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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뉴멕시코주한인총람’을 발간하며...
미주 뉴멕시코주는 한인 및 미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서 넓
은 대지에 비해 인구가 적고, 한인이민 역사가 얼마되지 않은 곳입니다.
25년전 불모지와 같았던 이곳에 미래를 내다보시는 안목으로 한인회를 창립
하셨던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한인회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
와 헌신을 시작점으로하여 창립 25주년을 맞는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한인 총람을 만들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
다. 이 자료들이 이민 1세들의 삶으로부터 2세들에게로 이어지는 한인사회
의 역사적 사료로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뉴멕시코주를 홍보
하는 안내서로써 미 전역 각 한인사회에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회장

김두남

뉴멕시코주 한인회

‘뉴멕시코주한인총람’은 많은 분들의 협조와 관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총
람을 편집하면서 자료수집의 어려움과 적은 예산으로 인해 도중에 하차하고
싶은 마음도 여러번 있었지만 한인사회 선후배님들의 진심어린 격려로 포기
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 2,3대 이경화 회장님께
서 어려운 부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셨
고 그외에도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후원자분들과 광고로 지원해
주신 광고주 여러분들, 한인회 임원 및 그외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
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교민여러분
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립 25주년을 넘어서는 이 시점에 이 ‘한인총람’을 기점으로하여 저희 한인
들이 더욱 사랑으로 단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하
여 이전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세대들이 더욱 실질적이고 튼실한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뉴멕시코주한인회 회장 김 두 남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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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November 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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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ana Martinez
뉴멕시코주 주지사

‘뉴멕시코주한인총람’ 발간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멕시코주 한인회 주관으로 ‘뉴멕시코주한인총람’이 발간되는 것
을 동포 여러분 모두와 함께 축하합니다.
지난 1987년에 창립된 뉴멕시코주 한인회는 그동안 ‘작지만 강한’ 한
인회로서 우리 뉴멕시코주 한인 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
면서, 우리 동포사회가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 발전할 수 있도록 노
력해왔습니다.
총영사

특히, ‘한가위 김치축제’ 개최 등을 통해 우리의 동포 2.3세들에게 우
리 고유 명절의 풍습과 음식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뉴멕시코주의 미주류사회와 타민족사회에도 우리나라
의 전통과 문화를 널리 소개하는 민간 외교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
고 있습니다.

신연성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

금번에 뉴멕시코주 한인회의 지난 25년 동안의 활동역사를 되돌아
보는, ‘뉴멕시코주한인총람’의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두남 뉴멕시코주 한인 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전해
드리며, 뉴멕시코주 동포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2011년 11월 15일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
신연성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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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안녕하십니까?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남문기입니다.
700만 재외동포의 참정권 시대를 맞아 미주 한인들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
지고 있는 가운데 뉴멕시코주 한인 총람을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 드
립니다. 최근 한국에서 신규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한인 상권들도 급속
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에서도 뉴멕시코주는 주요 State의 하나로
경제, 예술,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코리안 커뮤니티가 활
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총회장

남문기

이러한 시점에 ‘뉴멕시코주한인총람’을 대대적인 지면 쇄신을 통해 발간하
게 됨을 축하드리며 고급 정보에 목말라 하는 이 지역 독자들의 요구에 부
응하는 25년 한인회 역사와 한인사회 및 관광과 정보를 알리는 ‘뉴멕시코주
한인총람’ 창간을 250만 미주 동포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드립
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2011년 11월15일
제 23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남문기

안녕하십니까? 미주한인회총연합회 23대 이사장 김재권입니다.
먼저 한인 사회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뉴멕시코주에서 이렇게 훌륭한 ‘총
람’을 발간하게 된 것에 큰 격려를 보냅니다.
각주마다 한인 커뮤니티는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지역 한인을 위한
정보, 교육·이민 및 지역사회 소개 등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아쉬움을 듣
고 있던 터라 뉴멕시코주의 총람을 대하면서 그만큼 알차게 또한 조직적으
로 잘 꾸려져 왔음이 느껴져 무엇보다 찬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 또한 앞섭
니다.
앞으로 뉴멕시코주 한인 총람 섹션을 통해 유용한 교육·문화·생활 정보
는 물론 2세들을 주류사회로 진출시키는 정치력 영향력까지도 모으는 구심
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 거듭나기를 기원 드립니다. 더불어 생생한 정보와 감동이 살
아있는 가이드로 신바람나는 이민생활을 선도하는 ‘뉴멕시코주한인총람’
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제 23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이사장 김재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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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김재권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존경하는 뉴멕시코주 한인동포 여러분.
뉴멕시코주 한인회 25주년을 맞이하면서 ‘뉴멕시코주한인총람’을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 ‘뉴멕시코주 한인총람’발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두남 회장 및 여러 관계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합니다. 뉴멕시코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역사와 이곳 뉴멕시코
주의 한인사회의 현황 및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우리만의 언어로 된 한인총람
을 발간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이 한인총람이 한인들에게 유용한 생활정보가 되어 American Dream 을 이
루는데 큰 도움이 되고 이민의 삶을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한인총람
이 되길 기원합니다.

회장

노명수

미주한인회총연 서남부연합회

대한민국 조국을 떠나 이역만리에 와서 비전을 가지고 이민자의 삶을 살아
가고 있는 우리들은 긴장의 연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치
열한 이 삶을 굳이 표현한다면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경주자의 삶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목표점을 향해 달려
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축사에 대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미주한인회총연 서남부연합회 회장 노 명 수

뉴멕시코주 한인회 창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해 폭넓은 경륜을 바탕으로 봉사하신 전직 한인회
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제 14, 15기 민주평통 오렌지샌디에고 지역협
의회 뉴멕시코주 분회장으로 평화통일을 위하여 앞장서고 계시며, 13대, 14
대를 연임하여 한인회에 봉사하시는 김두남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의 헌
신적인 봉사, 뉴멕시코주 한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뉴멕시코주의 아름다운 풍광과 예술의 도시를 널리 알리고 오랫동안 커뮤
니티를 섬기며 함께해 온 한인사회의 역사 ‘뉴멕시코주한인총람’이 후세에
남길만한 뜻깊은 역사물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인상호간의
더욱 긴밀한 단결과 화합으로 앞으로 더욱 한국과 미국사회와 한인들을 연
결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는 한인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욱 지속적인
발전과 발전을 거듭하시어 뉴멕시코주의 동포사회가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1년 11월 15일
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OC/SD 지역협의회
회장 안 영 대

회장

안영대

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OC/SD 지역협의회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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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주 한인회 홍보대사

보석처럼 숨겨져 있던
뉴멕시코주가 더욱 반짝일 기회를
이옥주
안녕하십니까? 이옥주입니다. 처음 한인회장님으로
부터 한인록 발간에 대한 계획을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요. ‘마침내 보석처럼 숨겨져 있던 뉴멕시코주가 더욱 반
짝일 기회를 얻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때문이었지요. 우
물처럼 보물처럼 덮여져 있던 뉴멕시코주의 아름다움
을 하나하나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겐 큰 영광이자 기
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년 뉴멕시코주 한인회로부
터 홍보대사직을 임명받기 전 이곳에서 지낸 10여년 동
안 전 누가 시키지 않았
어도 제 자신 자칭 홍보
대사로 지내왔던 것 같습
니다. 진정 알버커키댁
이 된 듯이 말입니다.
이제 발간되는 한인록
구석구석에 뉴멕시코주
의 아름다움들이 소개될
것으로 압니다. 또한 문
화와,단체,특별히 한인
회에 대한 소개들도 자
세히 실려 지리라 믿습니
다. 제가 소개 드리고 싶
은 것은 무엇보다도 번잡하지 않은 주변환경과 소박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들은 허튼 데 시간
을 낭비하지 않고 가정과 자녀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하
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눈길
을 빼앗는 화려하고 번잡한 도회가 아닌 짧은 동선 안에
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여유라고 할까? 비유가 적당할
지 모르겠지만 굳이 코메디로 말하자면 온몸으로 웃기
는 슬랩스틱이라기보단 가만히 서서 슬쩍슬쩍 찔러주
는 스탠딩 코메디랄까?
마지막으로 한인회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뉴멕시코주를 미전주 각 한인회에 소개할 한
인총람 출간을 기뻐하면서 한인사회의 기둥역할을 하
고있는 한인회를 소개하고저 합니다. 한인회의 부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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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주 진행되는 어버이회와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매
년 연중행사로는 년 2회의 순회영사업무와 한국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김치축제, 16개국이 참여하여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소개하는 Asian Festival, 6.25기념행사,
그외 피크닉, 대보름 잔치, 봄잔치, 구정파티, 송년의 밤
등의 행사가 정기적으로 열리며 감사하게도 부족한 저
의 가족이 태권도를 통하여 이 행사들에 함께할 수 있었
던 것도 큰 영광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인교
회들과 연결되어서 김치
축제 행사 때마다 각종의
김치후원을 받을 수 있
는 것이 큰 자랑거리이고
그중 감리교회와 연계하
여 매월 한인들의 소리인
‘광야의 소리’를 발간하
여 한인사회의 정보를 나
눌 수 있는 것 또한 감사
한 일입니다.
그외 한인업소 식당
및 타업소들의 긴밀한 협
조가 한인회를 이끌어 가
는데 없어서는 안될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한인회의 중심이 되는 알버커키시 외에 주변 도시
인 산타페와 라스크루시스에도 100여명의 한인분들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UNM한국학생
회 또한 한인회관을 이용하여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외 이름없이 많은 분들이 한인사회가 미국 주
류 사회에서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는 일에 자신들의 달
란트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방울의 결정체가 아닐런지요. 제 자신
홍보대사로서 더 많은 숨은 보물들을 찾는데 열심을 기
울이고 싶고 우리 한인분들도 ‘총람’을 통해 더욱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수필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
이 정 길 /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살면서 늘 눈에 띄거나 겪는 일들은 으레 그러려니 하
고 그냥 지나쳐버리기 십상이지만 눈여겨보고 생각해
보면 유머가 된다. 우리가 사는 뉴멕시코 주는 유다른
데가 많아 재미있다. 눈이 겨우 5센티미터만 내려도 모
든 학교가 쉰다는 걸 알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아로요가 뭔지를 알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고, 다리
를 보고 물길이 아니라 진흙이나 아로요를 연상하면 당
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당신이 다닌 고등학교의 이름
이 Eldorado, Sandia, Monzano로 시작되거나, 자주 다니
는 식당의 이름이 El, La, Los로 시작되면 당신은 뉴멕시
코 사람이다. 방어용 무기를 갖추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나약함의 징조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
다. 모래를 넣고 그 위에 양초를 꽂은 작은 종이초롱이
면 완벽한 성탄절장식이 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뉴멕
시코 사람이다.
뉴멕시코가 가진 특수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을
꼽으라면 나는 단연코 고추가 유달리 많다는 사실을 들
겠다. 가을이면 어김없이 만들어 파는 빨간 고추묶음
Ristra가 흔히 현관 기둥에 걸려 찾아오는 손님을 환영
한다.
Las Cruces에 있는 뉴멕시코 주립대학교에는 바로 현
금이 되는 농작물인 고추만을 연구하는 고추연구소가
있는데, 지난 수년간 개발한 고추의 변종이 무려 43종이
나 된다. 와인 만드는 포도처럼 이제 변종에 상표를 붙이
기 시작해야 할 때라면서, 다른 고추에 비해 네 배가 넘
는 풍미를 지닌 변종도 있다고 소장은 자랑한다. 뜨거운
날이 많고 알칼리성 토양에 약간 염기를 지닌 물 때문에
고추가 잘 자라며 맛도 특이하다는 설명이다.
고추를 저장하는 냉동고를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뉴
멕시코 사람이다. 식당에서 ‘빨간 걸로 하시겠습니까 아
니면 파란 걸로 하시겠습니까?’ 하는 물음에 대답할 줄
알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파란색 고추를 넣은 빅
맥을 주문하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크고 작은 파
티에 파란색 고추스튜 요리를 내놓으면 당신은 뉴멕시

