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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all it “Paradise” 
“라구나우즈는 낙원”— “낙원은 구원”—“구원은 감사” 

아름다운 낙원, 우리의 삶터, LWV가 은퇴자들의 천국으로 널리 알
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가 급성장함에 따라 생활정보와 활동상황을 알리는 
매개체의 필요성도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차제에 한인회에서 LWV News Letter 를 발행하여 한인 여러분
들에게 신속하고 상세하게 각종 소식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
며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인회 행사, 동아리 활동은 물론 전체 Community 행사와 정보 등 다방면에 걸쳐 전
달하겠습니다.  한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회장  정베드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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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행사> 

광고 안내 드리오니 많은 참석을 바라며 혹 본 광고를 접하지 못하시는 이웃에게도 
알리셔서 서로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  9월 4 일(화)  오후 5시 - 8시 (입장: 오후 4:30)
*장소  -  CH 5 (입장: 4:30- 칵테일, 음료)
     *참석자   
(1) 2016년 1 월 - 현재까지 LWV 입주자 
 2) 신입회원들에게 LWV소개한 친구, 한인 임원회, 이사회, 한인회 전회장단, 각 동아
리 회장 
     *회비  -  무료 (준비 관계로 8월 27일까지 RSVP(참석알림)하신 분만 입장 가능함
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RSVP 연락처  -   
(1) 신입주자와 소개하신 친구들 —-세라 김           949-581-7827   

Sarahkim@starwayinsurance.com 
(2) 그 이외 분들 —-총무 박혜숙  
      515-451-1753  hsookpak@gmail.com  
                             서기 임영희   
      949-310-7294  jrim101@gmail.com 

*본 환영회를 위하여 Starway 재정보험(라구나우즈 후원회)에서 매년 정기후원금 이외 추가
경비로 협조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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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0월 11일(목) 오후 6:00  
장소 :       CH 3 (850석) 
입 장 료 : 1인당 7불 ( LWV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을 상대
로 초청, 외부인도 환영) 
(입장 수입 중 행사준비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은 불우이
웃 돕기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 임원들도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한인회원 여러분들
께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일 한인회장 취임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아리랑 축제(Arirang 
Festival)  잔치는 LWV 전 주민들을 초청 대상으로 CH3 예술전당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타민족에게까지 초청 대상으로 확대하는 취지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WV 한인들의 우수한 재능을 발휘함으로 출연자들이 노후의 보람과 자부심을 크
게 느낄 수 있습니다.   
(2) 우리 모두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눕니다.   
(3) 이곳에 함께 사는 영어권 이웃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 유산과 재능을 소개하여  
문화 교류를 도모하고 한국과 한인사회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금년도 본 축제 출연 내용은 영어권 참석자들이 즐기기에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 선별하
며 본 행사 준비와 추진을 위하여 한인회 임원 외에 몇명을 더 영입하여 LWV 제 3회 아
리랑축제 준비위원회(The 3rd LWV Arirang Festival Preparatory 
Committee)를 조직하여 만전을 기하려 하오니 많은 기대와 격려, 성원 그리고 고견
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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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회 아리랑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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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강 일  -  8월 17일(금)  
* 수업시간은 매주 금요일 1:30-3:30pm
*강사  -  Nelson Kwon 목사님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장기간 선교 활동) 
*등 록 금  -  20 불              
*교재  -  Easy Spanish(공동구입)
*장소  -  CH 2(Grevillea Room)
                       
 연 락 처 -  이광구 (513-646-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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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藝는 道입니다.
書藝는 人生의 길입니다.
書藝에 入門 하세요.
            

    **기초 한글반
    **한문반
각각  2명을 모시고 싶습니다. 
담당 곽병희 선생님 앞으로 연락 바람.
    전    화 :   847-404-1593
                :   949-800-7639
    이메일 : michaelgwak@hotmail.com
 
새학기 : 8월 10일 이후에도 연락을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9시 - 12 시

장    소 : Club house # 3 / Room 3

서예반 곽병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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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 

일 시: 08/17/2018 (금) 오후 5시 
장 소: 클럽하우스 7   
주 제: 효율적인(안전성, 성장성) 노후자금 관리방안과 롱텀케어 
식 사: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전화로 예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예약: 949-581-7827 (세라 김) 
 

  

*** 한인회는 금년부터 새로운 후원회칙을 마련하고 보내준 후원금을  
       효울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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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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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8 CH3에서 개최된 Memorial Day Ceremony에서  
    한인회 정 회장이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국인에게 감사 연설 

    
      
      6/7 CH5에서 개최된 6.25 발발 68주년 기념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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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클럽 하우스 6에서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례적인 제 2회 싱글 모임이 열렸
다. 쑥스러우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시종 밝은 표정으로 웃음꽃이 활
짝 피었다.  

