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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한인회장 선임 매듭
              장 준 회장 연임으로  
 

  한인회장 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모임에서 

차기 회장에 장 준 현 회장이 연임할 것을 결

의했다. 이 같은 결정은 몇몇 회원들이 회장

에 선임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회장 

추천을 위한 비공식 위원회가 소집 돼 갖가지 

방법이 논의된 끝에 이루어 졌다. 

 장 준 회장의 연임문제는 지난 30일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쳤으며 오는 12월 7일  회원총회

에서 인준을 받아 확정된다. 

            

2009년 

 

 올해를 결산하는 한인회 정기 총회 겸 송년

행사가 오는 7일 오후 4시부터 5시간 동안 클

럽하우스 5에서 열린다. 

 정기총회는 회장 선임과 재정보고를 인준하

며, 송년모임에서는 식사와 갖가지 여흥이 베

풀어지고 푸짐한 상품과 단체선물 김 한 박스

씩이 제공된다.

  행사 참여회비는 1인당 회원은 25불 비회원

은 30불로 이미 사전 납부되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추가 납부가 가능하다. 

 지불은 유성복 재무(380-1644)에게 하되 수

표일 경우 KAC LWV 앞으로 발행하면 된다. 

 송년잔치 찬조 이어져
     
신한은행: 와인 및 음료 전량 제공

스타웨이 종합보험:  1) 주소록 프린트

                    2) 송년잔치 오락 제공 

협찬금:     채한경 회원;  300불

            허귀암 목사;  200불

            조규하 회원;  100불
                                               

                                               

                                               

                                               

      

      

      

    장 원 호 고문
          
 전 한인회장 장원호 박사가 미국에서 자란 

자녀들에게 한국의 전통을 알려주기 위해 쓴 

영어판 "Dear Children: Letters from a 

journalism Professor"가 출간됐다.

 자서전적인 내용을 편지형식으로 써내려간 

170여 쪽의 이 책은 저자가 지상천국이라고 

표현한 라구나우즈와 그곳에서의 생활 이모저

모도 담고 있다.

 Amazon.com등에서 15불에 판매되고 있는 이 

책은 이번 한인총회 때 희망자에게 10불에 배

포된다

    신 동 수 회원  맏딸 

 

 신동수/옥조 회원의 장녀 Susan Shin(38)이 

지난 선거에서 뉴져지주의 Cherry Hill시 시

의회의원(민주당)에 당선됐다. 한국계 여성으

로 시의회 입성은 처음이다.

 신 의원의 부군은 변호사로서 고위 공무원직

을 맡고 있다.

    
            박옥동 회원    사진 관련
 박옥동 교수는, 디지털 카메라 사진을 

PICASA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로 조작하고 

E-mail등으로 송부하는 방법을 익히는 특별 

강좌를 시작한다.

 12월 1일부터 3주 동안 매주 화요일 3시반부

터 두 시간씩 이어질 이 강좌 등록은 11월 30

일 오후 3시반부터 PCM에서 한다. 디카를 가

진 21명에 한해 등록을 받고, 희망자가 넘치

면 청강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강의료는 10불이며 컴퓨터 사용을 위해 PC클

럽에 가입할 때 연간 회비는 10불이다. 

     

  

 



한 익명의 여성회원이, 4세기 전 여인도 지금과 

똑 같은 기도를 한 것 같아 자못 놀란다면서 보

내온 내용 중 한 토막임.  (작자 미상 작품) 

주님 제가 늙어감을 아시옵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 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

 재산세 경감 신청자들에게
               청문회 날자 통보 돼 

 오렌지 카운티 자산감정 위원회는 재산세 경

감 신청자에게 이달부터 새해 1월 사이의  청

문회 날짜를 통보, 그날에 해당 부동산의 가

격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 경우 재산세 부과용 부동산 가격은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에 거래된 것들을 기준으로 

하여야 된다.

 이에 앞서 OC 카운티 당국은 청문회에 대비

하는 워크샵을 열고 비교할 다른 부동산의 내

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등 준비해야할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특 강 추 진
 민족의 얼이 담긴 풍물에 관한 특별교실이 

추진되고 얐어 이에 대한 희망자의 의견이 요

청되고 있다.

 지도는 서울음대 출신 김동석 UCLA 교수가 

맡아 내년 1월부터 10회 (매주 1회 90분씩)를 

계획하고 있다. 

 장소는 클럽하우스, 수강료는 1회 10불 예정  

인데 12월 5일까지 신청을 바라고 있다.    

연락처: 고석원; 460-0840

        채정혜; 636-8911

풍물놀이 자습 교재 비치
 사물놀이 악기와 의상에 이어 초보 풍물놀이 

교본과 특별교육 어린이 사물놀이 교재가 입

수됐다. 한민족의 기상이자 바람의 소리인 사

물놀이를 이국땅에서 익혀보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일 수 있겠다.

