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고 선거 영사단 방문 
9월 30일 목요일, 김철완 선거 담당 영사와 전인창 실무관이 동행한 시카고 총영사관내 
선거영사단이 미네소타를 방문하여 내년 2022년 3월에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홍보를 위해 미네소타 한인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당일 오전에는 미네소타 한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국외부재자 신고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정보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또한 실직난과 졸업 후 그들의 행보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오후에는 한인회 회장단, 이사진 및 고문단과 함께 Arden Hills에 위치한 
동해식당에서 만찬을 가졌다. 

김철완 선거영사는 2022년도 3월 9일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재외선거가 재외국민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속에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지도록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근거한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몇 가지와 함께 재외선거제도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전인창 실무관은 홍보관련 자료들을 
전자화일과 인쇄물로 전달해 주었다.   

재외선거 투표는 외국에 일시 체류하는 국민뿐 만 아니라 영주권자와 같이 외국이 생활거점인

재외국민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다고 한다. 선거법 21조에 의하면 국외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국외부재자 신고가 필요하다고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2021년 10월10일부터 2022년  1월8일까지이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도 같은 날인 
2022년  1월8일까지라고 한다. 투표기간은 2022년 2월23일부터 2월28일까지이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은 이메일로 가능하다고 한다 (ovchicago@mofa.go.kr).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 (mo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속의 한국인, 민주주의 꽃 피우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더 나은 우리의 자랑스런 한국으로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기를 기대한다. 
미네소타 한인회는 소통과 화합의 재외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이 꽃 피우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시카고 선거영사단은 미네소타에서의 짧은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날인 10월 1일,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위스콘신주에 잠시 머물다가 시카고 총영사관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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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를 위한 비전 
황효숙 | 미네소타 한인회장

존경하는 미네소타 교민 여러분, 

근 2년간을 지속해 온 코로나 19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간은 유수같이 흘러 어느덧 2021 신축년이 저물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시국에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등의

등장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힘겹게 달려오신 한해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 암울하고 괴로운 시간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잘 버텨주신 교민 여러분의 용기와 인내가 감탄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교민 한분 한분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2021년도에도  
대면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민속제전, 정기적 순회 
영사업무, 가을 체육제전, 연말총회 등 정규적으로 시행되던 
행사들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도 미네소타 
한인회는 2020년에 시작한 업무수행과 구조의 디지털화를 
계속하여 차세대가 편히 일할 수 있는 디지털  터전을 강화

하였습니다.  또한 미네소타 한인회의 비전 중 하나인 “한인 
차세대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일에 앞장서려 합니다”라는 목표를 현실화 시키기 위하여 많은 
고심과 노력을 기울여 구체적 방안과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세대에게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얼을 계승시키며 미래세대를

양성하려는 저희의 노력이 2022 새해에는 추진되어  미네소타 
차세대를 위한 비전의 터전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길 바랍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소망합니다. 

이제 힘들고 다사다난 했던 2021년이 저물었습니다.  희망찬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움츠렸던 일상에서 해방되어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내에 건강과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회장 황효숙 배상

2021 세계 한인회장 대회 
황청수 | 미네소타 한인회 이사장

매년 해외 동포 재단에서 주관하는 2021년 세계 한인회장대회가 
올해도 10월4일 부터 7일 까지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렸다.  펜데믹 상황이기에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각 한인회 대표자 중 310명이 
참석했다. 미네소타 한인회는 황청수 이사장이 미네소타를 
대표해 참석하였다. '하나된 동포,  더 강해진 대한민국' 이란 
주제로 진행된 올해 행사에서 김성곤 해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가 분열되어 두 개의 조직으로 나누어진

현재 실정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하루속히 하나의 조직으로

단합되어서 한민족의 홍익정신으로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종용하였다. 또한 미주지역 토론회에서는 공공외교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의 현안을 미국 주류 사회가 잘 인식하도록

돕고 국익을 도모하여 더 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자는 토론으로

이어졌다. 