코 사람이다. Hatch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요리
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어느 피자 집이든 테이블 위에는 반드시 거칠게 빻은 고
춧가루 병이 놓여있다.
친구나 친척들이 당신을 10월에 방문하면, 주유소에
가면서 물병을 챙기고 햇빛을 차단하는 로션을 바르면,
다른 주에서 장사나 사업자가 당신에게 국제우편요금을
부과하려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정원에서 거미를, 현관에서 도마뱀을, 천정에
서 지네를 보는 일이 흔하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뒤뜰 한구석에 독거미가 벌여놓은 좌판을 자주 볼 수 있
으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등산길에 가끔 독사를
만나는 위험을 겪지만 놀래지 않으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6톤 가량의 바위를 깨부수어 아름다운 정원
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주의 수도인 산타페의 한 중심에 있는 광장은 멕시
코·스페인·미국원주민의 문화유산이 융합된 세계적
으로 알려진 관광명소다. 번번이 거기서는 대화에 어려
움을 겪게 된다. 일상에도 스페인어가 공용화되어 책을
읽을 때나 뉴스를 들을 때 말뜻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월마트·샘스·홈디포·코스코 등에
서 쇼핑할 때마다 아는 사람을 서넛은 만나기 십상이고,
식품점에서 줄 서서 기다리며 주위사람들의 대화를 듣
다 보면 세 단어 중 한 단어는 스페인어와 영어가 뒤바
뀌고는 한다.
Las Vegas가 동북부에 있는 뉴멕시코 주의 도시라는
걸 알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Albuquerque를 정
확하게 쓸 줄 알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Hatch라
는 단어는 사전에서도 찾을 수 없는데, 알버커키의 와이
오밍 가 한 켠에 Hatch라는 큰 간판 밑에는 ‘파란고추도
있고 빨간고추도 있소’ 라고 쓰여있다. 이런 작은 일들
은 당신이 얼마나 뉴멕시코 사람이 되었는지를 가늠하
게 해준다.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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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주 소개

뉴멕시코주를 소개합니다
개요
뉴멕시코(New Mexico) 주는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주이다. 산악표준
시(MST, Mountain Standard Time)
를 쓰는 시간대에 속한다. 면적으
로 보면 한국 남북한의 약 1.5배가
되고 미국에서 다섯번째로 큰 주인
데 인구는 200만명 정도 밖에 안되
어 인구밀도가 낮기로는 미국의 50
개주 중 여섯번째이다.
뉴멕시코란 이름을 스페인어로는 Nuevo Mexico라고
하는데 이 이름은 16세기말 부터 불려진 이름이다. 스페
인의 식민지인 New Spain(Nueva Espana)에 포함된 지
역으로 되면서 1610년 산타페(Santa Fe)를 수도로 정하
게 되었다. 약 200여년간 스페인의 통치밑에 있던 뉴멕
시코는 1821년 멕시코의 독립으로 잠시 멕시코 땅이되
었으나 멕시코전쟁의 결과로 1848년 미국땅이 되었다.
1912년 미합중국의 47번째 주로 승격되었다.
뉴멕시코 주기(州旗:State Flag)를 보면 노랑바탕에 태
양을 상징하는 붉은 지아(Zia)가 표시되어 있는데 노랑
색과 붉은 색은 스페인 국기에서 가져온 색깔로 뉴멕시
코주의 뿌리가 스페인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푸
에블로 인디언의 지아(Zia)태양무늬를 통해서 뉴멕시코
주가 원주민 인디언 문화에도 기초를 두고 있음을 상징
적으로 보여준다.
미국내에서 주 인구의 히스페닉계 주민 비율이 44%
로서 가장 높은 주이다. 원주민 인디언의 주민 비율도
높아 타주에 비교하면 전국에서 세번째가 되는 주다. 인
종별로 분류해 보면 백인이 70.1%, 인디언이 9.3%, 흑인
이 2.2%, 아시아인이 1.4%며 기타가 14%이다.
주도는 인구 8만명이 되는 산타페(Santa Fe)로 미국에
서 가장 역사 깊은 도시로도 꼽힌다. 민속 공예, 미술의
도시로 인정되어 UNESCO에서 창조적인 도시(Creative
City)로 지정한 도시다. 미술 화랑이 300개에 달하여 산
타페는 미국의 3대 미술 시장의 하나가 되는 특색있는
도시다. 주에서 가장 큰도시는 인구 55만명을 가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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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 주기(State Flag)
빨강색 Zia의 원은 태양을 뜻하며 4개의 방사
선 모양의 선은 각각 네가지의 의미가 있다.
(상)동, 서, 남, 북에서 불어오는 바람 (하)봄,
여름, 가을, 겨울 (우측)아침, 낮, 저녁, 밤 (좌
측)유년, 소년, 장년, 노년. 이 모든 것은 시작
과 끝이 없이 돌아감을 뜻함

버커키(Albuquerque)이다. 2010
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6번째
로 급성장하는 도시로 꼽힌다. 뉴멕시코대학(University
of New Mexico)과 샌디아국립연구소(Sandia National
Lab.)가 있다. 알버커키 위성도시로도 간주되는 리오
란초(Rio Rancho)는 인구 8만 8천여명으로 뉴멕시코
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도시다. 컴퓨터 칩을 생산하는
인텔(Intel)회사가 있다. 두번째로 큰 도시는 보다 남쪽
에 있는 라스 쿠루시스(Las Cruces)인데 인구는 9만8천
명이다. 이곳에 뉴멕시코주립대학(New Mexico State
University)이 있다. 산타페의 서쪽 헤이메즈 산속에 있
는 로스 알라모스(Los Alamos)는 인구 1만여명 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지만 2차대전 말에 세계를 놀라게한 원
자탄을 개발한 연구소가 있는 곳이다. 또한 첨단 과학의
두뇌들이 모인 연구소에는 한인 연구원들도 다수가 근
무하고 있다.
주 전체가 고원지대로 되어 있어 위도로는 남쪽에 속
해도 더위가 심하지 않고 건조하여 살기좋은 환경을 제
공한다. 1년중 300일 이상 구름끼지 않은 날씨이다. 따
라서 강우량은 년 13.9인치(350mm)로 극히 낮다. 반 이
상의 강우량은 여름 7, 8월에 내린다. 산이 많은 북부 지
대는 비와 눈이 보다 많이 내려서 숲으로 덮힌 국유림이
많다. 7월 여름의 낮 평균 최고 기온은 저지대의 경우 97
°F (36 °C), 고지대의 경우 70 °F (26 °C)내외이다.

지리
뉴멕시코주의 북쪽은 콜로라도 주, 동쪽은 오클라호
마 주와 텍사스 주, 서쪽은 아리조나 주, 남쪽은 텍사스
주 및 멕시코 국경에 접해 있다. 면적은 121,598 Square

매년 10월 첫주 토요일 부터 시작되는 ‘Albuquerque International Balloon Fiesta’은 전세계에서 모여든 벌룬매니아들의 축제이다.

miles(315,194 km2), 남북의 길이는 395마일로서 신의
주-목포사이의 거리에 비교할 수 있다. 동서의 거리는
355마일되어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다.
뉴멕시코 땅이 별명으로 ‘매혹의 땅(Land of Enchantment)’으로 불리는 까닭은 먼저 다양한 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황량한 사막과 숲이 울창한 높은
산들이 대조적이며 단층으로 인해 다양한 색깔이 드러
난 지층과 메사(Mesa)들은 이곳을 찾는 여행객을 매혹
시킨다. 뉴멕시코주 북쪽은 로키(Rocky)산맥의 끝 부
분이 되는 곳으로 산악지대이다. 가장 높은 산은 타오
스 북쪽에 있는 상그레데크리스토(Sangre de Cristo)산
에 속하는 휠러피크(Wheeler Peak)로 13,161ft(4,011m)
높이가 되며 알버커키동편에 있는 샌디아산(Sandia
Mountains)은 10,678 feet (3,255 m) 높이가 된다. 2750m
의 백두산 보다 500m정도 더 높다. 알버커키 도시는 해
발 5,312ft(1,619m)가 된다. 로스 알라모스가 있는 곳의
헤이메즈(Jemez)산은 화산으로 인해 생긴 산인데 그 분
화구 함몰로된 칼데라(Caldera)는 반경이 14마일이 되
어 세계에서 제일 큰 분화구이다. 뉴멕시코주 남쪽은 평
지가 많고 건조한 사막이 많다. 흰모래언덕의 장관을 이
룬 화이트샌드(White Sand)내셔널모뉴먼트(National

Monument)와 풋볼 경기장만한 지하동굴에 오묘한 종
유석의 예술품이 있는 칼스베드 동굴(Carlsbad Cavern)
국립공원이 이지역에 있다.
콜로라도주 로키산맥에서 시작해 내려오는 리오 그
란데(Rio Grande)강은 뉴멕시코주의 중앙의 사막지대
를 흘러 텍사스와 멕시코의 경계로 내려간다. 이 강은
북미에서 4번째 가는 긴 강이다. 뉴멕시코주에는 19개
의 인디언 푸에블로(Pueblo는 스페인어로 부락이란 뜻)
가 있는데 많은 푸에블로가 리오그란데 강 주변에 자리
잡고 있다. 리오그란데 강의 상류쪽에 있는 타오스 푸에

Carlsbad Cavern
뉴멕시코주한인총람

11

뉴멕시코주 소개

블로는 관광객에게 잘 알려진 푸에블로다. 리오그란데
강물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저수지가 여러 개가 되는데
그중에 하나인 코치티 호수(Cochiti Lake)가 알버커키 북
쪽에 30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 댐의 길이가 5.5마일이
나 되어 세계적으로 11번째 되는 긴 댐이다.