싱글은 누구나 거쳐 가는 생의 필수 과정이다.  
그런데 부부 교실은 많은데 싱글 교실은 없다.  
외롭지 않은 삶, 불편함이 없는 삶, 즐거운 삶!  
이런 삶을 위하여 싱글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임영희님의 사회로 정 회장의 싱글 모임의 취지 설명에 이어 김병희 이사의 유머러스한 
말솜씨로 싱글의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삶의 자세를 강조해서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이번 모임에 경제적 도움을 준 이철님이 미국과 한국의 은퇴 노인들의 생활 실태
를 비교하며 노인의 상호 교류와 소통을 통한 싱글 모임의 활성화가 절실함을 역설했
다. 참석자 모두 뜻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제 2부에서는 풍성한 선물을 준비하고 주강님의 퀴즈와 김귀양님의 인도로 라구나 아
리랑 밴드의 연주에 따라 싱어롱으로 한결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마지막에 총무 박혜숙님의 재치 있고 흥미진진한 오락 게임으로 절정을 이루면서 못내 
아쉬움 속에서 싱글모임의 휘나레를 장식했다. 서로 손을 잡고 “친구여!” 노래를 부르
며 다음 날을 기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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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매주 화요일 9—11am  
장소:  CH 1 Room 2 
참석 인원: 매주 20-50명 
사랑방 운영자: 김은식(James) 
연락처: (972) 849-5455 

사랑방은 목적 없이 그저 길거리에서 눈 인사로 맞으며  
친교를 나누는 따뜻한 대화방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세상 이야기하며 즐기는 시간,   
슬픔은 나누고 기쁨은 두 배가 되는 정다운 이웃들의 시간,  
부담도 없고 여유로운 우리들만의 시간.  
이제 막 우리 동네 이사 오신 분들 대환영합니다.  

오손도손 형제자매님들의 오붓한 대화의 광장,  
서로 얼굴도 보고 교제하며 덕담을 나눕시다.  

친구여! 사랑방으로 놀러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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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구나 사랑방 모임



Laguna Woods Village August 13, 2018 

<소천>                           <제공자-이광희/ 이회근> 

김태선(토마스)님 장례 미사는 예정대로 7/24 일 화요일 오전 9시에  
‘평화의 모후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 미망인 김은숙(모니카)님에게 위로의 말씀이라도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향년 89세 노익장을 과시하시며 골프를 즐기시던 우리의 멘토 연세의대를 졸업

하신 위장 내과의사였습니다. 

——————————————————— 

<DESTINATION SHOPPING>     
  작성자 <조성환> 

매주 화요일에 Easy Rider에서 목적지 쇼핑을 합니다. 
예약은 949-597-4242로 전화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선호 출발 시간을 오전 10시 또는 11 시로 예약하려면 몇 주 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픽업 시간 5 분 전에 도착하십시오. 
예약을 하고 취소해야 하는 경우 교통편(Transportation)에 전화하십시오. 

<REMINDER> 
장바구니가 Easy Rider에 적합한 크기인지 확인하십시오. 
카트는 폭 15 인치 x 깊이 12 인치 이하이어야 합니다 (크기가 규정에 밀접한 카트는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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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ORANGE TREE SQUARE SHOPPING CENTER: 
8월 21일 LAGUNA BEACH: 
8월 28일 MARKETPLACE AT LAGUNA NIGUEL/PLAYA DE LA PAZ: 
9월 4일 IRVINE SPECT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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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소식>  

 

글 사랑 모임에서  2018년도 "울 엄마 " 책을 발간한다. 
"울 엄마"는 우리들의 어머니이시다. 
금번 "울 엄마 " 
책 발간 계획은 어머니란 주제하에  작품을 쓴 것이다. 
"어머니,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낱말이다. 
우리들 모두 살아 오면서 어머니에 대한 숱 한 이야기를 듣고 
책으로 읽고 그 가이 없는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에 깊은 감동의 
눈물을 적셔내지 않았던가 , 
그래서 어머니란 말의  단어는 우리들의 생명이다." 