오붓한 크로마하프 연주회
 LWK 크로마하프 앙상불 그룹의 리사이틀이 

지난 초가을 60여명의 음악 애호가들이 참석

한 가운데 클럽하우스 3의 소 연주실에서 열

렸다.

 이 음악회는 장화영 선생과 8명 그룹 맴버의 

성가곡 및 예술가곡 합주, 그리고 가족 어린

이들의 다양한 악기들의 연주로 진행됐다.

 연주 후에는 친교 리셉션에서 음악하는 즐거

움이 활발한  화제가 되기도 했다.   ( P 2 )

                                   
                                               

                                               

                                              

그 감사의 계절은 가고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좋은 일에 감사하는 

축제의 철이 끝나가고 있다.

 헤어져 있던 가족을 다시 만나고.. 터키와 

펌킨 파이로 조촐하게 잔치하고.. 그러면서 

신께 염원이 이뤄지길 빌고.. 가까운 이들 

(Your near and dear ones)에게 선물도 하는 

즐거운 감사의 계절이 저물고 있다.

 지내다보면 극성 상혼에 말려 쎄일이다 또 

Black Friday 뭐다해서 들뜨이기도 했지만 그 

본질은 놓칠 수 없었던 한 철이었다. 

  

            10월 말, 여성회가 주관 
 올해 처음 시도된 다시여는 추석잔치가 10월 

30일 클럽하우스 5에서 열려 150여명 회원이 

즐거운 한때를 가졌다. 이 모임은, 한인회 주

최의 '추석과 광복절 기념을 겸한 야유회'가 

있었지만 아쉬움이 많다는 회원들의 요망에 

따라, 실내에서, 참여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 아래 여성회가 주관해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남녀로 나뉘어 노래자랑과 

막춤추기 등 대항전을 벌였고 여성 팀이 각본

대로(?) 승리해 거금 2불씩의 상금을  각자가 

받았다.

 이 잔치에는 단골 스폰서인 스타웨이 종합보

험과 신한은행의 협찬이 있었고 한인회도 500

불을 후원했는데 진행이 비교적 짜임세가 있

었다는 평가들이 나왔다.

어느 17세기 수녀의 기도              

                                           

    <류시화 엮음;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에서 발췌>

                                               

                                               

                                               



영국의 한 불구소녀는, 문학 모임의 심부름꾼일 

때 스코틀랜드의 국민 시인 번스로부터의  '넌 훌

륭한 시인이 될 수 있을 꺼야!' 라는 칭찬 단 한 

마디에, 줄 곳 꿈과  희망을 쌓아 마침내 시인이

자 소설 '아이반호'의 작가인 월터 스콧이 되었노

라고 훗날 고백했다.

우리는 하루에 만나는 사람 중 세 명에게만 칭찬

을 해줄 수 있다면  참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자료; Success지

                                               

  
      올해의 마지막 달에.
 한 해를 넘기는 12월, 나름대로 의미를 지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생각하는 

한 달-

 풍성하던 잎사귀를 고엽으로 떨군 나목(裸

木)처럼 노인은 다 비우고 서 있지만 그 안에

는 보이지 않는 성숙과 봄의 새 생명을 함께 

담고 있다. 그래서 노년은 그 자체가 바로 축

복이다.

    
          막다른 인생의  길목에서
 40여년 강단에 섰던 한 노교수는 오랜 생각

끝에 마련한 그의 마지막 강의에서, 하고 싶

은 많은 말들을 다섯 가지 부탁으로 줄였다.

 첫째;   

큰 맘 먹고 처음처럼 순수와 꿈, 열정을 간

직하자는 것이다

 둘째;   

피상적이고 겉치레하는 것을 피해 본질에 접

근하는, 깊게 파고들기를 하자는 것.

 셋째;   

   우리 주변 곳곳에, 우리 일상 속에 바로 

행복의 실마리가 널려 있다는 것이다.

 넷째;   

 자기 생체 리듬에 맞추어 시간을 관리하되   

항상 시간의 여백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

 다섯째; .

 지나친 걱정은 일의 성취나 정신 건강에도 

금물인 것이니 되도록 좋게 생각하자...

 노 교수는,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생의 길목

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지

나치게 이(利),불리를 따지기 보다는 의(義),

불의를 가리는 노력을 했으면 한다고 마쳤다.  

                                      ( P 3 )   

                                               

                                               

                                               

                                    
    관심 가질 만 한

       
    Dana Point  등불 보트 퍼레이드.

 35년째 X마스 시즌에 벌여지는 보트 족들의 

등불 장식 대회 후의 선박 퍼레이드로 밤에는 

특히 장관을 이룬다.

 수 십 척의 각종 보트를 맘껏 장식등으로 단

장해 줄 세워 항해할 땐 데이나포인트 밤하늘

이  환해진다.

 이 행사는 12월 11-12일(금-토), 18-19일 

(금-토)의 밤 7:30부터 부두에서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또 25불(아동 15불)을 내면 배에 

타고 퍼레이드를 즐길 수도 있다.