정치
주정부 행정부의 수반은 주지사(Governor)이다. 2003
년부터 8년간은 민주당 출신의 빌 리차드슨(Bill Richrdson)이 주지사였다. 그는 유엔대사를 지냈었고 북한을
일곱번 방문한 외교적인 특별한 경력이 있다. 2011년
1월에 공화당출신의 수잔나 마티네즈(Susana Martinez)
가 뉴멕시코주 최초의 여성 주지사로 부임했다.
알버커키 시장은
2009년부임한 공화
당소속의 리챠드베
리(Richard J. Berry), 산타페시장은
데빗 크로스(David
Cross)로 2010년 재
임되었다. 시장의
임기는 4년이다.
뉴멕시코주를 대
표하는 상원 의원
수잔나 마티네즈 뉴멕시코 주지사
은 제프 빙거만(Jeff
Bingaman)과 톰 유달(Tom Udal)로서 두분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하원의원은 세석이다. 마틴 하인리히(Martin
Heinrich), 헤리티그 (Harry Teague), 레이루한 (Ray Lujan), 세분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교육
가장 큰 교육기관은 주립대학인 뉴멕시코대학(University of New Mexico)이다. 알버커키에 1889년 설립되었
다. 현재 학생수는 3만4000, 교수와 직원을 합친 수는
6,899명이된다. 학교의 별명은 로보(Lobo)인데 이는 회
색 이리를 말한다. 소코로(Socorro)라는 작은 도시에 있
는 뉴멕시코 텍 (New Mexico Tech.)의 공식적인 이름은
New Mexico Institute of Mining and Technology인데 학
생수는 1800명, 교수는 150명으로 교수와 학생 비율이
낮은것을 자랑하는 공과대학이다. 2010년 Prinston Review에서 이 학교를 우수한 단과대학으로 선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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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orro지역에 있는 Very Large Arrary.

전국 랭킹 12번째로 보고했다. 두번째로 큰 종합대학은
라스 크루시스(Las Cruces)에 있는 뉴멕시코주립대학
(New Mexico State University)이다. 현 학생수는 약1만
8천여명이다. 1888년 농과대학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학
교의 별명은 애기(Aggies: 농대의 애칭)가 되었다. 알버
커키지역의 초,중,고등학교는 APS(Albuquerque Public
School)에서 운영한다. 6500명의 교사가 8만 9천명의 학
생을 지도하고 있다. 89개의 초등학교, 27개의 중학교,
13개의 고등학교가 속해 있다.

산업경제
뉴멕시코주 경제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 연방
정부이다. 세개의 공군기지와 두개의 국립연구소는 많
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관광도 이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 10월 첫주에 9일간 열리는 알버커키 벌룬
피에스타(Balloon Fiesta)는 대표적인 행사인데 800개
의 열기구벌룬(Hot air balloon)이 뜨는 장관을 보려고
약 75만명의 관광객이 모인다. 산타페를 찾는 관광객도
2010년 통계로 120만명을 넘었다.
농업은 리오그란데 강 주변에 몰려있다. 강을 따라 농
사를 짓는 밭이 이어지는데 칠리(Chiles)라는 고추가 이
지방의 주요 농작물이다. 칠리는 멕시코음식에 필수이
다. 식당에서 묻는 질문으로 ‘Red or Green?’을 자주 듣
는다. 녹색 칠리와 빨간 칠리중 어느것을 원하느냐 라는
질문인데 이것 역시 뉴멕시코주 특유의 질문이다.
지하자원이 풍부한것도 이 고장의 자랑거리의 하나다.
천연가스, 석유, 비료의 원료가 되는 포타슘의 매장이 많
다. 구리의 매장량은 미국 여러 주 중에서 가장 많은것으
로 알려져 있다. 실버시티 (Silver City)근방에 있는 산타
리타(Santa Rita)의 노천 동 광산은 그 크기가 엄청나다.

전자산업의 대표적인것으로 컴퓨터 칩을 생산하는
인텔(Intel)회사를 들 수 있다. 리오란초 신흥도시를 발
전하게 만든 이 회사는 1981년에 세워져서 컴퓨터의 펜
티움 칩을 생산했는데 최근에는 300mm Wafer 기술을
도입하여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있다. 뉴멕시코주 안에
서 가장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이다.

뉴멕시코주의 인물들
뉴멕시코주가 자랑할만한 인물을 몇몇사람 소개해 보
자. 인구가 적은 뉴멕시코주에서 무슨 큰 인물이 났겠
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생각은 틀린것 임을 알
수 있다.
• 존 덴버(John Denver: 1943-1997)는 1968년부터 활
약한 미국의 유명한 가수면서 작곡가였다. 그는 비행
접시가 출현한것으로 알려진 라스웰(Roswell)에서 태
어난 사람으로 1997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 하기전까지
300여곡을 음반으로 내어 놓았고 그 중 200여곡은 본인
이 직접 작곡한 곡이였다. 한국사람에게도 잘 알려진 곡
으로 ‘Take Me Home, Country Roads’, ‘Annie’s Song’ 등
이 있다.
• 알씨 골만(R.C. Gorman: 1931-2005)은 나바호 인디
언으로 세계적인 화가로 명성을 얻게된 사람이다. 뉴욕
타임즈지는 그를 ‘인디언의 피카소’라고 평하기도 했다.
그의 작품은 뉴욕의 메트로포리탄 미술 박물관에도 전
시되었다. 타오스에 화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디언 여
인을 대상으로 한 작품활동을 했다.
• 콘라드 힐튼(Conrad Hilton:1887-1979)은 뉴멕시코
주의 샌안토니오 출신이다. 소코로에서 아버지가 경영
하는 상점일을 어렸을때 부터 도왔는데 나중 텍사스주
에 있는 조그마한 호텔을 하나 구입 운영하기 시작하여
차츰 발전하여 세계적인 체인 호텔인 힐튼 호텔(Hilton
Hotel)을 세웠다. 그는 소코로에 있는 뉴멕시코광산대
학(지금의 New Mexico Tech.)을 졸업했었다.
• 죠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1887-1986)는 뉴멕
시코주 출신은 아니지만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이곳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보낸 여류 화가이다. 뉴욕에서 활
동하던 그는 1929년 타오스를 방문한것을 계기로 뉴멕
시코주 사람이 되고 말았다. 아비큐(Abiquiu)에 살면서
뉴멕시코주의 자연을 그림에 수 없이 많이 옮겨놓았다.
그의 작품은 전 세계의 미술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그의 작품만 모은 미술 박물관이 산타페에 있다.

• 바비 언서(Bobby Unser:1934- )와 알 언서(Al
Unser:1939- ) 두형제는 알버커키 출신의 유명한 자동차
경주 왕들이다. 바비는 인디아나폴리스500 자동차 경주
에서 네번, 알은 세번이나 일등의 영광을 따냈다.
• 류 월레스(Lew Wallace: 1827-1905)는 남북전쟁때
는 장군이였는데 뉴멕시코주가 주로 승격되기전에 뉴
멕시코지역을 다스리는 지사(Governor)로 부임해서 이
지역을 위해 공을 세웠다. 그는 작가의 소질이 있어 고
대 로마시대의 기독교인의 얘기를 바탕으로 하는 벤허

컴퓨터 반도체 칩을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인텔(Intel)회사.

(Ben Hur)라는 소설을 썼다. 나중 이 소설은 영화로 만
들어져 벤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작품이 되었다.
• 밴 아브루조(Ben Abruzzo: 1930-1985)는 공군에서
제대한뒤에 기구 파이로트를 취미로 하여 두번의 세
계 신기록을 세웠다. 1978년 Double Eagle II라고 이름
한 기구를 타고 최초의 대성양횡단에 성공했고 1981년
Double Eagle V로는 태평양 횡단에 성공했다. 알버커키
가 벌룬의 중심지가 되게 한 공로가 크다. 그의 아들 리
차드 아브루조도 벌루니스트였는데 2010년 9월 유럽에
서 있었던 벌룬 행사에 참여 비행중 이태리 근처의 바다
에서 조난당해서 사망했다. 아브루조 가족은 샌디아 트
렘(Sandia Tram)과 샌디아 스키장의 주인이기도 하다.
• 피트 도메니치(Pete Domenici:1932- )는 뉴멕시코주
의 공화당 상원의원으로 최장기간을 연임한 정치가이
다. 1973년 당선된 후 2009년 은퇴하기까지 상원의 에
너지 및 예산 상임 위원회 일원으로 일했다. 부모는 이
태리 출신으로 불법 이민자로 와서 알버커키에서 식품
가게를 운영했었다. 가게일을 도우면서 공부했던 그는
UNM에 진학했다. 그뒤 덴버법대에 진학, 졸업한뒤 다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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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돌아와 정계에서 일하다가 상원의원에 당선되었다.
현재 뉴멕시코주에 거주하고 있는사람으로 우리가
잘아는 몇분을 보면 타오스 지역에는 국방장관을 지낸
도날드 럼스필드(Donald Rumsfeld)와 영화배우 줄리아
로버츠(Julia Roberts)가 있고 산타페에는 영화배우 셜리
메크레인(Shirley MacLaine)이 있다. 북쪽 콜로라도 경
계지역에는 CNN과 TNT케이블TV 방송사 사장인 테드
터너(Ted Turner)가 59만 에이커의 렌치(Ranch)를 소유
하고 있다. ABC TV 기자였던 샘 도날드슨(Sam Donaldson)도 링컨 카운티에 농장을 가지고 있다.