최근 전 세계를 통틀어 600여 한인회 중 오직 24개의 한인회의 
운영 사례가 문서로 채택되었는데 그 중에 미네소타 한인회의

훈훈한 활약도 포함하고있다. 이 소식은 미네소타 한인회의 
자랑과 긍지를 느끼게 해 주었다. 

황청수 미네소타 한인회 이사장은 “이번 대회에 직접적으로 
한국에 갈 수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쉽지만 그나마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이며 황효숙 회장과 집행부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린다”고 피력하였다. 



KAM 입양목회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
10월 9일 토요일, 미네아폴리스에 위치한 델타 호텔에서 입양목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가 치뤄졌다. 150명 가까이 모인 이 날 
행사에는 미네소타 한인회를 비롯해 많은 기독교 단체 및 한인

단체가 참석하여 20년간 입양목회를 설립하고 20년의 시간동안 
이끌어 온 박성철 목사와 김윤주 사모의 열정과 사역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만남의 자리로 꾸며졌다. 축하 행사의 포문을 미네소타 
한인회장의 축사로 열었으며, 만찬과 더불어 축하공연 및 간증으로 
꾸며진 시간이었다.  

미네소타 한인회는 축하 광고문을 프로그램 안내 책자에 전면

광고로 내보내며 재정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초청 축사를 통해

입양목회가 미네소타 한인사회에 긍정적이고 가치있는 사역의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관계임을 명확히 전달했다.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한가족>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특별히 <Spiritual Journey to Korea & 
inner Healing Retreats>이라는 3주간의 한국방문의 기회를 통해 
많은 입양인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알리며 꾸준히

입양사회를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사역을 감당해 왔다. 지난 
20년간의 한가족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한 
앞으로 20년에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대화하는 유익한 시간도 
가졌다. 앞으로도 입양목회가 미네소타 한인사회에 지속적으로 큰 
힘과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그녀들이 온다”—한미 여자 국가대표 축구경기  한형호 | 미네소타 체육회장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여자축구 대표팀은 9월21 일 
(캔사스주)과 9월26일 (미네소타주)에서 미국과 친선경기를 
펼쳤다. 한국은 내년 1월 인도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본선을 앞두고 
미국을 상대로 실전 모의고사를 치룬 셈이다.   

벨 감독은 조소현 (토트넘 위민), 지소연 (첼시 위민), 
이금민(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 WFC) 등 유럽파 최정예 
멤버들을 불러 들였다.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사상 첫 승에 
도전하였지만 캔사스주 경기에서는 0-0으로, 미네소타주에서는 6-
0 으로,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여자대표팀에게 아쉽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역대 미국과의 경기 전적을 살펴보면 3무10패, 아직은 
열세로 보인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미국 역시 최강 멤버로 경기에 
나섰다. 메건 러피노, 알렉스 모건, 칼리 로이드 등 핵심 선수들을 
선발했으며, 이번 친선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 중 상당수가 
도쿄올림픽 동메달 리스트일 정도로 막강한 선수진을 자랑했다. 

9월26일 미네소타에서의 경기에는 응원  현수막이나 배너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우리 태국전사들의 응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 많이 아쉬웠지만, 이 날 황효숙 미네소타 한인회장, 
한형호 미네소타 체육회장 및 회원들과 다수의 교민들이 한
마음으로 응원에 나서서 선수들을 격려했던 의미있었던 자리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인회 연중행사 연기 및 취소 
2020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또다시 두려움 속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미네소타 
한인회도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연중  행사나  모임을

최소화하거나 비대면으로 대체해 왔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체육대회, 국제민속제전, 영사업무 일정, 한인회 연말파티 등등 

비대면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행사들은 무기한 연기 또는 취소를

할 수 밖에 없어 많은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남았다. 하루속히 
한인들이 현장에서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활기찬

만남의 자리가 이루어지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다음은 
연중행사로 계획/기획되었지만  취소되었던 2021년도 행사들을 
아쉬운 마음으로 되돌아 본다.