이번 책의 특징은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님들의 사진을 장롱에서 
찾아내어 다듬고 예쁘게 만들어 책에 실린다. 
그 작업을 사진 작가 박승원님이 하고 있다.   

현재 어머니의 원고 마감은 끝냈고, 집필자 70 명이 참여 곧 인쇄소로  
들어가 작업 중이다. 

책 발간 일정  : 10월 1일 발간  
책 출판 파티  : 11월 1일 ( Club House # 5 오후 4시 30분 ) 
                      추후 초청장 발송 

글 사랑 모임 회장 김일홍 올림,   

�12

ㅇㅏ동
리

1) 글사랑모임 : <울 엄마>



Laguna Woods Village August 13, 2018 

 
합창반은 오경자 회장님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8월 한 달은 휴가라고 합니다.  

* 합창반은 어린시절 불렀던 동요, 흘러간 옛노래, 전통 가곡, 찬송가 등 10년을 젋
게 사는 ‘노래하는 인생’ 모임입니다.  

* ‘음성도 쓰지 않으면 녹이 습니다’                                                                 
호홉 조절과 발성 연습, 어디서 들려 오는가,                                                 
저 맑고 고운 천상의 멜로디!                                                                      
아, 울려 퍼지는 감동의 파도 소리!                                                       
푸른 하늘 파랑새야, 포롱포롱 날아라,                                                        
정다운 노래, 추억 속의 그 노래!                                                   
벅차 오르는 내 가슴, 나는 그만 울어버렸네                                      
‘노래는 나의 인생’, 젊은 날의 꿈 찾아 합창반에 오세요.  

 
* 이덕희 선생님은 80이 넘으셨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새로 오신 분들 한 

번 구경하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라구나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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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 모임에 초대합니다 
여성회는 우리 건강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세미나 모임입니다.  
주체는 여성회이지만 모든 주민 여러분께 개방되어 있으며 남녀 구분없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유명한 명사분들을 모시고 항상 생활과 건강에 보탬이 되는, 유익한 세미나로 식사는 
무료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 목요일(9월20일) 오후 12시  
장 소 : CH7 
세미나 주관 : 김방선 내과 
식 사: 스타웨이 보험과 후원회에서 제공 
( 참고 : 여성회 모임은 매 홀수달 셋째 목요일  
오후 12시 CH 7에서 모입니다.)       
연락처: 여성회장 최순옥 949-228-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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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반 회장 Sophia  최입니다. 
저희 가요반은 매달 2회 만납니다. 
일시: 매달 두 번째 목요일과  네 번째 월요일  
시간: 6:00–9:00 PM 
장소: Club house 1, Art gallery room 

문의전화: Sophia 최    714-785-3322 
단장:            Alex 유   949-527-0579 
 

회장: 이재성 716-430-8777 
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산행 시간: 약 3시간  / 전체 인원은 약 100여 명,  
더울 때는 인근 Orange Park나 Laguna Beach로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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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댄스와 볼룸 댄스는 가벼우면서도 전신, 율동적인 스포츠로서 신체적 밸런스를 
통한 육체적 건강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와 리듬 감각의 기억 등으로 치매 예방을 포함
한 정신 및 신경 건강에도 이롭다하여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특히 중년 노년둘에
게 인기 높은 운동입니다.  
볼룸 댄스는 부부 금실에 일등공신이라 익히 알려져 있지요. 라인 댄스나 볼룸 댄스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완전 왕초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장소..CH #5(라인 댄스) 
*일시..매주 월요일 (9시에서 10시까지) 완전 왕초보를 위한 스텝 지도 
   10시에서 12까지(음악과 함께 라인 댄스) 

