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년    1 호 

1 
 

          미네소타 한인회보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MINNESOTA NEWSLETTER

 

 

 

 

 

 

 

 

 

 

 

 

 

 

 

 

 

 

 

 

 

 

 

 

 

 

 

 

 

 

 

 

  

 

 

 

 

 

 

 

 

 

 

 

 

 

 

 

 

 

미네소타 한인회보 

발   행 : 미네소타 한인회  

발행인 : 최미희 / 편집 : 안수희 

 주   소 : 1331 County Road D Cir E  

Vadnais Heights, MN 55109 

전화 : (651) 440-9192 / 이메일 : contact@mnkorea.org 

홈페이지 : www.m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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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 51대 미네소타 한인회  

- 이사장 : 황효숙 / 회장: 최미희 

- 부회장 : 정상렬, 캐서린주, 김형진 

- 이   사 : 권규식, 임진현, 정영표, 정보용, 양경희,  

유수잔,  브룩 뉴매스터, 김현,  줄리언 김, 

강우재, 강태문, 빅토리아 더쳐 

- 사무총장 : 안수희 

한인회관 운영회 

- 회 장 : 남세현  / 간사 : 황효숙 

- 위 원 : 안대식, 윤미자, 한현숙 

 

2018년 연말 총회 및 만찬 

 
지난 2018 년 12 월 1 일 토요일에 로즈빌의 래디슨 호텔에서 

한인회 연말 총회 및 만찬이 열렸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속에서도 약 

105 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황효숙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총회는 

2018 년 한인회 사업보고와 회계보고, 재정감사 보고, 새회장에 대한 

한현숙 회장의 보고가 있었고 최미희 전 한인회 부회장이 회장으로 

표결되었으며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인회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드리는 감사패는 현원돈 시카고 

영사, 이창재 부제, 남세현 한인회 건물 운영회장, 군자존슨, 주캐서린 

한인회 부회장, 함영훈 전 한인회 한글학교 교장 이상 6 명에게 

수여되었고 훌륭한 어머니 상은 최춘영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안대식 중서부 한인회장은 한현숙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그간 

미네소타 한인회를 발전시킨 업적에 대해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단일팀 대표 마리사 

브랜트와 램지 카운티 어토니 존 최가 각각 총회 전과 중간에 

스피치를  했으며 공연으로는 송은정/이화희/최서경의 가야금 연주, 

손현수/아더래쓰롭의 노래와 마운즈뷰 고등학생 아이린/오웬/에밀리/ 

미켈의 현악 4 중주 연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레스토랑, 

호반레스토랑 상품권과 서울식품, 동양식품, 킴스마트, 하나마켓의 

상품들(라면&쌀), 그리고 한인회가 준비한 32” LG TV(1 등), 네스프레소 

커피메이커(2 등), 비자 기프트카드(3 등)가 경품 추첨을 통해 많은 

참석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한편 총회 진행 내내 Silent Auction 이 진행되었고, 한인회 유권자 

프로젝트 캄 보이스(KAAM VOICE)의  투표권 행사 서명 운동이 열려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총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19 년 연말 

총회에는 더욱 많은 참석자들이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2019 년 한인회 활동 계획  

❖ 국제 민속 제전 5 월 2 일 (목) - 5 일 (일) St. Paul River Center 

❖ 순회 영사 업무 (연 2 회)  5 월 17 일 (금) / 10 월 11 일 (금) 한인회관 

❖ 100주년 삼일절 기념 행사 날짜, 장소 추후 공지 

❖ 한인 정기 체육대회 9 월 21 일 (토) Coon Rapids Soccer Complex 

❖ 연말 총회 및 만찬 12 월 7 일 (토) Radisson Hotel 

❖ 한인회 한글학교 매주 일요일 2:00-4:40pm 한인회관 

봄학기 2 월 17 일 ~ 5 월 19 일 / 가을학기 9 월 8 일 ~ 12 월 8 일 

 

http://www.m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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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경험의 간호사   ◈ 영양가득한 한국 음식 

◈ 친절한 도우미          ◈ 전문가의 침, 지압 

전화 651-262-8755 

주소 720 Viking Dr. E 

Maplewood, MN 

이메일 kckite@q.com 

3.1절은 조선 독립 선언 기념일   100 년전,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점당한 후 10 년후, 1919 년 3 월 1 일에 일제 식민지 하의 우리 

‘조선인’들은 서울을 위시하여 전국 각처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며, 조선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거족적으로 참여한 거사   전국 각처, 

남녀노소, 각계각층이 평등하게 두루 참여했고, 우리 동포가 있는 

세계 모든 곳에서 만세와 함께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5 천년 

우리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운동입니다. 