역사
서기 800년에서 1300년 사이에는 아나사지(Anasazi)인
디언이 뉴멕시코주 서북부에 있는 차코캐니언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를 형성해서 차코문명(Chaco Culture)을
이루며 살았다. 차코캐니언지역에는 5층 건물을 위시해
서 대형 건축물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1276
년부터 1299년사이에 있었던 심한 가뭄으로 그들은 삶
의 터전이였던 도시를 버리고 리오그란데 강가로 내려
와서 소 집단을 이루는 푸에블로를 형성해서 농사를 위
주로 하면서 흩어져 살게 되었다.
서기 1500년경에는 카나다지역에서 살던 나바호(Navajo)와 아파치(Apache) 인디언이 뉴멕시코주로 이주해
내려왔다. 나바호인디언은 푸에블로의 서쪽지역에 정
착했고 아파치 인디언은 남부, 동부에 흩어져 살았다.
컬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스페인은 지금의 멕
시코 시티(Mexico City)지역을 정복하여 나라를 만들어
이름을 누에바 에스파냐(Nueva España), 영어로 번역하
면 New Spain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총독을 보내어 다스
리게했다. 총독은 지금의 뉴멕시코주에 시볼라(Cibola)
라는 도시가 있는데 길바닥을 금으로 장식할 정도로 부
유한 일곱도시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 총독은 1539
년 마르코스(Marcos)신부를 단장으로하여 원정길을 가
게했다. 쥬니 (Zuni)인디언 마을에 왔을때 일행중 하나
가 인디언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자 일행은 도주해서
멕시코씨티로 가서 보고하길 시볼라라는 도시는 멕시
코씨티보다 몇배나 큰 도시였다고 과장해서 허위 보고
를 했다. 총독은 이듬해 코로나도(Coronado) 장군에게
부대를 이끌고 뉴멕시코주에 있는 쥬니 인디언이 사는
곳에 가서 이 사실을 알아보라고 했다. 코로나도 일행은
쥬니 인디언 마을에 와서 보고는 시볼라라는 금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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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거 없는 헛소문이였음을 알고 빈손으로 돌아갔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어도비집에 운모로 된 창을 썼는데
저녁 햇빛에 반사되는 빛이 금색으로 보여 금으로 장식
된 도시로 소문이 난것으로 믿어진다고 한다. 약 40년이
지난뒤 1598년에는 스페인 왕 필립2세의 명에의해서 오
냐테(Oñate)가 이끄는 본격적인 북방 개척원정이 시작
되었다. 리오그란데 상류 지역에 스페인 이주민이 정
착하고 인디언들에게 기독교를 선교하는 활동을 했다.
그러나 새로운 종교를 거부하는 세력도 컸다. 아코마
(Acoma)인디언들과의 갈등으로 10여명의 스페인 사람
들이 죽게되자 보복으로 800여명의 인디언을 죽이고 살
아남은 인디언도 25세이상의 남자들은 전부 그들의 발
목하나를 잘라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1610년 스페인
사람들은 상그라데그리스도 산밑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수도로 정하고 이름을 산타페(Santa Fe)로 지었다. 미국
에서 제일 오래된 수도(Capital City)가 이때 된것이다.
Santa Fe는 스페인어로 ‘거룩한 믿음(Holy Faith)’이란 의
미를 갖고 있다.
스페인사람들은 인디언땅을 식민지로 삼고 인디언
의 문화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썼다. 인디언은 그 반발로
1680년 8월 10일 일제히 봉기하여 성당을 불사르고 사
제를 죽이는 반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400여명의 스
페인사람은 목숨을 잃었고 살아 남은 사람들은 모두 지
금의 멕시코 지역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몇년 뒤 인디언
의 지도자가 죽고나자 스페인사람들은 다시 이땅을 손
쉽게 무혈로 되찾고 만다. 1692년 부터 이 땅은 스페인
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과거의 실패
를 되풀이 않으려고 식민 정책은 보다 더 온건한 정책으
로 바뀌어졌고 기독교도 인디언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스페인의 지배하에서 200여년이 지난뒤 1821년, 스
페인의 통치아래 있던 뉴스페인은 스페인으로부터 독
립하여 멕시코라는 이름으로 독립국가를 선언하게 된
다. 따라서 뉴멕시코주는 멕시코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불과 25년밖에 안된다. 1846년 멕시코와 미국간
의 영토 분쟁이 일어났다. 미국의 스테펜 커니(Stephen
Kearny)장군은 멕시코군의 저항도 받지 않고 지금의 뉴
멕시코주의 라스베가스(Las Vegas)까지 들어와서는 광
장옆에 있는 어도비집 지붕위에 올라가서 ‘이제부터는
뉴멕시코주는 미국땅이다’라는 선언을 했다. 이후 2년
뒤 정식 조약문서에 의거 이곳 뉴멕시코주는 미국의 영
토가 되어 인디언, 히스페닉에 이어 앵글로인이 뉴멕시

코주의 거주민이 되기 시작
하였다.
미국의 영토가 된이후 이곳
인디언은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된다. 나바호 인디언과 미국
인 서부 개척자 사이에 마찰
이 생기자 갤럽(Gallup)지역
에 살고 있던 인디언을 300마
일 떨어진 페코스강이 있는 포
트섬너(Fort Sumner)로 강제
이주시킨일이 있었다. 이 계
획을 반대한 나바호 인디언은
완강히 맞서 싸우다가 캐니언
디쉐이(Canyon de Chelly:아
Chaco Culture National Historical Park
리조나주에 있음)에 도주하여
진작가, 저술가등이 산타페와 타오스에 몰려왔다. 넓은
숨어버리자 키트 칼슨(Kit Carlson)대령이 지휘하던 군
평지가 많은 이곳은 공군기지를 만드는데 좋은 조건이
인들은 곡식과 민가를 불태우고 가축을 잡아 죽이는 보
여서 이차대전시기에 세개의 공군기지가 들어섰다. 화
복을 가해서 나바호인디언의 항복을 받아내고 강제 이
이트샌드 미사일 시험장도 생겼다. 험한 계곡이 있는 산
주를 하는 장거리행진, 롱 워크(Long Walk)를 하게 하였
속에 비밀을 유지하기 좋은 조건을 갖춘 로스알라모스
다. 300마일되는 먼길을 겨울철에 8~9천명의 인디언이
(Los Alamos)에는 원자탄 개발을 위한 연구소가 생겼고
걸어서 이동 하는 가운데 200여명이 기아와 추위로 인해
1945년 7월16일 뉴멕시코주 남부 사막에서 최초의 원자
죽었다. 새로 마련한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농사를 짓고
탄을 터뜨리는 실험을 하여 핵시대의 문을 연것도 뉴멕
새로운 개척을 하려했으나 토지와 기후 조건이 맞지 않
시코주에서 일어난일이다.
아서 계속 기아와 질병으로 많은 인디언이 죽어갔다. 결
2차대전 때에 참전 용사들중에 나바호 인디언은 암호
국 4년 뒤 1868년 미국정부는 이 계획이 잘못된 것임을
병으로 활약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미국군은 일본 사람
인정하고 나바호 인디언을 본래 고향, 뉴멕시코주 서북
이 나바호말을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나바호말을
부로 돌아가게 허용했다.
암호에 대신해 써서 미국군의 기밀유지를 할 수 있었고
뉴멕시코주는 신개척지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은 끝내 암호를 해독 못한 것이다. 한국전쟁 때는
몰려오게 되었다. 카우보이를 위시해서 광부, 철도공사
뉴멕시코주도 큰 기여를 했다. 갤럽(Gallup)에 사는 일
노동자, 노름꾼과 각종 상인들이 늘어나면서 범죄도 늘
본인 2세인 히로시미야무라(Hiroshi Miyamura)씨는 한
어나 무법천지가 되는듯 했다. 미국의 어느 장군은 죠크
국전쟁때 동료군인을 위해 기관총 사수로 중공군과 맞
로 말하길, ‘미국은 멕시코와 다시 전쟁을 해서 골치꺼리
서 용감하게 싸운 공로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 부터
의 뉴멕시코를 도로 가져가게 해야된다’고 말했다고 한
명예훈장을 받았다. 한국동란때 뉴멕시코주 인구는 지
다. 빌리 더 키드(Billy the Kid)는 이 당시 무법의 서부사
금 인구의 1/3정도밖에 안되었지만 한국전에 파병한 뉴
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전해오고 있다.
멕시코주출신 군인은 2만명이나 된다. 그중에 189명은
그런 가운데서도 차츰 질서를 회복하면서 1912년 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뉴멕시코는 인디언, 스페인
디어 뉴멕시코주는 미국의 47번째의 주로 승격 된다. 미
그리고 앵글로 문화가 혼합된 타주가 갖지 않은 다양한
국영토가 된지 62년만이다. 뉴멕시코주의 좋은 날씨가
색깔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 지금도 미국의 발전에
폐결핵 치료에 좋다는것이 알려지면서 요양원시설이
기여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는 주가 되고 있다.
알버커키에 늘어났고 이주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났다.
뉴멕시코주의 자연풍경에 매력을 느끼고 많은 화가, 사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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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주 한인회 역사
한인회 창립준비 모임

• 1 986년, Miki’s Restaurant에서 20명의 지역 유지들이
주LA총영사관의 김기수 총영사와의 모임을 가졌다.
알버커키지역에 한인회의 창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한인회창립 준비 위원장으로 이경화씨를 선
출하였고 준비위원으로 오찬석, 안장환, 서종태씨와
함께 회칙 초안을 만들었다.
• 한인회 이름은 뉴멕시코주한인회 (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로 정하고 은행 구좌를 개
설했으며 한인회의 창립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시작
했다.
• 1987년 4월에 창립 준비위원회 주최로 창립총회를 약
150여명의 한인이 모인 가운데 Mesa Verde Community Center(7900 Marguette Ave. NE)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주LA총영사관의 김기수 총영사님도 참석
하셨다. 회의는 서종태씨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초대
회장 후보로 이탁씨와 박순삼씨 두분이 추천되었으며
투표결과 박순삼씨가 초대회장에 선출되었다.

제 1대: 1987-1989

• 초
 대 회장으로 선출된 박순삼 회장은 김홍철 씨가 경
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에서
한인회 주최로 ‘제1회 한국의밤’ 행사를 개최하기로
가결하고 ‘한국의밤’ 행사 위원장에 이경화씨가 임명
되었다.
• 다운타운 City Plaza에서 ‘제 1회 한국의 밤’, Summerfest ’87 - Korean Night행사를 뉴멕시코주한인회 주최
로 개최하였는데 태권도장의 학생 30여명을 포함한
약 88명의 인원이 공연에 참여했으며 3개의 교회단체
와 6개의 식당이 참가하여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 1988년 ‘제2회 한국의 밤’ 행사에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국 무용단을 초청하여 한국전통무용을 공연
했다.