한인회 한글학교 유영란 | 한인회 한글학교장

한인회 한글학교는 봄학기와 가을학기로 운영되며, 각 학기는 13주간의 학사일정으로 구성됩니다. 2021년 봄학기(2/21-
5/23)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 외에도 태권도와 한국무용 탈춤 등의 문화활동을 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탈춤 때 쓸 탈은 
학생들이 직접 자기만의 탈을 만들면서 남녀 탈의 차이도 알아보는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을학기(8/29-12/5)에는 한국어 공부와 태권도를 비롯하여 소고춤을 배우고 다례체험을 통해서 한국의 예절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성인반은 한복입기 체험을 통해서 대님과 고름을 매는 방법을 배워 보았습니다. 여전히 
봄학기와 가을학기 모두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두가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여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였습니다. 한인회 한글학교 홈페이지 school.mnkorea.org 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chool.mnkorea.org/


입양인의 대모, 한현숙 전 한인회장 별세
한국일보 12월 8일자 기사 

미네소타 한인회 45대 회장으로 7년간 미네소타 한인회를 
이끌며 한인회 역사에 한 획을 그으신 한현숙씨가 83세의 
일기로 11월 5일 별세하였다. 미네소타 한인사회에 남기신 
발자취와 환한 미소는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다음은 ‘한국 
입양인의 대모’로 부려지는 한현숙씨의 한국 고아 사랑을 
조명한 뉴욕타임즈 12 월 7일자 기사의 전문이다. 

한현숙씨는 3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서부 지역으로 입양된 
수천 명의 한국 고아들과 그들의 가족을 도울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산을 절대 잊지 않도록 노력했다. 

한국전쟁을 겪었던 어린시절 어느 겨울날, 가족과 함께 어린 
여동생을 등에 업고 걸어서 집으로 도망쳤을 때는 겨우

12살이었다. 추위를 뚫고 행진하던 절망 가운데에 있었던 많은 
아이들의 눈물과 절규의 고통과 아픔의 모습은 결코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한씨는 2004년 회고록 <많은 생명이 얽혀 
있다>에서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그 슬픔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 대신 나는 그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당신을 
돕겠습니다.’라고 말했다. 

1953 년 전쟁이 끝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사회사업을 
공부하기로 결정한 후, 한국의 초기 아동 복지 분야에 합류하여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입양하려는 한국 가정을 돕기

시작했다. 한국 어린이를 입양하려는 미국 가정을 돕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해외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혼란스러운 변화에 대해 알아가고 돕고 싶었다. 그래서 1975 년 
미네소타주 세인트폴로 이주해 미네소타 아동가정협회에서

한인 입양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일을 도왔다. 이후 30 년 동안 
중서부에서 국제 입양 서비스를 개척하고 확장할 수 있었다. 

회고록, 2004 년 발행 (사진: Suzanne Shaff)      입양아동들과 함께 

그녀는 에이전시의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한국

고아들을 주 전역과 그 외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도왔다. 미로 같은 입양 과정에서 문화적 다리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아동 복지 기관과 중요한 연락 담당자가 되었다. 

그녀의 딸은 “아이가 공항에서 가족을 만나면 부모님이 너무 
신이 난다. 하지만 이 신세계에 온 아이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비전은 그들의 정체성의 한국적인 
부분이 공항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룹으로 아이들을 만나 집에서 만든 불고기, 김치와 
같은 한국 음식을 제공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적응에 대해

논의했다. 국어, 역사, 민요를 가르치는 캠프와 워크숍을 
운영하고 입양인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네트워크도 만들었다. 입양아들이 성인이되어 친가족을 
만나기를 원하면 그 일도 도왔다. 

 
찾도록 도왔고 슬픈 이야기도 많이 들어줬다. 대부분 나는 
그들과 함께 울었고, 그래도 입양의 필요성을 믿었다. 입양이 
완벽하거나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입양은 아이와 친부모, 양부모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다문화국가이기 때문에 국제 입양을 위한 
최고의 국가라고 믿는다.” 