3.1운동은 비폭력의 만세 운동   우리의 독립항쟁은 무장투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제가 조선을 점령하면서, 조선인의  

총포와 화약류를 모두 다 뺏었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비폭력 

만세운동입니다. 일제는 맨손 만세 시위에 대해 무자비하게 

총칼로 탄압했지만 비폭력은 생각보다 힘이 강했습니다. 총칼은 

사람을 짓밟을 수는 있어도 양심을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 세기에 시민들의 정부나 외세에 대항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효시가 3.1 운동 입니다. 

3.1 운동은 3.1 혁명   우리가 일컫는 혁명은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대혁명, 러시아혁명, 

신해혁명, 터키혁명, 멕시코혁명 등. 이들의 공통점은 왕정을 

폐하고, 인민(국민)의 나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왕정을 폐하고 공화정으로 직진하는 그 민족 정신의 흐름이 

3.1 운동에 들어 있습니다.   

3.1 독립 운동은 민족의 기풍을 바꿈 3.1 운동으로, 조선반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졌고 3.1 운동의 경험은 운동의 

주력이었던 젊은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사회운동, 

언론활동도 활발하고, 해외로 독립운동  하러 나가고, 

의열항일활동의 열사들이 대거 등장하고, 심지어 일제 

사관학교를 나온 장교들이 탈출하여 광복군의 주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분출되는 에너지는, 3.1 운동에서 얻은, 

자주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의 표현이고, 스스로 

주권자라는 자부심의 발로였습니다.  

3.1 운동의 최대 성과는 국민이 주인되는 민국, ‘대한민국’ 을 

탄생시킨 것    독립항쟁에 참여했던 지도자들이 1919 년 4월 11 

일, 중국 상해에 모여서, 새 나라의 주인은 전체 조선인민으로 

하고, 이들이 주인되어 만들어가는 나라는 ‘제국’이 아닌  ‘민국’을 

만들기로 결의합니다. 이리하여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즉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탄생합니다. 

3.1 운동의 최대의 성과는 바로 ‘국민이 주인되는 민국, 대한민국’

이 탄생한 것입니다. 

 

 

 

‘쉼터’가  
보다 나은 서비스와 
환경을 제공하고자  
새 위치(메이플우드)로  
이전하였습니다. 

 

3.1독립 운동은 민족의 기풍을 바꿈   3.1 운동으로, 조선반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졌고 3.1 운동의 경험은 젊은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사회운동, 언론활동도 활발해지고, 

해외로 독립운동을 나가고, 의열항일활동의 열사들이 대거 

등장, 심지어 일제 사관학교를 나온 장교들이 탈출하여 

광복군의 주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분출되는 에너지는, 

3.1 운동에서 얻은, 자주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의 

표현이고, 스스로 주권자라는 자부심의 발로였습니다.  

3.1 운동의 최대 성과는 ‘대한민국’ 을 탄생시킨 것   독립 

항쟁에 참여했던 지도자들이 1919 년 4 월 11 일, 중국 상해에 

모여서, 새 나라의 주인은 전체 조선인민으로 하고, 이들이 

주인되어 만들어가는 나라는 ‘제국’이 아닌  ‘민국’을 만들기로 

결의합니다. 이리하여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즉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탄생합니다. 3.1 운동의 

최대의 성과는 바로 ‘국민이 주인되는 민국,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100주년을 맞이한  삼일절 3.1 독립 운동 

  (이창재 부제) 
  

 

- 최고의 서비스, 고객 만족 최우선 

- 저렴한 국내외 항공요금 

- 믿을 수 있는 관광 패키지 

 
Tel : 800-451-1440 

Email : lawrencetravel@hotmail.com 

611 Milwaukee Ave. #165, Glenview,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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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어머니 상 

