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인 회 보
Korean-American Club of LWV

제 호45 (2009. 7.1) 발행인 장 준 편집인 김기표

한인회 조직 개편 추진,

효과적인 한인회의 운영을 위한 조직 재편성이

추진되고 있다 회칙에 따라 임원과 이사회로 단.

순하게 구성된 조직을 기능에 맞추어 위원회 또

는 팀을 두도록 하는 개편안이 논의되는 것이다.

한인회 회칙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회칙의 변경이 필요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인준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의 이사회는 위원회 구성은, ,

기존조직을 중심으로 하되 홍보와 각종 행사에

대비하고 재정과 총무업무 팀을 강화하기로 의견

을 모았다.

이사회는 또 한인회의 주된 목표의 하나인 새

입주자에 대한 편의제공 문제 및 자체 여행 추진

등 문화 활동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으며 LWV

내의 이사회나 등의 동향을 파악해 한인 커PCM

뮤니티에 알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또.

이사들이 반드시 한 위원회 이상에 참여해 활동

을 강화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한인회는 논의되고 있는 조직과 활동 보강내용

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월8

까지는 개편을 끝낼 계획이다.

이를 위한 이사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인회는 회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고 교양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기적

인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연사의 강좌형식으로 구상되고 있는 이 모임은

건강 재테크 보험등과 국내외 주요 시사문제, ,

등을 다루며 연사는 되도록 관련 분야에 전문적

인 경험이 있는 회원 인사로 하되 필요할 경우

외부에서도 초청하도록 추진되고 있다.

이 모임은 교양증진 외에 회원 간의 교제와 친

목을 위해 간단한 식사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비용은 자체 부담으로 하되 외부찬조

가 있을 경우 행사담당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

도록 추진되고 있다,

광복절 기념 야유회로

추석 모임을 겸한 광복절 기념 야유회가 오는

월 일 목요일 데이나 포인트의 랜턴 배이8 13 ( )

주립 공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낮 시부터 시간 동안 이어질 야유회는 광복11 5

을 되새기는 간단한 의식에 이어 여러 가지 게임

과 여흥이 포함돼 신나는 한 마당이 되도록 준비

되고 있다 점심에는 뷔페식 음식이 제공되는데.

참가비는 인당 불로 정해졌다1 5 .

한인회는 회원은 물론 회원이 아닌 이웃도 권,

유해 편한 차림으로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으며

준비를 위해 사전에 참가여부를 확인 할 계획이

다.

회원들의 일정 조정과 장소 예약을 위해 연말

모임 날자가 미리 정해졌다 한인회 총회와 송년.

파티가 될 이 모임은 월 일 월 오후 시부12 7 ( ) 4

터 시 까지 클럽하우스 에서 있게 된다10 5 .

클럽KIWANIS :

국제적 봉사 친목 단체인 키와니스 클럽이 지난 달

일 한국인 연사를 초빙 한국과 한국인들의 생활에15 ,

대해 설명을 들으면서 새로운 유대관계 증진을 도모했

다.

이러한 관계는 이 한인회의Saddleback Kiwanis Club

장 준 회장에게 제의 박 옥동 회원이 연사로 나섬으,

로써 이루어졌다.

박 교수는 한국인 명을 포함 여명이 모인 이 모15 70

임에서 영상을 동원 한국의 역사 남 북 한의 비교, ,

현황과 본인의 한국과 미국에서의 생활을 설명했는데

한국의 발전에 미국이 기여한 점을 말할 땐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국인 커뮤니티를 소개하면서 주민의.

가 골프 애호가라고 소개하자 청중이 모두 웃기도90%

했다.

키와니스 클럽은 예능계 중학생 명에게 장학금을15

지급 하는데 그 절반 가량이 한국계 학생인 것으로알

려졌다.



소그룹 시사 연찬 모임 열려

세계적 문제인 북의 핵개발 사태와 이에 관련한

남 북한 간의 긴장에 대한 시사문제 논의 모임이

지난달 일 클럽하우스 에서 있었다29 3 .

이날 모임은 최근 한국에 다녀온 조순승 박사로

부터 현재 진행중인 북한 선박 조사 문제와 NLL

관련 서해안의 긴박한 사태 등 시사현황에 대한

견해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

프레지덴트 컵

전 한인회장

라구나우즈 의 년 프레지덴트 컵Men's Club 2009

매치 플레이가 지난 달 일에 끝나 장원호 씨가29

가 되었다 이에 따라 동 경기에서는 작년Winner .

에 이어 올해도 한국인이 챔피언을 차지했다.

경기는 오는 월에 진행된다Women's Club 10 .