1962 년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뒤 사업가 한영우와 결혼할 
당시 국제 입양의 움직임이 시작된 시기였고, 그녀는 미네소타 
아동 가정 협회와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한국에서 아동 
복지 분야에 10 년 동안 몸 담았던 경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미국 현지에서 입양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사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당시 남편은 입양인이자 
전쟁 중에 가족과 헤어졌던 터라, 그는 미국 시민이 되면 
언젠가는 북한으로 여행을 가서 가족과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에 흔쾌히 승낙했다. 미네소타에 정착해 중서부 문화를 
배웠고, 바이킹 팬이 되었으며 녹두 캐서롤을 만드는 
미국시민이 되어갔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에도 일주일에 
수차례 한국 교회를 찾아가 입양사역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다. 

1987 년에 그녀의 이러한 공로가 인정되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2007 년  워싱턴에서 열린 
입양 갈라에서도 의회에서 선정한 인물로 수상하기도 했다. 
2004 년에 은퇴를 하면서 60 대 후반의 그녀는 인도로 여행을 
떠나 고아원에서 봉사하고 선교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2021년 11월, 한씨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 중에는 그녀의 
노력으로 도움을 받은 입양인과 부모들이 많았다. 그들은 
슬픔에 잠긴 한현숙씨의 자녀들에게 나아가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전했다. 한현숙씨의  딸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전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당신의 어머니가 내 가족을 만들고 완성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같이 되풀이 되는 말들을 줄을 지어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씨는 회고록에서 “수년 동안 나는 많은 입양인들이 친가족을 



다시 태어나도 과학자의 길을 택할 것이다 | 송창원 박사 편

자랑스런 미네소타 한인 소개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또다시 과학자의 길을 택할 것이다” 

미네소타 한인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한인사회에 귀감이

되시는  송창원 박사 (미네소타대학 명예교수)가 최근 
회고록을 출간하였다. 그 분의 인격과 생애의 여정이 잘 그려져 
있는 책에 관하여 2021년11월 30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기사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6·25 학도병, 어느새 아흔의 과학자가 됐습니다” 

“생사의 분기점을 왔다 갔다 했던 전쟁터의 기억은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지요. 아직도 많은 일이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한 미국 
미네소타대 송창원(89) 명예교수. 그에겐 잊지 못할 젊은 
시절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6·25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하고 뒤늦게 대학교에 진학해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에

가기까지, 그의 인생엔 한국 현대사의 굴곡이 녹아있다. 아흔이 
가까워진 노(老)과학자가 이제야 시간을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회고록 ‘나는 6·25의 학도병, 그리고 과학자 
송창원입니다’를 통해서다. 미국에 있는 그와 최근 서면으로 
만났다. “늘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 따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학교가 폐쇄되면서 뜻하지 않게 시간이 좀
생겼지요. 회고록을 집필하며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1932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다. 소학교에 입학해 조례 
때마다 일본 천황에게 인사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창씨개명으로 ‘야마우치 히로오’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다. 
“1945년 ‘일본제국의 신민’이었던 나는 미 군정청의 다스림을 
받는 ‘점령지 조선의 소년’이었다가, 1948년 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됐다. 북한군이 내려오면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이 될까봐 숨어다녔고, 다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회복됐다. 기구한 운명의 소년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6·25 때 인민 
의용군 강제 소집을 피하기 위해 천장에 올라가서 잤던 일, 
학도병에 자원입대해 함경도 원산까지 갔다가 ‘거지꼴’로 
돌아왔던 일, 육군종합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나이를 세 살 올려 
허위 신분증을 만들었던 일까지 모든 것이 그에겐 여전히

생생하다. “고성 전투 때 폭탄 파편이 척추 옆에 깊이 박혔어요. 
70년 전 내 몸에 들어온 불청객이지요. 아직도 공항 
보안검색대에 서면 파편이 나타나 검사관들이 몸을 뒤지곤

합니다.” 