6.25동란 때 남편을 여의고, 34 세에 홀어머니로 천신만고를 겪으며 4 남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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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현재 대학 재학 중인 자녀들을 홀로 교육하시거나 졸업시키신 분 

2. 상금 : 1,000 불 (상금출처 –이경자 여사의 4남매)         

3. 추천서 : 2019년 11월 15 일까지  

소정의 추천서 한인회로 제출 

4. 문의  : 한인회 651-440-9192 / contact@mnkorea.org 

국제 민속제전  

매해 세인폴 리버센터에서 열리는 국제 민속제전은 미 

중서부 지역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다민족, 다문화 축제입니다. 올해는 5 월 2 일(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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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Exhibition) 및 공연(Performance) 부분에 참가하여 한국과 

한국 문화를 알립니다. 

장소  Saint Paul River Centre  

        175 W. Kellogg Boulevard St. Paul, MN 5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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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세 이하는 어른과 동반시 무료  

입장시간  일반 입장     5월 3일(금) 3:00pm–10pm 

                                  5월 4일 (토) 10am–1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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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입장     5 월 2 일 (목) 9am–3pm 

                                  5월 3 일 (금) 9:30am–3:00pm 

   **학생 입장시간에는 일반 입장이 불가합니다. 

2019년 5월 2일 (목) ~ 5월 5일 (일) 

국제 민속제전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한인회 이메일 

contact@mnkorea.org 로 연락 주시거나   

웹사이트 www.mnkorea.org에서 직접 사인업 

하시기 바랍니다.  

 

❖   제 52대 한인회 회장을 찾습니다. 회장 후보 추천 및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인회의 각종 행사 안내와 한인회보 등을 이메일로 

받고자 하시는 분은 contact@mnkorea.org 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  한인회의 모든 행사와 정보는  한인회 홈페이지 

www.mnkorea.or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인회관 도서관에는 유아, 아동도서 및 다양한 성인 

도서 약 3,000 권이 있습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아동 및 성인 한복을 대여해 드립니다. 

❖  개인/단체 모임시 한인회관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인회 회장 3개월을 지내며                           

최미희 한인회 회장  

간절히 기다리던 봄이 이제 미네소타에도 드디어 찾아온 듯 

합니다. 활짝 열린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겨울동안 얼었던 

우울한 마음을 따뜻한 봄 날씨로 씻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지어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봄의 

희망이 듬뿍하시고 모든 가정에도 아름다운 봄꽃같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봄 홍수로 고생이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회장 임기를 받은 지가 벌써 3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 한현숙 회장님, 사무총장님, 이사장님 그리고 

이사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임기 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시간과 많은 눈이 내린 겨울 날씨 때문에 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3 개월 동안 한인회를 잊지 

않고 회비, 찬조금 그리고 많은 충고와 격려 말씀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한인회에서 하는 제일 큰  일 중 하나인 국제 민속 제전이 

오는 5 월 2 일부터 5 일까지 열립니다. 일 년에  한 번씩 치루는 

이 민속제전은 많은 준비 시간과 수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한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로 대한민국 음식 전통 그리고 

문화를 세게 사람들께 소개하고 자랑할수있는 특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40 년 동안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미네소타 한인 여러분들 그리고 친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미 봉사하기로 약속하신 분들께는 

감사말씀 올립니다. 민속제전에서 만나 뵙고 인사드릴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mailto:contact@mnkorea.org
http://www.m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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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 광복절 글짓기/그림 대회  

한인회에서는 3.1 삼일절과 8.15 광복절에 대해 알고 기억하며, 

한국인의 긍지를 높이기 위하여 삼일절 & 광복절에 대한 한인 

학생들의 글/그림을 모집합니다.  많은 한인 학생들이 참가하여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1. 대상 : 프리스쿨 ~ 9 학년  

2. 주제 : 3.1 삼일절 or 8.15 광복절  

3. 형식 : 다음 중 한가지 선택  

ㄱ. 그림 + 짧은 글 (한글)  

ㄴ. 글 (100-200 자, 1 페이지 이내) 

ㄷ. 글 + 그림  

4. 마감 : 2019 년 6 월 30 일 June 30th  

5. 보낼곳 : 한인회 

1331 County Road D Cir E  Vadnais Heights, MN 55109  

6. 시상식 : 100 주년 삼일절 행사 (추후 공지) 