세 번째 한인 골프회 골프대회 회장 최조셉 가( )

지난 달 일 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20 69 Two

형식으로 진행 됐다Players Better Ball .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여자 위 이호순 정용희 위 장영숙 최선종: 1 ; 2 ;

위 김루니 박문순3 ;

남자 위 장원호 장 준 위 김병희 최삼익: 1 ; 2 ;

위 이희철 이종화3 ;

클로스 핀 여자 이현숙 남자 최삼익: ; ;

축하해요 ! ! !

강청자 회원이 지난달 일 코스 의 번11 LWGC 3 4

홀에서 첫 홀인원을 했다 채정혜 황영희 정기. , ,

숙씨가 이날 함께 게임을 했다 강씨의 남편인.

강종부씨도 작년에 홀인원을 했었다고 한다.

일,이 삼 사 오, , , , 처방
일 단 참아라

이 기려고 하지 말아라

삼 십까지 속으로 세고 시작하라

사 태를 반전시켜라

오 해를 먼저 풀어라

여름철에 이것 저것 챙기기

켤 때는 단부터 시작해야 열효율이 좋다- 3,4

목적지 도착 분 전에 끄면 낭비를 억제- 3 .

냉매 가스 쉽게 바꾸지 말고 응축기 먼지 제거- ,

내부 순환 모드로 쓰면 시간당 약 불 비용- 1

서늘한 곳에 설치 시간 사용 후 쉼, 2-3 .

장기간 사용 하지 않으면 습기 발생 가능-

번개 천둥이 심하면 과전류 대비해 꺼준다- ,

보통 때도 불규칙한 전압일때 오작동 가능- ,

자주 자료를 저장하면서 작업한다.

더울 때 체온 조절이 잘못될 수 있으므로 물

과 음료를 많이 마셔 열 탈진을 예방

외출시 되도록 선스크린을 발라 햇볕을 차단- .

날 음식은 무엇이든지 주의해서 먹는다- .

토막 상식

피부가 볕에 덜 타도록 하는 로션에 숫자와 함

께 표시되는 Sun Protection F 의 머리 글자actor

를 모은 것.

이때 붙이는 수치는 이것을 발랐을 때 살갗이,

타게 되는 시간이 안 발랐을 때 보다 몇 배가 긴

가를 나타낸다 즉 숫자가 클 수록 강하다. .

그러나 피부를 타게 하는 자외선(Burn) B (UVB)

외에 피부를 늙게 하는 자외선 도(Aging) A (UVA)

막아야 되므로 와 를 모두 차단한다고 표시UVB UVA

된것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조규하 숙향/ (949-583-2776)

4015-1C Calle Sonora Oeste

김정길 순남/ (949-310-2412)

2142-C Ronda Granada

박완영 625- O Avenida Sevilla

정병찬 용희/ (714-968-9050)

944-A Avenida Majorca

안동순 동자/ (949-583-1344)

5515-2A Paseo Del Lago

김길용 영진/ (949-583-1645)

3015-A Via Buena Vista

송병일 미미 이사/ 5510-2D Paseo Del Lago W. ( )

고현옥 (949-472-4704)

2045-Q Via Mariposa East

나만석 최재연/ (949-208-1346)



The living is easy
한때 유난히도 우중충했던 도 지났고June Gloom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이다 이 여름에는 바다와.

산이 제철을 만나지만 예술 축제들도 어우러져,

생활이 들뜨고 삶의 색깔이 풍성해진다.

특히 라구나우즈는 찰리 채프린이나 노벨 문학,

상의 죤 스타인벡 같은 이들이 살았고 많은 화가

들이 진치고 있는 라구나비치와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불리우는 그 곳의Artist's Colony

다음 예술축제 들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다.

미국내 대 예술제의 하10

나로 뽑힌 년 된 축전 이달 일부터 월75 . 6 8

말까지 명 수상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145

세계의 명화와 똑같

은 장면을 상설극장 무대에서 극으로 연출.

명의 예술가들이 작품을 전125

시하고 관람자에게 직접 설명도 함.

명 작가로200

부터 전시된 예술 작품을 직접 살수도 있음..

클래식과 재즈 음악 팝송 등이 공연되는 야,

외 음악당으로 개 좌석과 명의10,000 6,000

잔디 관람석이 있다 날씨 좋은 철에만 연다. .

몰튼 가 얼바인 센터드라이브로 바뀐 후PKY

조금 나가다 왼편 넓은 숲 쪽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가까운 곳이다 의 퍼시픽심포니. OC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많은데 잔디 밭 티켓은

불에도 살 수 있다12 .

본격적인 연주 시설로 오렌지 카운티 안에

코스타메사와 세리토스에 각각 있다.

Summertime
유명한 오페라 포기와 베스 에서 여러 차례 불' '

리우는 선율이 고운 아리아이다.