송창원 박사 회고록   6·25전쟁 당시 학도병이었던 모습 

부상을 입고 전역한 뒤엔 어릴 적부터 꿨던 과학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독학으로 대입을 준비했다. 서울대 문리대 
화학과에 입학한 그는 1959년 제1차 국비 원자력 유학장학생에 
선발돼 미국 아이오와대로 떠났다. 그는 “과학자가 되겠다는 
뜻을 세우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살아왔다”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우수한 연구자가 되기 위해 
매일 12시간 연구에 몰두했지요.” 피나는 노력 끝에 그의 
논문이 1968년 네이처에 실렸다. 60여 년간 암의 방사선 치료 
효과 증진을 위한 방사선생물학 연구에 매진하며 세계적

방사선생물학자가 됐다. 20명 넘는 한국의 방사선 종양학 
전문의, 대학생들에게 유학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정부 
장학금으로 유학 온 유학생 1호로서 빚을 갚는다는 
마음”이었다고 했다. 

10년 전 미네소타대에서 은퇴했지만 연구를 향한 그의 열정은 
여전히 불타오른다. 지금까지 발표한 논문이 300여 편에 
달한다. 온라인으로 학회 초청 강연도 계속하고 있다. 
“연구에는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꼭 규명하고 싶은 게 
남아있어요. 한국의 후학들하고 공동 연구도 계속하고 싶어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잊은 
때는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노교수는 자신의 이야기가 
후학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회고록을 썼다고

했다. “인생을 멀리 보고, 꿈을 품고, 현재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노력의 결실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후학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과학자란 사적 이득을 추구하기보다는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소명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과학자의 헌신으로 과학과 문명이 발전해왔다고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기쁘게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people/2021/11/30/6WH
DWKQAVRCNVKOBHFDT3LQ6SM/ 

https://www.chosun.com/national/people/2021/11/30/6WHDWKQAVRCNVKOBHFDT3LQ6SM/
https://www.chosun.com/national/people/2021/11/30/6WHDWKQAVRCNVKOBHFDT3LQ6SM/


트윈시티 영화제에 한국다큐 영화 <아버지의 땅> 상영 

10월 18일 오후 늦은 시각, 한인회 회장과 사무총장은 독도를 
주제로 한 다큐영화 <아버지의 땅> 감독인 매튜 카쉬뮤럴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 다큐영화는 10월 29일 금요일 오후 4시 
30분에 세인트루이스 파크에 위치한 ‘아이콘’ 영화관에서 
트윈시티 영화제 기간 중 상영되었으며, 단 하루, 한 번의 
관람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아 교민들의 아쉬움이 있었다. 

매튜 카쉬뮤럴은 영화감독이자 촬영작가이며 텍사스

오스틴에 기반을 둔 교수이다. 그는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풀프레임 다큐멘터리 영화제, 
다큐멘타마드리드, True/False 영화제에 출품된 
다큐멘터리 영화의 촬영을 맡아왔다. 2016년, 미국립과학 
재단으로부터 고생물학 탐험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남극여행을 임명받았고, 이 프로젝트로 미의회로부터 남극 
서비스 메달을 수상했다. 매튜는 개인적으로 전통의 진화, 
개인과 국가 정체성, 그리고 미지의 과정을 탐구하는 
사실주의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에 미네소타에서 상영된 <아버지의 땅> 다큐영화는 
일제강점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한국땅, 대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여온 역사의 나레이션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두 명의 한국인을 좆아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꾸며졌다.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의해 납치되어

철광노동자로 일했다는 한 농부가,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를 향해 도쿄에서 1인시위를 하고, 
아버지와 함께 독도에서 살았던 한 여성이, 한국 정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초창기 독도 주민들의 역사를 지우려 하자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이다. 

카쉬뮤럴 감독은 10여년전 한국에서 3년동안 살았다. 서울에서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외치는 집회를 우연히 보면서 한국 땅인데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것에 깜짝 놀라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한국인들의 일제강점기 트라우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독도와

일제강점기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의 정서 <한>에 대해 알게되고, 이 영화 또한 <한>을 
담아낸 영화라고 하겠다. 독도가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작은 섬이지만 일제강점기 아픈 보였다는 것이다.역사를 함축해 
놓은 땅이란 생각이 들었고, 한국인들에게 독도는 단순한 
영토분쟁을 넘어서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다큐영화에

고스란히 담았다고 한다. 