7. 문의 : 한인회 KAAM contact@mnkorea.org / (651) 440-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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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토 10AM-8PM , 일 11AM-6PM  

735 45th Ave. NE Minneapolis, MN 55421 

TEL : 763-571-2009 

 

 

 

 

 

 
 

 

 

 

 

 

 

 

 

 

 

 

 

 

  

 

 

 

 

 

 

 

 

 

 

 

 

 

 

 

 

 

 

1. 대상 : 프리스쿨 ~ 9학년  

2. 주제 : 3.1 삼일절 or 8.15 광복절  

3. 형식 : 다음 중 한가지 선택  

ㄱ. 그림 + 짧은 글 (한글)  

ㄴ. 글 (100-200 자, 1페이지 이내) 

ㄷ. 글 + 그림  

4. 마감 : 2019 년 6 월 30일  

5. 보낼곳 : 한인회 

1331 County Road D Cir E  Vadnais Heights, MN 55109  

6. 시상식 : 100 주년 삼일절 행사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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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종류, 좋은 식품, 최저가격, 친절봉사 

한국 식품 및 동양식품 일체 

야채, 육류, 생선, 밑반찬: 주 2 회  입하 

귀국선물 화장품, 생활 가전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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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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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am – 8 pm 일 : 12pm-6pm 

1071 E. Moore Lake Dr. N. E.  

Fridley, MN 55432 

Tel : 763-572-0079 

한인 정기 체육 대회  

   미네소타 한인 정기 체육대회가 9 월 21 일 (토)에 Coon 

Rapids Soccer Complex 에서 열립니다.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포츠로 하나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경기별 상패 및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주시카고 총영사관  순회 영사 업무 

한인회가  주시카고 총영사관과 협조하여 진행하는 순회 영사 

업무가 올해도 아래와 같이 2회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오시는 

순서에 따라 번호표가 배부되고 사진은 미리 준비하셔야 하며 

현금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영사업무 내용은 주시카고 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영사 → 순회영사일정’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100주년 삼일절 기념 행사  

올해 100 주년을 맞이한 삼일절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해 

한인회는 미네소타포럼과 함께 공동으로 삼일절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및 구체적 행사 내용은  

정해지는대로 한인회 웹사이트에 올려지며 한인회 여러분들께 

이메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열리게 될 본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년 

8 월에 진행되었던 광복절 행사는 올해 삼일절 100 주년 기념 

행사로 인해 별도로 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Friday, May 17 & Friday, October 11 

9:30AM~2:30PM 

한인회관 KAAM Center 
 

1331 County Road D Cir E,  

Vadnais Heights, MN 55109 
 

 

 

 

 

 

 

 

1. 대상 : 프리스쿨 ~ 9학년  

2. 주제 : 3.1 삼일절 or 8.15 광복절  

3. 형식 : 다음 중 한가지 선택  

ㄱ. 그림 + 짧은 글 (한글)  

ㄴ. 글 (100-200자, 1페이지 이내) 

ㄷ. 글 + 그림  

4. 마감 : 2019년 6월 30일 June 30th  

5. 보낼곳 : 한인회 

1331 County Road D Cir E  Vadnais Heights, MN 55109  

6. 시상식 : 100주년 삼일절 행사 (추후 공지) 

7. 문의 : 한인회 KAAM contact@mnkorea.org / (651) 440-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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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L, BUY,  
OR BUILD A HOME! 

한인회 특별 장학생 모집  
 

 

 

 

 
 

❖ 대상 ;  1.  한인 1.5세 이상의 12학년(‘19-‘20)  학생 

2.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자 

❖ 제출서류 ; 1. 자기소개서 (자유양식) 

 2. 에세이 (한국어 또는 영어)  

- 주제 : 우리 어머니(할머니)와 나  

3. 학교 성적증명서, ACT/SAT 점수  

❖ 보낼곳;  1.  Email : contact@mnkorea.org    

                 2.  한인회 ; 1331 County Road D Cir E  

Vadnais Heights, MN 55109 

❖ 신청 마감일 ;  2019년 9월 30 일  

❖ 시상식 ; 한인회 연말 총회, 12월7 일 토요일 

2018 년 훌륭한 어머니상 수상금 $1,000 이 장학금으로 

쓰여집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올해 

9 월에 12 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신학철 전 3M 수석부회장, LG화학 부회장으로 선임 

한인회와 한인 사회에 많은 지원을 주셨던 신학철 전 3M 수석 

부회장이 2019 년 1 월  LG 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미네소타를 떠나 한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늘 염원했던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연로하신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옆에서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힌 신 전 부회장은 한국에서의 일을 마치고 

은퇴 후 미네소타에서 볼수 있을 것이라고 한인회에 전했습니다. 
 