제 2,3대: 1989-1993

• 한인침례교회(529 Jefferson St.)에서 가진 한인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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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기총회에서 2대 한인회장으로 이경화씨를, 부회장으
로 서인학씨를, 이사장으로는 김준호씨를 선출했다.
‘제3회 한국의 밤’ Summerfest ’89 Korean Night을 시청
광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약 7천명이 행사에 참여한것
으로 시청에서는 추산했다. 이날 주LA총영사관에서
나온 오명근 영사가 일일 영사업무도 겸하였다. 무대
공연의 책임은 김준호씨가 맡았고 5시간 동안의 진행
사회는 Mrs. Jeanne Elmhorst가 수고했다. 한국식당이
참여하여 17개의 부스에 한국 음식및 한국문화를 소
개했다. 행사를 통해서 한인회는 $5,563을 모금했다.
한국의 밤 행사 평가회 모임을 감리교회에서 가졌다.
케이블TV Channel 27 (Community Cable Channel)에
매주 한시간씩 ‘한국의 시간(Korean Hour)’을 방영하
기 시작했다. 프로그램은 주LA총영사관, 문화원에서
공급받아 김세갑씨가 편집을 해서 제작했다. 이 한인
회 방송 사업은 이날 부터 약 5년간 계속 했다.
한인회 여성합창단을 조직했다. 지휘자: 박영호, 총
무:이지훈 또한 한인회 어린이 무용단을 조직하였다.
단장: 남숙인
LA에 있는 KTE TV방송사에서 배사장과 박종상 총영
사와 한인회장 이경화씨와 김세갑 방송 담당자가 한
인회방송을 논의 하고 KBS TV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허가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후 KBS연속드라마를 대
한뉴스와 함께 방영하게 되었다. 한인회 이사회(이사
장:김준호)주최로 한인회 케이블TV 방송기재 구입을
위한 Fundraising Dinner를 Ku’s Restaurant에서 가졌
으며 $2,200을 모금했다.
‘제4회 한국의 밤’ Summerfest ’90 Korean Night을 Civic
Plaza에서 개최하였다. 주LA총영사관에서 박종상 총
영사가 참관하셨다. 한인회여성합창단, 한인 침례교
회와 감리교회 성가대가 한국민요를 발표했고 김스태
권도장에서 태권도 시범을 했으며 한인회 어린이 무
용단원은 한국춤을 공연했다.
알버커키에 있는 양자회, PAICA(Parent of Inter-Cultural Adoption)에서 한인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
다.

• U
 NM Keller Hall에서 샤론 여성합창단이 공연했다. 어
린이 무용단의 춤과 혼신의 춤(Hyon Hee Lee)과 승
무(남숙인) 공연도 있었다. 지휘:박영호, 반주:박민선
• 주 정부에 한인회가 법인체(Corporation)로 등록되었
다. (Instrument #:1498229)
• 한인회 초청 한국의 아가페 여성코랄(지휘자:이경선
권사)의 합창공연이 감리교회 본당에서 있었다. 단원
의 숙식은 침례교회와 감리교회 교인들이 분담했다.
• 주 정부에 등록했던 한인회의 법인체가 서류심사를
통과해서 501(c)(3) Tax Exemption 세금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다.
• 정기이사회에서 한인회 회칙개정에 관한 우편 투표
결과를 보고받고 주 정부에 등록되는 영문 회칙을 인
준했다. 3대 회장으로 이경화 회장을 연임키로 선출했
다. 참석한 이사진:이탁, 안장환, 유재명, 박완영, 이인
표, 정풍자, 김성호, 남호운, 리차드최, 김준호, 이경화
(이상 11명)
• VA Medical Center에서 거행한 Asian-Pacific American
Heritage Month축제에 한인회 회원이 다수 참여 한국
을 소개했다. 참가자: 남숙인, 김양순, 김선화, 이옥
주.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에서 감사장을 보
내왔다.
• 제1회 어답터 하이웨이 주변 청소 (Adopt-A-Highway)를 주최하였다. I-25의 San Antonio와 Alameda
사이의 2마일 구간의 고속도로 주변을 한인침례교,
천주교, 감리교회와 한인골프회의 네 기관에서 28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서 3시간에 걸쳐 120개
의 플라스틱백을 채우는 쓰레기 수거작업을 했다.
I-25와 Frontage Road의 이 구간에는 KAANM 한인회
이름이 쓰인 8개의 청색 Adopt-A-Highway Sign이 세
워졌다.
	한국 외무부 장관(이상옥)으로 부터 해외 교포에게 수
여되는 표창장(#3094)이 이경화 회장에게 수여되었
다.

• 한
 국 외무부장관(공노명)으로 부터 해외 교포에게 수
여되는 표창장(94-12-31 #3559)을 한인회 케이블 TV
방송사업에 5년동안 봉사해 온 김세갑씨가 주LA총영
사관에서 받았다.
• 연중행사로는 회보발행, 순회영사업무 및 동포간담
회(주LA총영사 방문), 대보름잔치, 야유회를 가졌다.

제 5대: 1995-1997

• 제
 5대 한인회장으로 이탁 회장이 선출되었고 이사장
으로는 문만길씨가 선출되었다.
• 제4회 Adopt-A-Highway 고속도로 주변청소를 회원
27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마쳤다.
• 연중행사로는 회보발행, 순회영사업무 및 동포간담
회(주LA총영사 방문), 대보름잔치, 야유회를 가졌다.
• 이탁 회장이 고인이므로 행사자료가 부족함.

제 6,7대: 1997-1999

• 4 월에 신임회장이 된 제 6대 안장환 회장은 그 해 8월에
사임서를 제출 하였고 10월 25일 제7대 회장으로 정풍
자 회장이, 이사장으로는 이인표씨가 선출되었다.
• 임기중에는 현 회장의 후원으로 2박3일 경로관광(four
Coners)이 있었다.
• 연중행사로는 회보발행, 순회영사업무 및 동포간담
회(주LA총영사 방문), 대보름잔치, 야유회를 가졌다.

제 8대: 1999-2001

• 제
 8대 한인회장으로 신광순 회장이 선출되었고 이사
장으로는 최진씨가 선출되었다.
• 연중 행사로는 회보발행, 순회영사업무 및 동포간담회
(주LA총영사 방문), 대보름잔치, 2번의 한인야유회(‘단’
사물놀이 초청)와 로스알라모스 화재민에게 음식과 식
료품으로 위로방문하였고, 한국학교 통합 의견모임, 오
클라호마 이재민(Red Cross) 모금전달을 했다.
• 뉴멕시코주를 홍보하기 위해 LA의 한국신문(중앙일
보/한국일보)에 광고를 게재하였다.

제 4대: 1993-1995

• 정
 기총회를 Academy Office Plaza에서 갖고 4대 한인
회장으로 김준호씨를, 이사장으로는 이탁씨를 선출.
• 제2회 어답터 하이웨이 주변 청소 (Adopt-A-Highway)
• 주LA총영사관(김항경 총영사)에서 이경화 전임회장
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제 9,10대: 2001-2005

• 제
 9대 한인회장으로 최진 회장이 선출되었고 이사장
으로는 이정우씨가 선출되었다.
• 2002년 2월에 처음으로 한인록 500권을 발간(김두남
Published)하여 아직도 많은 교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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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일 클럽을 대여하여 전 코메디언인 이옥주씨 사회
로 대보름잔치를 성대하게 가졌다.
• 2003년에는 제 10대 회장으로 연임된 최진 회장이 8월
에 한인회관을 세입하게 되었고 한달 운영금이 $1,500
되어 이사 6명(최진, 이정우, 문상귀, 유경준, 김두남,
장상순)이 1년 $3,000씩 후원하였다.
• 9월에는 각 교회에서 해오던 한국학교를 통합하여 한
인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다.
• 10월에는 어버이회(한미클럽-그 당시 이름)의 첫 모임
을 가졌으며 다음해인 2004년 봄부터는 매 수요일 마
다 정기 모임이 시작되었다.

제 11대: 2005-2007

• 정
 기 이사회에서 제 11대 한인회장으로 이정우 회장
이 선출되었다. 이사장으로 유경준씨가 선출되었다.
• 2005년 8월에는 한인회 홈페이지가 www.kaanm.
com이 개설 되었고 웹매스터로 이성희씨가 봉사하
였다.
• 2005년 11월에는 서남부연합회총회(당시 조광세 회
장)가 알버커키에서 2박3일 열렸고 주LA총영사관 이
윤복 총영사가 참석하였으며 한인회에서 저녁만찬 및
버스대절로 Santa Fe 관광을 하였다.
• 2006년 2월에는 대보름잔치를 한인회관에서 성대하
게 잘 진행하였고 이정우 회장이 김치냉장고를 후원
하여 대보름잔치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 당시 한인회에서는 세입된 회관건물을 구입하는 과
정에서 건축모금을 하였고 이사 5명(최진,이정우, 문
상귀, 유경준, 김두남)이 각각 6천불씩 부담하여 총 3
만불과 교민들 후원금 2만7천800불로 총 5만7천800불
을 만들었다는 소식에 주LA총영사관 이윤복 총영사

연중행사
• 순회영사업무: 1년 2회 한인회관에서 영사업무
• 김치축제: 추석을 즈음하여 매년 1회 가을에 개최
• Asian Festival(Civic Plaza): 매년 5월 3번째 일요일.
아시안협의회(AAANM) 주최, 16개국 참여
• Asian-American Day: Senator Tim Keller 주최로
Santa Fe Round House에서 매 2년 2월에 개최
• 6.25기념행사: 6.25참전용사협의회(KWVA) 주최로 매
년 6월에 개최
• 그외 피크닉, 대보름 잔치, 봄잔치, 송년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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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외동포재단에서 5만불을 후원해 주므로 2006년
1월에 현재의 뉴멕시코주 한인회관을 구입하게 되었
다. 회관 건물구입은 16만 5천불이었으며 거의 9만 7
천불 다운에 나머지 6만 8천불은 10년 Mortgage로 한
달 페이먼트가 $783.63이며 2015년 12월에는 페이먼
트가 끝난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1을 보면 알 수 있다.

제 12대: 2007-2009

• 제
 12대 한인회장으로 문상귀 회장이 선출되었고 이
사장으로는 김두남씨가 선출되었다
• 코리언저널 한인회보 제1호, 2호를 발행 하였다.
• 2007년 제1 회 김치축제를 개최하였고 각 교회가 후원
협조 하였고 주LA총영사관의 최병호 총영사가 참석
하였으며 순회영사 업무도 함께 했다.
• 2007년 11월에는 한국학교 후원의밤 디너쇼(가수 이
미배 초청)를 Marriott 호텔에서 가졌으며, 2009년 2
월에는 한인대보름잔치 (가수 하청일 초청)를 성대
히 가졌다.
• 2008년에는 6.25참전용사(KWVA) 주최로 1953년 7월
27일 한국전 휴전 55주년 기념비 제막식이 알버커키
시에 있는 메모리얼 Park에서 각 교회 연합예배 및 야
유회를 교민들의 도움으로 음식을 나눴으며 전통무용
공연을 가졌다.
• 2008년 12월에는 불우이웃돕기 송년의 밤을 주LA총
영사관 김재수 총영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인회관에
서 가졌다.