카쉬뮤럴 감독은 미네소타 이든프레리에서 태어나 17 세 
때까지 성장했으며, 2019 년 다시 미네소타 둘루쓰로 정착한 
미네소타를 사랑하는 주민이다. 그는 또한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음식 마니아다. 그는 스스로를 한인음식 전문요리사라고 
자칭할만큼 한국의 음식을 좋아해 직접 요리하여 먹는다며

최근에는 도라지무침, 우엉조림, 시금치나물, 빈대떡, 김밥을 
직접 요리했다고 자랑했다. 막걸리도 직접 제조해 즐긴다고 
한다. 

그는 둘루쓰 수페리오 영화제의 총감독을 맡고 있으며, 
오스틴에 위치한 세인트 에드워드 대학의 교수로도 역임하고

있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가까운 미래에 한국문화의 정서를

담은 다큐 영화를 제작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미네소타 한인회비 및 후원금   “귀하의 소중한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비

□ 일반  $30
□ 학생  $15
□ 이사회비   $500

한글이름

영문이름

주소
찬조금 $ 
문화회관 건립기금 $ 

연락처 전화

합계 $ 이메일

• 수표 납부시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Minnesota 또는  KAAM으로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651-440-9192, contact@mnkorea.org
• 한인회 웹사이트 (www.mnkorea.org)에서 PayPal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십니다.
• 한인회는 IRS 501(c)(3)에 등록된 비영리기관이며 납부하신 금액은 세금제공 혜택 영수증을 발행히 드립니다.

mailto:contact@mnkorea.org
http://www.mnkorea.org/


기타 지역사회 뉴스 및 행사 
미네소타 한미 장학회 (MAKA) 온라인 행사, 3/13/2022 
제27회 한미장학회 행사가 2022년 3월 13일 오후5시에 온라인으로 열릴 예정이다.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12학년 중 우수한 학생 14명에게 $1,500-$2,000 상당의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온라인 행사 영상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ww.makaweb.org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 2/23-28, 2022 
국외 부재자 신고기간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 
역시 2022년 1월 8일까지이며, 투표 기간은 2022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다. 재외선거 투표소는 차후 웹사이트를 통해 게제될 예정이다. 

한인 교민의 질적 향상을 위한 12월 월요 워크샵 
한인복지센터의 협력기관인  Mustard Seed Generation에서 미국전역의 교민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https://www.mustardseedgeneration.org/webinars 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수진 가야금 연주회, 11/13/2021 
미네소타 맥페일 뮤직센터에서 레지던시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가야금 연주자 이수진님의

연주회가 토요일 (11 월 13 일 오후 1 시 30 분)에 맥페일에서 열렸습니다. 무료 입장료로 많은 
한인 교민들이 좋은 연주회 관람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한국 여자 국가대표 축구 대 미국 여자 국가대표팀과의 친선경기, 10/26/2021 
10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세인트폴에 위치한 Allienz 경기장에서 두 번째 친선 경기가 
펼쳐졌다. 많은 교민들이 참석해 국가 대표팀의 경기를 응원하며 격려했다. 코로나19 방침으로 
인해 한인 응원단과의 개별적인 만남의 자리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모두에게 뜻깊은 자리였다. 

입양목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10/9/2021 
10월 9일 토요일, 미네아폴리스에 위치한 델타 호텔에서 입양목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가 
치뤄졌다. 150명 가까이 모인 이 날 행사에는 미네소타 한인회를 비롯해 많은 기독교 단체 및 한인 
단체가 참석하여 사역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만남의 자리로 꾸며졌다.  

