

각종 떡, 김치, 반찬 

분식점 (Korean Café) 

훌륭한 한식 점심/저녁 식사 

음식 주문 (Catering) 

735 45th Ave. NE Minneapolis, MN 55421 

       763-571-2009 

월– 토 10am-8pm , 일11am-6pm 

 

 

763-571-2009 

 

한국 전통 혼례 행사 
헤네핀 카운티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행사에 한인 

회가 한국 전통 혼례를 두차례 선보였습니다. (6 월 23 일-

Southdale Library, 6 월 30 일-Maple Grove Library) 

본 행사에서는 전통 혼례복장을 한 신랑신부 및 가족들의 

가상 혼인식과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Q&A 시간과 전통 다과를 맛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전통 

혼례라는 특별한 주제로 한국의 정서와 전통 문화를 지역  

사회에 직접 알릴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였습니다.  

. 

 

 

 

 

 

 

 

 

 

 

 

 

 

 

 

 

 

 

 

광복절 & 삼일절 기념 행사  
올해로 99주년을 맞이한 삼일절과 73주년 8.15 광복절 경축 

행사가 8월 10일 금요일에 Church of All Nations에서 열렸습 

니다. 기념식에 앞서 저녁으로 비빔밥이 제공되었으며, 황효숙 

한인회 이사장의 개회에 이어 애국가 제창과 묵념이 있었습니 

다. 광복절 영상을 본 후에는 이창재 부제가 삼일절과 광복절 

기념사를 전하였고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후 2부에서 

는 손현수의 노래와 (반주-김지영) 임서연의 바이올린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글짓기/그림 대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대회 수상 결과는 다음 호에 실립니다)  

한인 2세들에게  삼일절과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주고 한국 

인으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심어 주는 본 행사에 앞으로도 많 

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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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한인회 차기 회장 후보 추천 및 신청을 해 

주세요.  

 개인 및 단체 행사나 모임시 한인 회관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인회의 각종 행사 안내와 유용한 정보, 알림 사항 

등은 한인회 홈페이지 www.mnkorea.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hobanrestaurant.com/
http://www.m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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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체육 대회 

한인 체육대회가 오는 9월 15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Coon 

Rapids Soccer Complex에서 열립니다 축구, 배구, 족구, 피구 

등의 종목이 열리며 경기별 시간은 당일 아침에 결정됩니다. 

푸짐한 경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한인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9 월 15 일(토) 오전 8:00–오후 6:00  

- 장소 : Coon Rapids Soccer Complex, Coon Rapids  

     (1821 111th Ave NW, Coon Rapids, MN 55433) 

- 주최 : 미네소타 한인회  

- 주관 : 재미대한체육회 미네소타지부 

- 문의 : 체육회 한형호 612-275-6692 /  

한인회  651-440-9192 

평창 동계 올림픽 미네소타 한인 입양인  

마리사 브랜트(박윤정)  
평창 동계 올림픽 

하키 선수 자매 

마리사 & 해나 

브랜트 환영 행사 

가 지난 3 월 8 일  

Vadnais Heights 

Commons 에서 

열렸습니다. 한인 입양인 마리사 브랜트(박윤정)는 한국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선수로 발탁되어 본인의 태 

어난 고국을 대표하였으며, 동생 해나 브랜트는 미국 올 

림픽 국가대표 하키 금메달리스트로 두 자매가 서로 다른 

국가를 위하여 뛰었습니다. 한현숙 한인회 회장과 김병문 

박사는 브랜트 자매의 환영식에 참여하여 브랜트 자매와 

양부모의 성공적인 평창 올림픽 출전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시카고 총영사관 김지만 영사,  

미네소타 방문  

김지만 시카고 영사가 지난 6월 8일 미네소타를 방문하여 

한현숙 한인회 회장과 함께 미네소타 한인 입양인/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킹스 레스토랑에서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한인 

입양인들의 현주소와 입양 가정의 실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으며 정부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장미 댄스 & 드럼 공연  

6월 9일 토요일 White Bear Lake고등학교에서 장미 댄스 

& 드럼 공연이 열렸습니다. 공연 전 펀드레이징을 위한 음식과 

한국 관련 물건들이 판매되었으며 많은 한인들과 한인 

입양인들이 장미 댄스를 지원하고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전날 입양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던 김지만 시카고 동포영사가 방문, 더욱 많은 한인 

입양인들과 한인회 관계자들을 만났고 장미 댄스의 공연을 

축하, 격려하며 관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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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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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회 연례총회 및 만찬 
KAAM Annual Meeting & Dinner 

      12 월 1 일, 토요일   Sat, Dec 1, 5:30PM 

     래디슨 호텔   Radisson Hotel, Rose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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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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데이타 인종별 분류 법안 

한인회는 중국 컴뮤니티와 함께 지난 4 월 12 일 미네소타 

상원의원들을 만나 학생 데이타 인종별 분류 법안에 대한 우려 

를 표했습니다. 