   무료 영화 감상 " The Holiday"
 코믹한 2006산 영화 'The Holiday'가 12월 

21일 밤 7시에 클럽하우스 1에서 상영된다.

 영화 관람 시 커피와 음료가 제공되며 각자

가 스넥을 지참할 수 있다.

 입장이 무료이나 좌석이 제한돼 있어 미리 

티켓을 클럽하우스 사무실에서 받아두는 것이 

좋다는 주최 측의 설명이다.

   수요일 STEAK DINNER 와
   화요일 LASAGNA BUFFET
 Steak은 매 수요일 5:30-7:00 PM에 클럽하우

스 1 Main Lounge에서 즐길 수 있다. 

 티켓은 당일 정오 이전에 사야 되며 1인당

$13.50이다. 와인과 디저트는 무료  제공.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때 단체이용에도

편리하다.

 Lasagna는 매 화요일 5:00-6:30 PM에 클럽하

우스 2 Main Laounge에서 뷔페로 제공된다.

 티켓은 1인당 $9이며 GRF앞 수표로만 살 수 

있고  당일 판매는 하지 않는다.

 4인에서 10인까지의 테이블이 있고, 음식의 

Take Out은 안되며, 와인은 가지고 올 수 있

는데 그 경우 잔을 제공해준다.

 DIKENS 사중창단 케롤음악
LWV에 세 번째 오는 Dickens Carolers는 혼

성 4중창단으로 12월 21일 6:30 PM에  클럽하

우스 7 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티켓은 $5로 PCM이나 클럽하우스 7 사무실에

서 구입 할 수 있다.

 



 

   

       

                       신나는 노래
        <자료 :유경 지음 "마흔에서 아흔까지">

 

          (학도야 학도야 청년 학도야로

           시작되는 개화시절 노래)

           (원래는 인생은 예순부터이던

            것이 어느 틈에 승격된 듯함.)

 1절  

    우리들의/  인생은/  일흔 살부터

    마음도/    몸도/     왕성합니다

    70에/     우리를/   모시러 오면

    지금은/  아니라고/   전해주세요

 2절

    우리들의/  인생은/  일흔 살부터

    언제나/   즐겁게/   웃고 삽니다

    80에/     우리를/   모시러 오면

    아직은/  빠르다고/   전해주세요

 3절

    우리들의/  인생은/   일흔 살부터

    아무런/   불만이/   없이 삽니다

    90에/     우리를/   모시러 오면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이 노래의 4절은 생략함. 가사의 작자는 확

인되지 않았다함. 일본의 한 필자가 쓴 "불량 

노인이 되자"라는 책에 비슷한 글이 전재돼 

누군가가 '저승 사자 퇴치법'이라고 적어놓은 

것이 있다는데 원전은 모른다함.  

        

 

기 클럽 (Laughter Yoga)  
  웃음은 가장 고통스런 감정인 공포,분노 그

리고 권태를 씻어준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웃기만 하는 클럽이 있다. 말이 필요 없다.

 매주 월요일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클럽하

우스 1의 한 방에서는 LWV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비 없이 웃음잔치에 끼도록 환영 받는다.

 웃음은, 좌절을 환희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자제에서 풀어주며 동심을 일깨운다고...

 연락;   (597-4273)                ( P 4 )

                            

깜빡 깜빡  
      

          (참조; 서울대 분당병원 건강자료)

 뇌 양쪽 해마처럼 된 부분의 기억과 그 재생 

기능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증진이 가능하다.

 미 일리노이 의대 연구팀은 1회에 1시간씩 

주 3회 걷기를 석 달 동안 계속한 사람이 나

이가 3년 적은 때의 뇌 활동을 함을 발견.

 

뉴질랜드 오크랜드 의대 팀은 하루 1-2잔의 

와인이 기억력을 향상시킴을 확인.

 프랑스 국립의대 캐런린치 박사는 65세 이상

의 7000명 대상 조사 결과 하루 3잔의 커피를 

마신 사람의 기억력 저하가 안 마신 사람 보

다 45% 이상 적음을 발견 함

 미 정신의학자 골드씨는  지식을 자기 것으

로 하려면 그날에 적어도 6 시간은 자야 한다

는 연구 결과를 발표.

노인은 필요치 않은 기억은 지우고 메모를 

습관화 함이 건망증 방지에 좋음

 경희대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독서가 바둑과 

고스톱 보다 더 건망증 방지에 도움이된다는 

연구 결과 발표.  

.

 

녹차에 설탕 타면 더 좋아
         장에서의 흡수 3배 높혀
 미 퍼듀대 훼루치 교수 팀은, 녹차의 성분 

중 중요한  항산화 기능을 하는 카테킨의 장

에서의 흡수 비율이 설탕을 탈 경우에  3배가 

향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설탕의 자당이, 장에서 불안정한 카테

킨의 구조를 안정시킴으로써 장의 흡수를 높

이는 것이라고 전문지인 Food Research Int'l

지에 발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