 미네소타 쉬완스 Schwan’s 인수한 CJ 제일제당  

제일제당이 미네소타 식품업체 쉬완스 Schwan’s Company 를 

인수했습니다. 쉬완스는 미네소타의 냉동 식품 전문 업체로 전국 

단위 냉동 식품 제조 인프라와 영업 네트워크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일제당은 쉬완스 인수로 인해 미국 전역의 쉬완스 

유통망을 통하여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고 전국적으로 자체 

배달이 가능한 인프라를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미네소타 시장에 널리 공급되기를 

바라며 한인회는 제일제당의 미네소타 입문을 환영하고 한인 

사회에도 이로 인한 좋은 영향들이 생길 것을 기대합니다.     

  

 

 

델타 항공 미니애폴리스-인천 직항 개설 

4 월 1 일부터 델타항공의 미니애폴리스-인천 구간 직항이 

매일 운항됩니다. 이로인해 고국을 방문하는 미네소타 및 인근 

교민들과 유학생들이  더욱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 년 한인회 연말 총회 및 만찬 

12월 7일 (토) 5:30pm-8:00pm  

Radisson Hotel, Roseville 

  

 

 

한인회 

특별 장학생 모집 

 

 

5 STR 
RATING 

Top 5% Agent Coldwell Banker Worldwide 
#1 Agent in Woodbury, Coldwell Banker 2018 

Cell: 651.233.8527 
www.HyounsooLathrop.com 

손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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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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뜻한 분위기의 한식 캐주얼 레스토랑 

- 아시아식 점심 부페 

- 스시, 불고기, 잡채 등 다양한 한식 메뉴 

 

 

1051 E Moore Lake Dr. Minneapolis, MN 

763-571-7256 

www.kingsrestaurant.com 

일-목 11:30AM-9PM,   

금-토 11:30AM-9:30PM 

- 미네아폴리스에서 맛있는 식사와 

테이크아웃을 제공 

- 뛰어난 요리와 훌륭한 서비스,  

친절한 직원  

- 고전적 요리의 현대적 해석과 

고품질의 신선한 재료만을 사용 

 

 
No Delivery! 

251 N 1st Ave. Minneapolis, MN 55401 

612-333-1999  

www.donghaekoreangrillsushi.com 

월-일 11:00AM-9:30PM 

호반 
 

한인회  한글학교                        교장 유영란 

올해의 정규 학사 일정은 예년과 같이 각각 14 주간의 봄학기와 

가을학기 입니다. 특히, 한국 역사/문화 수업인 특별 활동을 다양화 

하고자 합니다. 여름 방학에는 한국 역사/문화 캠프를 통해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훌륭한 인물을 집중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을 위한 부모 교육 워크샵이 마련될 

예정이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9 년  정규 학사 일정은 예년과 같이 각각 14 주간의 

봄학기와 가을학기입니다. 특히, 한국 역사/문화 수업인 특별 

활동을 다양화 하고자 합니다. 여름 방학에는 한국 역사/문화 

캠프를 통해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훌륭한 인물을 집중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을 위한 부모 교육 

워크샵이 마련될 예정이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이중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체성이 분명한 학생,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선생님,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학부 모님이 하나가 되는 한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겠습니다. 한인회 웹사이트 

www.mnkorea.org 에서 새 한글학교를 찾아가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여름 역사/문화 캠프 (2019 년 7 월 말 예정) 

1. 역사인물 탐구 – 훈민정음 세종대왕, 거북선 이순신 

장군 

2. 심화 학습 – 집현전 만들기, 거북선 만들기 

3. 국악교실 – 장구 배우기(전래 동요 연주) 

4. 한국음식 만들기 – 전통 과자 쌀강정, 약과 만들기 

5. 기타 – 예절 익히기, 한국 전통 놀이 

* 일정 및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한인 부모교육 워크샵 (2019 년 9 월 예정) 