 

 

 

한인회 후원금 내역 “귀하의 소중한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1월1일 - 12월31일 

한인회비 $30 강연순, 김미정, 김영웅, 김옥삼, 김정은, 김지언, 김   풍,  문성인, 박대선, 박성우, 박숙희, 변우진, 서윤순, 
송창원, 안대식, 왕규현, 유영란, 이명주, 이병훈, 이순자, 이용혁, 이인석, 이창재, 임시홍, 임진현, 정상렬, 
주한수, 황상섭, 황청수, 황효숙, Eunyoung Mohrlant, Julian Gim, Sara Kim, Sunwoo James

이사회비 $500 강태문, 김식철, 김현, 남세현, 박태준, 오은아, 이용혁, 임진현, 황청수, 황효숙, Julian Gim

찬조금

Up to $99 김미정, 김순임, 김영웅, 김옥삼, 김일근, 문성인, 이정희, 김민선, Yu-Young Park

$100 강명섭, 권규식, 권화자, 길유진, 김욱현, 김지언, 박명순, 박숙희, 박영순, 변우진, 유무삼, 이명주, 이창재, 
임시홍, 정상렬, 하나미, Eunyoung Mohrlant

$300 김병문, 송창원, 이병윤, 이순자, 이종완, 허원회, 군자 Johnson

$1,000 안대식, 허승회, 황청수, Derek Kang, Hyounsoo Lathrop

$2,000 황효숙 

*한인회는 주정부와 IRS에 인가된 501(c)(3) 비영리기관으로서, 미네소타 한인들의 모금으로 운영되며 세금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http://www.makaweb.org/
https://www.mustardseedgeneration.org/webinars


마블영화 역사상 최고의 격투신을 만들어내다 | 이호람 편

자랑스런 미네소타 차세대 소개

2021년 9월 미국에 개봉한 영화 < Shang-Chi and the Legend of the Ten Rings (2021)>에서 
이호람 (Brandon Lee)군이 주인공의 더블 캐스팅으로 활약을 펼쳤다. 현재 디즈니플러스 
채널에서 스트리밍 중이며, 이 군의 스턴트 더블 장면과 활약상이 디즈니플러스에서 공개되어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특별히 버스 안에서의 격투신은 마블영화 역사상 최고의 격투신으로 
뽑혔을 정도이며, 스턴트맨들도 소화하기 힘든 버스에 매달렸다가 천장으로 점프하는 장면과 
가위차기 장면을 연출해 내며 영화의 질을 향샹시키는데 큰 일조를 담당했다. 

이호람 군은 어릴때부터 태권도 사범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3살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했다. 
아버지의 강요나 권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피가 흘렀던 까닭인지 태권도가

좋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13세에 국기원배 대회, 품새부분에서 우승을 하고, 15세에는 
국제 태권도 엑스포 대회와 ATU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18세에는 한국에서 열린 국제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20세에는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대통령배 세계 태권도대회에서 팀을 
은메달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었다. 21세에 USA 전국 태권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국제대회권을 따냈지만, 배우의 꿈을 안고 은퇴를 결심했다. 스턴트를 충분히 소화할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스턴트맨으로서의 삶이 아닌 액션배우로서의 삶이 꿈이라고 말한다. 
장래가 촉망되는 태권도 선수에서 영화배우의 길로 들어선 자신을 돌아보며, 그는 말한다. 
“지금처럼 행복한 때가 없었다. 평탄한 길을 버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꿈을 좇아 뛰어들기로 한 
결정이 내가 지금까지 삶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호람 군처럼 꿈을 좇아 담대히 
나아가고 후회없이 최선을 다하는 미네소타 차세대가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 



한인 사업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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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 Yang Oriental seou1Foods 

763.571.2009 763.572.0079 
725 45th Ave NE, Minneapolis 

��D�� 
Kim's Asian Market 

651 .646.0428 
689 N. Snelling Ave, St. Paul 

£.H�. (Tue-Sat): 10am-6pm 

� (Sun): llam-Spm 

l1! (Mon): Closed 

612-868-3057

SusanYoo@edinareal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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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s, New Constructions, 
Commercial Building, Business Buy/Sell, 

Lease Commercial Space 



미네소타 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Minnesota 

1331 County Road D Circle E 
Vadnais Heights, MN 55109 


	시카고 선거 영사단 방문
	“6 25 학도병, 어느새 아흔의 과학자가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