제 13,14대: 2009-

• 제
 13대 한인회장으로 김두남 회장이 선출되었고 이사
장으로는 정종연 씨가 선출되었다.
• 2009년 3월부터 한인회 회보 ‘광야의소리’를 연합감리
교회 후원으로 매달 발행되어지고 있다.
• 6월부터 9월초까지 한인회관 건물 내부 리모델링이
있었다. 공사비는 3만불이 들었으며 회관 내부의 구
조변경과 부엌을 크게 확장하고, 2개의 화장실 및 천
장(Ceiling)을 새로 만들었으며 회관건물지붕(Roof)도
새것으로 바꾸었다. 에어콘도 새로 구입하였으며 회
관 뒤쪽으로 창고를 장만했다.
• 2009년 10월 제 2회 추석맞이 김치축제
• 2010년 2월 대보름잔치 행사에서는 이옥주씨에게 뉴

•

•
•
•

•

멕시코주 한인회 홍보대사직을 임명하였다.
2010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6.25참전용사들
을 초청하여 함께 한인야유회를 Don Juan de Onata
Park에서 가졌다.
2010년 5월 16일 아시안 페스티벌을 Civic Plazz에서
가졌다. (태권도, 지전춤, 한복 패션쇼)
2010년 9월 제 3회 추석맞이 김치축제
2011년 2월 김두남 회장이 제 14대 회장으로 연임되었
으며 5월에는 제14대 회장단 및 이사 임명식을 가졌으
며 감사장도 수여하였다.
2011년 5월 15일 아시안 페스티벌 을 Civic Plazz에서
가졌다. 다양한 공연 (부채춤, 장구춤, 태권도,)과 한국

•

•
•
•

전통 문화를 알리는 전시회 및 모범학생으로 양기훈
학생이 시장상을 수상하였다.
2011년 6월 6.25참전 기념 행사가 Memorial Park에서
참전용사 협의회 주최.한인회 협력으로 성황리에
치뤄졌다.
2011년 7월 한인회관 입구를 새롭게 단장했다. (간판,
우편함, 외벽 페인트, 라잇 등 )
2011년 9월 제 4회 추석맞이 김치축제
2011년 11월에는 한인회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뉴멕시코주한인총람’을 1,200권 발행하여 뉴멕시코주
교민에게 배부하고 미주 각 한인회에 배송하였다 .

[ 참고자료 1] 뉴멕시코주 한인회관 구입 모금 현황

◀ 한인회관 구입을 위해 한
인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후원
모금에 동참해 주었다.

▼재외동포재단으로 받은
후원금 5만불 수표

※이름을 밝히기 원치 않는 분들이 계셔서 흐리게 인쇄함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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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주 한인회 회장단 및 이사진

뉴멕시코주 한인회 회장단 및 이사진
임 원 진

고문이사진

회 장



김두남

수석부회장



임낸시
민명희

부회장




조한욱

이 사 진

박순삼



이경화

이사장 : 김 영 신

김준호



정풍자

부이사장 : 한 상 민

신광순

최

진

문상귀

조규자(L.C.)
기 획/서기

운영위원

이은주

김길자

김명주

김세갑

김숙이

김화순

민명희

임낸시

손말례

예

술

이선아

김두남

최

진

양태열

유지희

기

술

이성희

임낸시

김영신

윤태자

정근태

봉

사

김진화

이 선 아 (뉴멕시코 한국학교장)

조규자

조한욱

친

교

박연복

최원길

최

회

계

감

사

미주한국학교
뉴멕시코주 지역 )

손말례

협 회 장 :문상귀(

임낸시

홍보대사 : 이 옥 주 (뉴멕시코주한인회)

최 진

자문목사 : 김 의 석 (뉴멕시코주한인회)

윤태자

자문목사 : 노 강 국 (

로스 알라모스
산타페

)

뉴멕시코주 한인회 역대 회장
역 대

임 기

이사장

초대회장



박순삼



1987 - 1989

제 2.3대



이경화



1989 - 1993

제 4대



김준호

제 5대



이

탁



1995 - 1997

문만길

제 6대



안장환



1997



제 7대



정풍자



1997 - 1999



이인표

제 8대



신광순

1999 - 2001



최

제 9.10대



최

진



2001 - 2005



이정우

제 11대



이정우



2005 - 2007



유경준

제 12대



문상귀

제 13대



김두남

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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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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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 1995



김준호


이

탁

진

2007 - 2009

김두남

2009 - 2011

정종연

2011-

김영신

진

뉴멕시코주 한인회 연혁

뉴멕시코주 한인회 연혁
1979-1986년 	알버커키여성회(매년 여름International
Festival 참석)
1986년 4월
한인회창립의견모임 (김홍철 태권도장)
1986년 12.4	한인회창립준비위원회결성 (L.A.영사
관할-김기수 총영사 방문)
1987년 2.17	한인회창립준비위원회모임 (회칙초안 및
은행구좌 개설)
1987년 4.4 	뉴멕시코주한인회(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창립(알버커키 시-City of Albuquerque)
	한인회창립총회 박순삼 초대회장 임명
(L.A.영사관할-김기수 총영사 방문)
1987년 5.15 이사회모임 (한국의 밤 행사 논의)
1987년 8.1 	제1회 ‘한국의 밤’ Korean-Night SummerFest 87 행사 (Civic Plaza)
1988년 7.21 	제2회 ‘한국의 밤’ Korean-Night SummerFest 88 행사 (Civic Plaza)LA한국무용단
1989년 5.20	정기총회 제2대 이경화 한인회장 임명
1989년 7.29	제3회 ‘한국의 밤’ Korean-Night SummerFest 89 행사 (Civic Plaza)
1990년 2.18	‘한국의시간’ 프로그램 (Community Cable
Channel 27)
	매주1시간방영 5년 동안 KTE와 문화원
에서 프로그램공급
1990년 5.8	한인회 샤론여성합창단 및 어린이 무용단
조직
1990년 5.19	한인회 피크닉 (Rio Rancho)
LA정해문 영사방문 감사장-김세갑, 이인표
1990년 7.28	제4회 ‘한국의 밤’ Korean-Night
Summer-Fest 90 행사 (Civic Plaza)
(L.A.영사관할-박종상 총영사 방문)
1990년 9.15	ABQ, 양자회(Parent of Inter-Cultural
Adoption)감사패 증정-이경화 한인회장
1990년 10.18 	주정부 Corporation 등록 #1498229
1991년 1.20	아가페여성합창단 초청공연 (지휘:이경선)
1991년 2.22	IRS-501C(3) Tax Exemption/Non Profit
등록
1991년 3.11	정기이사회 제3대 이경화 한인회장 연임
한인회 회칙개정 및 영문회칙 인준
1991년 5월
한인회보발행 (5.6호)

1991년 6.29	제5회 ‘한국의 밤’ Korean-Night SummerFest 91 행사 (Civic Plaza)
	한인회 샤론 여성합창단 및 어린이
무용단 공연
1991년 11월 순회영사업무 (A-1 Market)
1991년 12월 망년회
1992년 9.26	제1회 Adopt A Highway Program
봉사활동 (I-25 2 Miles)
1992년 2월
한인회보 발행 (7호)
1993년 3.13 정기총회 제4대 김준호 한인회장 임명
1993년 5월
한인회보 발행 (8호)
1993년 6.5	제2회 Adopt A Highway Program
봉사활동 참여 (I-25 2 Miles)
1993년 6월
한인야유회 (Rio Rancho)
1993년 11월 정기이사회
1994년 2.27 대보름잔치
1994년 4월	제3회 Adopt A Highway Program
봉사활동 참여 (I-25 2 Miles)
1994년 12.12 크리스마스 축제
1995년 3.9	정기총회 제5대 이탁 한인회장 임명
(한국정부-봉사상장 김세갑)
1995년 8.26 정기이사회
1995년 9.23 한인야유회 (Oak Flat Picnic Ground)
1995년 9.24 한인회장배 골프대회
1995년 10.14	제4회 Adopt A Highway Program
봉사활동 (I-25 2 Miles)
1995년 12.4 순회영사업무 (A-1 마켓)
1995년 12.19	동포간담회 (L.A. 총영사 관할 김항경
총영사 방문)
1995년 12월 ‘한국의시간’ TV방송 중단
1996년 1월
한인회보발행 (9호)
1996년 3.3
대보름잔치 (Yen Ching)
1996년 5.4
순회영사업무 (아리랑 마켓)
1996년 5.11	제5회 Adopt A Highway Program
봉사활동 (I-25 2 Miles)
1996년 9.12 정기이사회
1996년 9.14	제6회 Adopt A Highway Program
봉사활동 (I-25 2 Miles)
1996년 10.26 순회영사업무 (A-1 마켓)
1996년 12월 한인회보 발행 (10호)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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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2.10	동포간담회 (박건우 주미대사/박태회
총영사 방문)
1996년 12.29 송년 의 밤
1997년 4월
정기총회 제6대 안장환 한인회장 임명
1997년 8.4
안장환 한인회장 사임제출
1997년 10.25 임시이사회 제7대 정풍자 한인회장 임명
1998년 4월
한인회보발행 (11호)
1998년 6.20 경로관광
1998년 12.22 순회영사업무
1999년 2.27 대보름잔치
1999년 4월
정기총회 제8대 신광순 한인회장임명
1999년 6.5
한인야유회 (‘단’ 사물놀이초청)
1999년 12월 순회영사업무
2000년 2월
대보름잔치
2000년 4월
이사회 (최진 이사장님 댁)
2000년 5월
한인야유회 (알버커키)
2000년 5월
로스알라모스 Los Alamos 화재
	한국가정 화재민 Santa Fe 피신중에
위로방문 및 음식/식료품 기증
2000년 7월
한국학교 통합의견 합의모임
2000년 8월
오클라호마 이재민 Red Cross 모금전달
2000년 10월	동포간담회 (LA 총영사관할 총영사 방문)
2000년 11월	L.A.신문에 뉴멕시코주 홍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2001년 4월
정기총회 제9대 최진 한인회장 임명
2001년 10.30 정기이사회
2002년 2.10 임시이사회
2002년 2월
뉴멕시코주한인록발간 (발행인:김두남)
2002년 4.7
한인회봄잔치 독일클럽 (사회:이옥주)
2003년 4월
정기이사회 제10대 최진 한인회장 연임
2003년 8월	한인회관 세입 9607 Menaul Blvd.NE
ABQ, NM 87112
2003년 9월	한국학교통합 및 개강 (각 교회에서
동의함) 교장 김영임
2003년 10월 한인회관 개관식
2004년 10.27 한미크럽 (어버이회) 첫모임
2004년 12월 송년 의 밤 (한인회관)
2005년 1월
정기이사회 (한인회관)
2005년 2월	정기총회 및 한인회장 투표 (이정우 신임
회장 결정)
2005년 4월
제 11대 이정우 한인회장 취임
2005년 8월	한인회 홈페이지 개설
www.kaanm.com (이성희 웹매스터)
2005년 10월 순회영사업무 (한인회관)