1. 강연 주제 – 이중문화의 갈등과 혼돈의 현상이란 

무엇인가,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 간담회 – 강연 후 질의 응답식의 토론으로 학부모가 

직접 겪은 문제 혹은 자녀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며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함 

* 일정 및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해  
 

http://www.hobanrestaurant.com/
http://www.kingsrestaurant.com/
http://www.m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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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재정 현황 

한인회는 주정부와 IR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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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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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 12월 

1)  2018년 한인회비($30)  

강득만  강명섭  강성주  경 리  권광자  권화자  규옥만테  김권식  

김려식  김선희  김태성  류귀형  메간멕로스  문성인  미경월터  

백진현 송창원  오성욱  오진성  오향미  위충일  유명숙  유무삼  

유영란  윤군자  이정희  장재희  정종예  주한수 한숙희  허승회  

허원회  홍숙자 

2)  2018년 찬조금  

-$49 김선희  메간멕로스  미경월터  홍숙자   

$50-$99    강득만  강명섭  강성주  권광자  권화자  오성욱  

 유명숙  장재희  한숙희  캠프조선  

$100-$199  김태성  남세현  문성인  백진현  유무삼 

$200-$299  윤군자  장로교회  허원회 

$300-$399  김려식  브룩뉴매스터  허승회  호반레스토랑    

$2,000-$2,500 신학철 

3)  2018년 문화회관 건립기급  

$50-$99  테레사그림  $100-$199  차준의(8 월)   $300-$499 김려식     

$500-$599 안대식(8 월)  $1,000-$1,500 김권식   $15,000  신학철 

 

2019년 1월 ~ 3월 

1)  2019년 한인회비($30)  

강연순  강우재  김권식  김두선  김써니  김옥삼  김원  김재원  

김종덕  김풍  김형진  남세현  류소리  릴리후아드  메간멕로스 

김종덕  김풍  김형진  남세현  류소리  릴리후아드  메간멕로스 

박대선  박명순  박승규  박춘용  변우진  사공희  선우제임스  

송창원  신세일  양경희  에릭신  유명숙  유수잔  유영란  윤유나  

윤종숙  이규인  이병윤  이병철   이순자  이정희  전린다  정상렬  

정영표  정정표  최남기  최미희  캐서린주  크리스틴헤이만  

킴스마트  한숙희  한현숙  홍선화  황효숙 

2)  2019년 한인회 이사회비($300)  

강우재  강태문  김형진  양경희  유수잔  임진현  정상렬  정영표  

캐서린주  최미희  황효숙 

3)  2019년 찬조금  

- $49   김두선  류소리  메간멕로스  박춘용 신세일  윤유나 윤종숙  

이정희  전린다  크리스틴헤이만  홍선화  

$50-$99    김원  김재원  에릭신  유영란  이규인  정보용  최남기  

캠프조선  한숙희    

$100-$199  김종덕  박명순  변우진  사공희  유명숙  정정표     

$200-$299  남세현  이병윤   

$300-$399  로렌스여행사  유수잔  이순자  킴스마트  한현숙    

$600-$699 정영표 

4)  2019년 문화회관 건립기급  

-$49   메간멕로스  김옥삼   

 $100-$199  박명순  유명숙  정정표   

$200-$299  이종한     

$1,0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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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회보 및 한인회 행사 수신을 위해 이메일을 반드시 기입해 주세요. 

- Please make checks payable to :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Minnesota 또는 KA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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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회는 IR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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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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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는 한국을 대표해 40 여년간 매년 국제민속제전에 참가하여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한인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하니 교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회 웹사이트 www.mnkorea.org 에서 사인업 하실수 있습니다.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MN has been participating in the Festival of Nations every year 

for 40 years promoting Korean food and culture. To make the event success, we need a large 

number of volunteers. Please save the date to participate in this meaningful event.  

Go to KAAM website www.mnkorea.org if you would like to sign up. 

문의 Contact : 한인회 KAAM  651-440-9192 /contact@mnkorea.org 

후원 Sponsor : 재외동포재단 Overseas Koreans Foundation 

St. Paul River Center (175 West Kellogg Blvd St. Paul, MN 5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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