*장소—CH #2(볼룸 댄스) 
*일시—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완전 왕초보 볼룸 댄스 지도) 
   7시부터 9시까지(볼룸 댄스 중급반 지도) 
*연락처—최순옥(949-228-6107) 
              강영애(949-6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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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원 여러분, 다음 내용은 한인회 News Letter 편집을  
위해 여러분이 보내시는 소식이나 기사 소스가 되겠습니다.  
모든 연락은 한인회 총무나 한인회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라구나우즈 한인 주민의 각종 개인 봉사 활동 상황 
2. 새로 오신 분 안내 정보 
3. 동아리 모집 및 광고 
4. 이웃 경조사  
5. News가 될만한 동내 정보 
6.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7. 한인회에 대한 문의 사항 

*총무: 박혜숙 
           (515) 451-3398  hsookpak@gmail.com  
*한인회장: 정베드로 
          (949) 528-5208  petergracechong@gmail.com               

�17

LWV 한인회원님이 주시는 정보 

mailto:hsookpak@gmail.com


Laguna Woods Village August 13, 2018 

 

<밴쿠버, 밴프, 로키 5박 6일> 

라구나우즈 여행자 클럽 회원님들, 정말 멋진 곳을 여행합니다.  
1. 9월 4일 출발 --9월 9일 도착  

2. 가격: $ 1,543.  
3. 등록 마감 : 8월 14일  

* 서류 준비  
1) 여권 원본 (사인 꼭 하세요 ) 
2) 여권 Copy 1부 
3) 여행자 기록서 —클럽에서 준비 당일 기록 
4) 영주권자일 경우 
     * 여권  및  Green Card 
     * 영주권자는 캐나다 비자를 받으셔야 하니 꼭 알려 주세요. 
     * 비자  Fee —- $10  
5) 여행 계약금—— $1.000 
 Check 쓰실 때  Pay To : Mirae로 써 주세요 

문의 : 박승원 여행자 클럽 회장  (253-583-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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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사장으로 활동하신  
김병희 전 이사장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사 정원: 9명(현 8명)—-매년 3명 교체 
         임기: 3년(보궐 시는 잔여기간 동안 임기)  
         
* 이사:  
             고영주 (이사장), 김병희, 박승원, 양호섭 (총무),  
             이광희, 이시효, 조영익, 최순옥(서기) (가나다 순) 

<이사 활동 내용> 
            1. 후원회 결성과 회칙 작성(2018년 4월 정식 발족)  
            2. 정관(By Laws) 수정 및 보완  
            3. 이사 추천 및 임명/ 결원 보충 
            4. 재정 지원 계획 및 재정 관리  
            5. 한인회 각 부서 협조 
            6. 매월 정기 이사회 개최 
            7. 홍보 및 광고, PC 운영 협조  
            8. 한인회 주요 현안 의사 결정 
            9. 기타 사항 
           
          주안점—-1. 후원회 정상화    
                          2. 한인회 정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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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회원이 여기에 처음 이사 오셔서 생활에 불편한 점이 참 많습니다.  
당장 주민 번호 발급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와 골프 카트 gate 출입  
Decal 부착, 주변 시장 보기, 건강 보험 가입과 가정의 선정, 취미와  
동아리 찾기, 동향 친구 교제 등 새로운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년에 “신입회원 안내팀”을 신설해서 모든 신입회원의  
편의를 한 곳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내팀 구성—-총 4명> 

신입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혜를 드립니다.   
1. 한인회 정회원 자격  
2. 한인회 주소록 배부 
3. 동아리 안내서 배부 
4. 라구나우즈 골프 수칙 배부 
5. 라구나우즈 발행 문예지 책자 배부  
6. 기타 생활 정보 안내서 배부 

====================== 

<모든 신입 회원은 연락 바랍니다> 
*총무: 박혜숙 
           (515) 451-3398  hsookpak@gmail.com  
*한인회장: 정베드로 
          (949) 528-5208  petergracech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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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십시일반 아주 적은 금액일지라도 
Donation의 손길을 주실 분은 언제라도 아래 한인회 재무에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구 재무는 정말로 물 한 방울 샐틈 없이 꼼꼼하게 회계를 보고  
계십니다.  

**이광구(재무) —- 513-646-9821 

ㅡMake payable to check:   
                              Laguna Woods K A C 
ㅡAddress:              
                                Mr. K  LEE    
                   2237-P  Via Puerta  LW  CA  92637 

============================== 

한인회원 여러분, 그리고 열성으로 일해 주신 임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LWV 한인회장  정 베드로 올림 

  
    

�21

알려 드립니다



Laguna Woods Village August 13, 2018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