작곡자 거슈인이 우크라이나 지방의 한 자장가를

바탕으로 쓴 이 곡은 흑인영가 스타일로 계속 불

리어져 대표적인 재즈곡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

로 시작되는'Summertime and the livin's easy'

아름다운 가사는 헤이워드 부부가 오페라의 모체

인 소설 포기 에 쓴 것이지만 작곡자의 사촌인' '

아이라 거슈인에 의해 좀 더 대중적인 것으로 손

질 되어졌다.

미국 아폴로 호의 감격적인 달 착륙이 이달11

일로 년 하늘이 맑은 여기서는 그 달과 별을20 40 .

보아야 만 한다 별은 바로 꿈이고 어린 시절로. ,

우리를 옮겨주는 요술보석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만으로도 별자리를 눈여겨 둘 수 있겠다.

그 별자리를 찾으면서 밤하늘에 고개를 들고 천

지 창조의 위대하심을 되뇌어 볼 수도 있겠다.

아름답고 슬픈 견우와의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라는 직녀별은 푸른빛을 띤다 예쁜 별이라고VEGA .

한다 여름밤에는 붉은 화성과 꼬리가 있는 토성

이 서쪽 하늘로 멀어진다 대신 덩치가 큰 목성이.

남동쪽 하늘에 등장한다 볼만하다. .

문화 교류 차 미국을 방문 중인 한소리 오페라단

이 우리 마을에서 한 차례 공연을 해 아름다운 목

소리를 가까이서 감상 할 수 있게 됐다.

음악회는 오는 일 월 저녁 시 분 클럽하우20 ( ) 6 30

스 의 대 공연장에서 열린다3 .

한인회도 후원하는 이 음악회의 입장은 무료이나

공연경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이 불로 책정됐다5 .

열창할 곡목은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와 한국 가

곡 뮤지컬의 히트곡들이며 특히 대 시니어, , 6,70

들에게 친숙한 타향살이 눈물 젖은 두만강 등, 10

여곡의 옛 가요 메들리도 포함돼 있다.

박미애 단장 광주대 교수 박사 이 인솔하( , USC )

는 한소리 회는 여러 차례의 동남아 순방 공연과

국내 음악회로 갈채를 받아 왔다.

음악회 후 리셉션 스타웨이 종합보험 후원 에서( )

는 출연자들과의 면담기회도 있다.

이 공연을 주선한 박옥동 교수 는 한(770-2832)

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권유할 것을 당부 하고

있다.

여름 노래 한 곡



우주는 에너지로 차 있는 공간이며 마음은 그,

에너지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있다.

자료 의< ; Leo Kim Healing The Rift >

마음은 우주의 에너지 정보를 복합해서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에 물질이 마음을 지배하기 보다는,

마음이 에너지 형태로서의 물질의 실재를 규정한

다는 것이다

어떻든 이 마음은 명상과 기도를 통해 스스로,

변하고 치유의 힘을 가지게도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잘 알려진 명구들을 다시 들춰본다, .

약할 때 자신을 분별 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게 하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높은 이상을 갖게 하시어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게 하며
내일을 내다보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인생을 엄숙하게 살아가면서도
유우모어를 갖고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새기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비 된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나직이 속삭이게 하소서

나옹 선사의 시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 가라하네

암 극복에 도움되는 가지 식품10

( 자료; Life script )

암의 위험을 막는 것은 어떤 단일 식품으로써

가 아니고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 복, ,

합적인 영양소가 들어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식품들의 시너지 효과가 도움이 된다

미국 암 협회 콜린 도일 이사-

1) 류Berry

세포와 유전자에 유해산소가 누적 되는 것을

막아 면역력을 보강.

2) 포도 와인/

특히 자주나 붉은 포도 껍질에 노화와 암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음.

3) 토마토

조리된 것이 더 효과적이며 자외선 흡수를

감소시킴.

4) 십자화과 야체

부로컬리 케일 양배추 등

5) 마늘

암의 진행을 막는 성분 포함.

6) Tea

떫은맛을 내는 카테킨이 유전자 회복작용

7) 아마 씨 (Flaxseed)

염증 억제와 면역력 강화

8) 콩과 식물

콩 완두콩 렌즈콩 등이 저항력 증진

9) 통 곡물 (Whole grain)

겨와 배아 그리고 함유하고 있는 섬유질.

10) 진녹색 채소 시금치 등.( )

암의 단초가 되는 의 변화를 억제DNA .

눈에는1. 가 있어야.

얼굴에는2. 가 있어야

마음에는3. 가 있어야.

몸에는4. 가 있어야.

행동에는5. 가 있어야.

어려울 때는6. 가 있어야.

자존심이 꺾일 때는7. 가 있어야.

한 뙈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이 세상을 자기가 태어나기 전 보다 아주 조금이

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이다.

랄프 에머슨 시인 사상가( , 1803-18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