미네소타는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를 더욱 잘 파악하고 이해하 

고자 모든 공립 학교의 학생 데이타를 인종별로 분류하는 법안 

을 통과시킨 몇 개 주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아메리칸 인디 

언/알래스카 원주민, 아시아계,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 

패닉/라틴계 인종을 포함한 소수 그룹의 학생들은 해당 민족 

내의 하위 카테고리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를 이해하기 위한 조치로는 적절 

치 않다는 많은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려점:소수 

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외국인’으로 규정/차별대우/학 

생들의 학업성과는 인종이 아니라 건강, 주거환경, 부모의 

교육 여부 등에 더 영향/법안의 통과과정에 소수 민족의 

참여나 의견 수렴이 결여 등등) 본 법안은 일단 2018-19 

년에는 미네소타 5 개 학군에서 시작하며, 2019-20 년에는 

전 학군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인회는 중국컴뮤 

니티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며 소수 민족 

에 일어날 수 있는 

불합리한 법적제도 

의 문제들이 하루 

빨리 해결되길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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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S ORIENTAL SUPERMARKET 

New 아동, 가족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한인회 한글학교 교장 함영훈) 

정치력 신장사업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인들의 목소리가 소외 

되는 일을 방지하고, 한인들의 권익을 신장시켜 이 

민자들이 보다 커다란 힘을 구축하여 더욱 당당하고 

존경받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 

니다. 

〮 지역 정치인 초청 포럼 (9월 15일 / 한인 체육대회) 

〮 유권자 교육 (10월 14일 / 한글학교 바자회) 

〮 예비 투표일과 투표 당일 서비스 

(11월 6일 / 투표당일) 

한인 가족, 아동 상담 서비스  

미네소타 한인 가정의 부모/아동들의 건강한 관계 형 

성을 돕고자 예방적 상담 서비스와 가족/아동 발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마련합니다. 

한인 입양인 지원 프로그램 

한인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자문 및 연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한인 입양인 권익 및 교류 

증진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 

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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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재정 현황 
한인회는 주정부와 IRS에 인가된 501(c)(3) 비영리기관으로서, 미네소타 한인들의 모금으로 운영되며 세금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한인회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1월~ 6월                                       
 

1) 2018년 한인회비 ($30) 납부자  

강연순  강인선  곽동훈  권광자  권규식  권호기  길유진  

김규성  김두선  김병문  김선희  김써니  김영권  김옥삼 

김유훈  김은영  김인숙  김일근  김장규  김재원  김정은 

김줄리언 김폴  김풍   김한수  김현  김형진  남세현  노성훈 

   레지나  무명1  민철홍  박대선  박명순  박승규  박춘용  

배은경  변영희  변우진 사공희  서울식품  서은순  손병옥 

송정이  신대현  안수희  양경희  오도수  오진성  왕규현 

유명숙  유수잔  유영란  윤군자  윤미자  윤종숙  윤철호 

윤허프만  이경린  이미숙  이병철  이순덕  이순자  이언원 

이영흔  이종한  이주인  이창재  이후영  임시홍  장인숙 

장자순  전성균  정보용  정상렬  정상헌  정영표  정종예 

정지석  정태덕 제이드리드  조기성  조용득  조화숙  최금화 

최남기  최미희   최춘영  캐서린주  킴스마켓  하영환  한영수 

한현숙  함영훈  허승회  홍선화  홍숙자   홍의환   황효숙 

2) 2018년 한인회 이사회비 ($300) 납부자 (전원 납부) 

권규식  김줄리언  김현  김형진  안세옥  양경희   유수잔 

윤미자  이영흔  정보용   정상렬  정영표  정지석  최미희   

캐서린주  하영환  한현숙  황효숙  

3) 2018년 찬조금 기부자  

$49 이하  김옥삼  김일근  레지나  박춘용 송정이  

제이드리드   조엘로켄   허승회   AK Connection 

 

 

$50-$99  권광자  길유진  노성훈  민철홍  박명순  사공희  

서은순  신대현  왕규현  장인숙  조용득  최남기   홍숙자 

$100-$199  변우진  안수희  윤철호  이종한  임시홍  최금화 

홍의환  황효숙 

$200-$299  김형진  윤군자  이순자  최춘영 

$300-$399  김병문  김규성  로렌스여행사  서울식품 

킴스마켓  유수잔 

$400-$499  남세현  

$500-$699  생명나무   정영표    

$1,000 이상  장로교회  

4) 2018년 문화회관 건립기금 납부자 

$100-$299 마이클필리피  김선희   허승회  

$300-$600 김병문  전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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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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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잔,  브룩 뉴매스터, 김현 ,   

              줄리언 김 

- 사무총장 : 안수희 

- 아동, 가족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디렉터 : 함영훈 

한인회관 운영회 

- 회 장 : 남세현  / 간사 : 황효숙 

- 위 원 : 안대식, 윤미자, 한현숙 

 

전화 651-262-8755 

주소 720 Viking Dr. E Maplewood, MN 

이메일 kckite@q.com 

 

 ‘쉼터’가 보다 나은 서비스와  

환경을 제공하고자  

새 위치(메이플우드)로  

이전하였습니다. 

 

◈ 오랜 경험의 간호사      ◈ 영양가득한 한국 음식 

◈ 친절한 도우미             ◈ 전문가의 침, 지압 

http://www.m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