22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2005년 11월	서남부 연합회 총회(L.A. 총영사 관할
이윤복 총영사 참석)
2006년 1월
한인회관구입
2006년 11.3 Vox Koreana 신문 협력관계 구축
2006년 12월 송년 의 밤 (한인회관)
2007년 1월	제1회 뉴멕시코 교역자협의회와
한국학교이사 상견례
2007년 1월
정기이사회
2007년 2월	제 11회 한국어 능력시험 시행
(Test of Proficiency TOPIK) 한인회관
2007년 2월	정기총회 - 회장 투표(신임회장 문상귀)
2007년 5.20 제 12대 문상귀 한인회장 이취임식
2007년 5월
순회영사업무 (한인회관)
2007년 7.27	6.25 참전 용사 협의회 주최 55주년 휴전선
기념비 제막식(KWVA) Memorial Park
2007년 9월
코리언저널 한인회보 발행 (제1호)
2007년 10.20	제1회 김치 축제 각 한인단체 후원
순회영사업무 (L.A. 총영사 관할
최병호 총영사 방문)
2007년 11월	뉴멕시코 한국학교 후원의 밤
(가수 이미배 콘서트- Marriott Hotel)
2008년 1월	제2회 뉴멕시코 교역자협의회와
한국학교이사 상견례
2008년 5월	아시안 페스티벌 (Asian Festival)
Civic Plaza
2008년 10월 순회 영사업무 (한인회관)
2008년 11월 코리언저널 한인회보 발행 (제2호)
2008년 12월	불우이웃 돕기 송년 의 밤
(L.A. 총영사관할 김재수 총영사 방문)
2009년 1월	제3회 뉴멕시코 교역자협의회와
한국학교이사 상견례
2009년 1월
정기이사회 신임회장 김두남 선출
2009년 2월	아시안-아메리칸 Asian/American day
(Santa Fe Capitol House)
2009년 2월	총회 및 한인대보름 잔치
(가수 하청일 디너쇼- Marriott Hotel)
2009년 3월	코리언 저널 ‘광야의 소리’
(감리교회 후원) 연계되어서 발행
2009년 4.19	제13대 김두남(Kim T. Young)
한인회장 이취임식
2009년 4월
운영자금 바자회 4,5,6월 (한인회관)
2009년 4월
순회영사업무 (한인회관)
2009년 5.17	아시안페스티벌 (Asian Festival)
Civic Plaza (이선아 예술부장 공연)

2009년 5,6월 ‘광야의 소리’ 발행(5,6월호)
2009년 6.20	한인회장단 동정
황세희 Mrs. NM Pageant참석
2009년 7월
‘광야의 소리’ 발행(7월호)
2009년 7-9월 한인회관부수공사(리모델링)
2009년 7.18	한인회장동정 아시안협의회 건축 모금
공연 참석
2009년 7.19
뉴멕시코성결교회 창립예배(한인회관)
2009년 8-10
‘광야의 소리’ 발행 (8-10월호)
2009년 9.18-20 	한인회장동정 미주한인총연합회 참석
2009년 10.1
어버이회 추석잔치 (한인회관)
2009년 10.3	제2회 김치 축제 각 한인단체후원
2009년 11.18 순회 영사업무 (한인회관)
2009년 11월
한인회장배 골프대회
2009년 11월
‘광야의 소리’ 발행 (11월호)
2009년 12월
불우이웃돕기 송년 의 밤 (한인회관)
2009년 12월
‘광야의 소리’ 발행 (12월호)
2010년 1월	제4회 뉴멕시코 교역자협의회/
한국학교이사 상견례
2010년 1월
‘광야의 소리’ 발행 (1월호)
2010년 2.28	대보름잔치 및 이옥주 홍보대사 임명
(한인회관)
2010년 2월
‘광야의 소리’ 발행 (2월호)
2010년 3월	한인회장동정 미주총연합회 및
서남부총회 참석 (L.A.)
2010년 3월
‘광야의 소리’ 발행 (3월호)
2010년 3,4월 Census 인구조사 한인회관 오픈
2010년 4.9	동포간담회 (L.A. 총영사관할
김재수 총영사 방문)
2010년 4.10
순회 영사업무 (한인회관)
2010년 4.19	Las Cruces NMSU대학 한국의 날 참석
(김두남 회장/이회정씨 고전무용)
2010년 4.29
한인회장 동정 EEOC Meeting 참석
2010년 4월
‘광야의 소리’ 발행 (4월호)
2010년 5.8	한인야유회 (6.25참전용사초청/
Maori호주전통댄스초청)
2010년 5.16	아시안페스티벌 (Asian Festival) Civic
Plaza (이선아 예술부장 공연)
2010년 5.31	한인회운영자금 한인골프대회
(수상식 한인회관)
2010년 5월
‘광야의 소리’ 발행 (5월호)
2010년 6월	한인회장동정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
2010년 6-9월 ‘광야의 소리’ 발행 (6-9월호)
2010년 9.25	제3회 김치 축제 각 한인단체 후원

(한인회관 및 주차장)
2010년 10월 Garage Sale 한인회관 주차장
2010년 11월 한인회관운영자금바자회 (김치)
2010년 11월 ‘광야의 소리’ 발행 (10,11월호)
2010년 11.4 한인회장 배 골프대회
2010년 11.12-14 한인회장 동정 미주총연합회
한인여성회장 모임참석 (L.A.)
2010년 11.20 순회 영사업무 (한인회관)
2010년 11.23 감사절음식 (6.25참전용사초청)한인회관
2010년 12.4	한인회장 동정 OC/SD 평통주최
제1회 청소년 백일장참석 (AZ)
(NM입선작 양기훈 학생)
2010년 12.8	동포간담회 (L.A. 총영사관할 김재수
총영사 방문)
2010년 12.14 크리스마스 축제 ( 한인회관)
2011년 1월
‘광야의 소리’ 발행 (1월호)
2011년 1.29 정기이사회 김두남 회장 연임 결정
2011년 2.3
구정음식나눔 (한인회관)
2011년 2.12-13 한인회관 운영자금 바자회 (만두)
2011년 2.17	대보름잔치 최귀분 외 7분의 후원(6.25
참전용사 초청 )
2011년 2.20 정기총회 사업 및 회계 보고 (한인회관)
2011년 2.23	아시안-아메리칸 Asian/American day
(Santa Fe Capitol House)
2011년 3,4월 ‘광야의 소리’ 발행 (3,4월호)
2011년 4.4
순회 영사업무 (한인회관)
2011년 4.8-10	한인회장 동정 미주총연 차세대리더
포럼 참석(LA)
2011년 4.18	제5회 뉴멕시코 교역자협의회/ 한국학교
이사 상견례
2011년 5.1	제14대 회장단 및 이사 임명식
2011년 5.15	아시안페스티벌 (Asian Festival)
Civic Plaza (이선아, 이희정 공연)
2011년 6월	‘광야의 소리’ 발행 (6월호)
2011년 6월	한인회장 동정-한민족대회(중국),
세계한인회장대회(한국) 참석
2011년 6.25 6.25참전기념행사, Memorial Park
2011년 7-9월 ‘광야의 소리’ 발행 (7-9월호)
2011년 9.10	임시이사회(이사장 김영신, 부이사장 한상민)
2011년 9.13 순회 영사업무 (한인회관)
2011년 9.24	제 4회 김치 축제 각 한인단체 후원
(한인회관 및 주차장)
2011년 9,10월 ‘광야의 소리’ 발행 (9,10월호)
2011년 11월 뉴멕시코주한인총람 발행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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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주 한인회 | 부설: 어버이회

뉴멕시코주 한인회 어버이회 나들이 (윤태자씨 자택, 2008년)

뉴멕시코주 한인회 부설 어버이회
지난 2004년 봄부터 어르신들을 공경한다는 취지에서 발족
되어 김화순 초대 회장을 시작으로 신경일, 안교정, 최선남 회
장으로 이어지면서 매주 수요일 마다 모임을 가지고 있다. 요
리솜씨대회, 온천여행, 피크닉, 빙고게임,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많은 회원들로 부터 각광을 받고 있
다. 현재 2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동네 사랑방처럼 서로 위로
하며 어른으로서 조언도 아끼지 않고 있다.
• 일시: 매주 수요일 11am-3pm
• 장소: 뉴멕시코주한인회관
요리솜씨대회 (한인회관, 2009년)

뉴멕시코주 한인회 어버이회 온천여행 (T or C,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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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름 잔치행사중 어버이회원들이 전통 한복을 입고 기념촬영(2010년)

부설: 한국학교 | 뉴멕시코주 한인회

뉴멕시코한국학교 피크닉 (2010년)

뉴멕시코주 한인회 부설 한국학교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을 위해 2003년 가을 학기부터 각
교회에서 해오던 한국학교를 통합한 한국학교는 김영임 초대
교장을 시작으로 김수연, 문상귀, 전옥미, 이선아 교장까지 이
어 오면서 학생들의 한글교육을 지도하고 있다. 한글교육의
절실함과 뿌리교육과 민족의 혼을 잇고 타 커뮤니티에도 한글
을 전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일시: 매주 토요일 9:15am-12:15pm
매주 수요일 6pm-8pm
• 장소: 뉴멕시코주한인회관
(505) 271-1777, www.kaanm.com
뉴멕시코한국학교 피크닉에서 학생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2010년)

뉴멕시코한국학교 종업식에서 학생들이 수료증을 들고 다함께 (2011년)

뉴멕시코한국학교 교사진 (2011년)
뉴멕시코주한인총람

25

뉴멕시코주 한인회 | 제14대 임명식

제 14대 회장단 및 이사 임명식에 참석한 임원과 이사진들 (2011년)

초대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는 김두남 회장 (2011년)

임명식을 진행하는 홍보대사 이옥주씨 (2011년)

왼쪽부터 조한욱 부회장, 김영신 이사, 김두남 회장, 조규자 부회장 (2011년)

사회를 보는 홍보대사 이옥주씨와 소감을 전하는 김두남 회장(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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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이취임식 | 뉴멕시코주 한인회

13대 이취임식에서( 왼쪽 뒤 시계방향- 신임회장 김두남, 신광순(8대), 문상귀(12대), 이정우(11대), 김준호(4대), 이경화(2,3대), 박순삼(초대회장), 최진(9,10대) (2009년)

이취임식을 준비하는 한인회 임원들(2009년)

피닉스 한인회 김혁환 회장, 김재권 회장, 문상귀(전 임), 김두남 신임 회장(2009년)

부채춤으로 축하공연하는 황세희 전 미스코리아(2009년)

제 13대 뉴멕시코주 한인회장 축하케익(2009년)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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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주 한인회 | 한국의밤

한국의 밤
›› Summerfest ’87 Korean Night
Albuquerque City에서는 매년 여름 Central
Ave. /4th St.에서 International Festival을 주
최 하였는데 풍자 브로더씨의 노력으로 한국
을 대표해서 1970년말에서 1980년초의 기간
중 수년동안 참가해 왔다. 알버커키시에서는
이 행사를 보다 크게 확장해서 자리를 Civic
Plaza로 바꾸고 여름철 매주 토요일을 Summerfest란 이름으로 각 나라별로 하는 Festival
행사로 바꾸었다. Summerfest에 참여하려면
한 나라가 4시간의 전 프로그램을 도맡아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인원과 후원이 필
요하게 되었다.
1986년 12월초 로스앤젤레스에서 김기수 총영사님
이 알버커키에 방문하셔서 Central Ave.에 있는 풍자 브
로더씨의 식당, Miki’s Restaurant에서 이십여명 이지역
의 유지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의 문
화를 이곳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Summerfest- Korean
Night’ 행사 참여에 대한 구상을 토의하게 되었었다. 이
와 같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교민의 힘을 모을수
있는 한인회의 창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한인
회를 창립하자고 결정하고 한인회창립 준비 위원장으
로 이경화씨가 선
출되었다. Summerfest ’87 -한국
의 밤 행사에 한
인회의 이름으로
참여할 계획하에
2월 17일부터 한
▶Kirtland Air Force
Base에서 나오는 Focus
신문에 낸 ‘한국의 밤’을
알리는 광고. 현대자동차
를 판매하는 Ken Johns
Hyndai 와 Kim’s Tae
Kwon Do가 후원자였음
을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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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c Plaza에서 한국 가곡 공연을 하였다. 38명으로 구성된 알버커키 침례교
회와 감리교회의 연합 성가대가 한국민요와 가곡을 불렀다.
지휘: 박상일 피아노: 김증규

국의 밤 행사 준비를 오찬석, 안장환, 서종태 준비위원
과 시작 하면서 한인회의 창립에 필요한 준비작업도 함
께 시작했다. 그 결과로 1987년 4월4일 뉴멕시코주 한인
회 창립 총회를 약 150여명의 한인이 모인가운데 Mesa
Verde Community Center(7900 Marguette Ave. NE)에
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LA 공관의 김기수 총영사님도
참석 하셨다. 초대 회장 후보로 이탁씨와 박순삼씨 두
분이 추천되었고 투표결과 박순삼씨가 초대회장에 선
출되었다.
한인회 주최로 제1회 ‘한국의밤’ 행사를 준비하기로 5
월15일 이사회에서 가결하고 ‘한국의밤’ 행사 준비위원
장에 이경화씨가 임명되었다. 1987년 8월1일 다운타운
City Plaza에서 첫 Summerfest ’87-Korean Night행사를
뉴멕시코주 한인회 주최로 치를 수가 있게 되었다. 알버
커키시청의 Summerfest 담당자는 약 6천명의 시민이 4
시간의 Korean Night에 다녀간 것으로 추산했다. 무대
공연과 태권도시범에 참가한 인원만도 총 88명이였고
7개의 식당에서 수고한 사람과 Booth 담당Volunteer들
을 모두 합하면 150명이 넘는 교민과 유학생이 이 행사
를 도왔다고 추산된다. Ken Johns Hyundai와 Kim’s Tae
Kwon Do가 후원자로 이 행사를 도왔다.

한복쇼 (모델 김화순)

한국의 밤 행사에서 한국 고전무용을 선보이고 있다.

감리교회 드링크 판매팀이 마련한 Drink Sales Booth.

관중들의 큰 호응을 얻은 김윤범 도장 학생들이 태권도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하모니카로 한국과 미국 민요를 부르는 이경화씨.

Channel 13 News와 인터뷰를 하는 Ku’s School of Cooking의 권구자씨.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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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주 한인회 | 한국의밤

›› Summerfest ’88 Korean Night
행사가 시작된지 한시간도 안되었을때 시작된 소나기
폭우로 인해 88년도 한국의 밤 행사는 중단되었다.

Korean Night에서
MC를 맡은 Mrs.
Jeanne Elmhorst.

LA에서 온 한국무용단이 고전무용을 선보이고 있다.

›› Summerfest ’89 Korean Night

한국민요와 가곡을 부르는 침례교회, 감리교회 합동 성가대.
지휘: 강재원, 반주:장영선.

Drink Sale은 세교회팀이 맡아서 각자의 fundraising 역할을 하였다.
한인천주교 교인 Catholic Community팀.

김스 태권도장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

한인회 어린이 고전무용팀 (지도 남숙인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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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한국의밤 행사 프
로그램.

한복 소개를 하는
강사희씨.

›› Summerfest ’90 Korean Night

‘90년 한국의밤 행사를 알리
는 전단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오신 박종상 총영사님과 사회를 맡은 지니엠홀스트와
의 인터뷰.

침례교회 성가대의 합창. 지휘는 강재원씨.

어린이의 고전무용. 무대앞에 걸려있는 Korean Night라고 쓴 휘장
(현재 한인회관 입구에 걸려 있음)은 89년의 휘장을 기초로 Redesign했다.
(Designer: 이정옥교수)

태권도 시범마치고 관중에게 인사를 하는 시범단.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한 많은 시민들.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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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간’ 케이블 TV 방송(CCC27)
한인회는 케이블 TV 방송 Community Cable Channel 27을 통해서 ‘한국의 시간’을 1990년 2월 18일 부터 매주 일
요일 저녁 1시간씩 방영을 시작으로 해서 약 5년간 이 지역사회에 한국을 소개하였다. 프로그램 공급은 LA의 한국 문
화원 과 KTE(Korean Television Enterprise), 그리고 한국의 KBS에서 지원해주었다. 편집은 김세갑씨가 하였고 관련
된 사무는 이옥주씨, 방송전반의 책임은 이경화씨가 맡아서 하였고 Local Program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기도 하였
다. 아나운서로는 김영광씨와 박민화씨가 수고했다. 이때 방영한 KBS프로그램으로는 가요무대, 손자병법, 사극 한
명회 등이 있었고 문화원에서 공급해준 프로그램으로는 대한뉴스가 포함되었다.

어린이 합창 ‘아리랑’ 노래로 시작된 방송을 알리는 첫 화면.

‘고향의 봄’ 합창으로 방송을 끝내는 마지막 화면.

침례교회 신종은 목사와 김영광 아나운서와의 대담(1993년)

2마일 청소 구간을 알리는 뉴스를 제작하는 리포터 김영광과 촬영 김세갑 씨.

32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하이웨이 청소를 하는 한인회원들. I-25/Paseo del Norte 근처(1993년)

방송프로그램 편집실에서 한인회 공지사항을 녹화하는 이경화 회장.

Local Program을 위해 촬영중인 김세갑씨.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종일 목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박민화 아나운서.

CCC27 Newsletter에 나온 ‘한국의 시간’ 방송을 소개하는 기사(1990년)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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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박종상 총영사(오른쪽에서 두번째) 내외분과 이경화 한인회장이 뉴멕시코주 Carruthers주지사를 방문하여 기념촬영(1989년)

한인회 이사회 모임(2008년)

한인회 임원회 모임(1993년)

한인회 임원진(1999년)

‘한인봄찬치’를 마치고 회장단 기념촬영(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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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복 LA총영사(가운데)와의 동포간담회 (2005년)

이윤복 LA총영사와 뉴멕시코주정부 방문(2005년)

서남부총연회장님들과 미주총연총회장과의 한인회관에서 만찬회(2005년)

서남부 연합회 환영사(2005년)

뉴멕시코주한인회관 대청소(2008년)

뉴멕시코주한인총람

35

뉴멕시코주 한인회 | LA총영사관

김재수 LA총영사(가운데)와의 동포간담회.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Jerry Chapman 6.25참전용사 회장(2010년)

신연성 주LA총영사(가운데)와 함께(2011년)

한인회관에서 순회 영사업무(2010년)

김재수 LA총영사와의 동포간담회(2010년)

매년 2회 한인회관에서 영사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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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장 활동 | 뉴멕시코주 한인회

세계한인회장대회 중 청와대를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기념촬영(2011년)

제24대 김재권 총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뉴멕시코주 전 현직 한인회장들(2011년)

FTA 업무차 뉴멕시코주를 방문한 한덕수 주미대사(왼쪽에서 두번째)와
뉴멕시코주 주요 인사들(2011년)

제 9차 해외한민족대표자회의에 참석(북경, 2011년)

일본 지진피해 성금을 교역자협의회로 부터 전달 받고 있다(2011년)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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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소재 Ktv한인방송국과의 인터뷰(2010년)

경기소리 무형문화재 31호 임정란 선생(앞줄왼쪽)과 함께(2010년)

아시안커뮤니티(김화순 회장) 후원모금공연후 무용단과 기념촬영(2009년)

뉴멕시코주한인회장배 골프대회(2010년)

아시안아메리칸데이에 참석한 Tim Keller의원과 함께(2009년)

호주에서 빅토리아한인회 김성수 회장(오른쪽)과 함께 (2010년)

아시안아메리칸데이에서 한국의 전통음식을 소개하는 김두남 회장 (2011년)

라스쿠르시스 NMSU 한국의날 교민들과 함께 (2009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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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의날 퍼레이드에 참석한 미주총연합회 회장단들(2009년)

LA한국의날 퍼레이드에서 남문기 미주총연합회 회장과 함께(2009년)

해외한민족대회에서 김재수 전 LA총영사와 함께(북경, 2011년)

해외한민족대회에서 만리장성을 방문한 여성회장들과 함께(2011년)

EEOC회의에 참석(2009년)

세계한인회장대회 중 스위스 강성희 한인회장(왼쪽)과 함께(2011년)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차세대포럼리더’중 프레즈노에 건립된 ‘독립문’ 방문 (2011년)

미주한인회총연합회 24대 총회장 선거 현장에서(시카고, 2011년)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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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주 한인회 |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우측부터 김두남 회장, 권영건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진 국회의원,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김성곤 국회의원, 조규자 부회장 (2011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주최 오찬회에 참석한 미주한인회 회장들(2010년)

세계한인회장대회 중 월드컵을 응원하는 회장단들. 무대화면은 김두남회장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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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부연합회 회장들과 김성곤 민주당 국회의원(중앙) (2010년)

한국 동포신문에 실린 세계한인회장대회 기사(2010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뉴멕시코주 한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 15기 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 출범식에서 단체 촬영(2011년)

평통신년하례식에서 평통임원들과 북한 탈북자예술단(2010년)

뉴멕시코주평통상에 입선한 양기훈 학생과 안영대 평통회장(2010년)

제15기 평통 출범식. 한광성 15기 OC/SD 평통 회장, 김두남 회장(2011년)

제15기 평통 출범식. 문상귀 회장, 신연성 총영사(LA), 김두남 회장(2011년)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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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주 한인회 | 김치축제

미 ABC방송국에서 김치축제를 취재하고 있다.(2007년)

제1회 김치축제시작을 알리는 리본커팅(중앙이 최병효 LA총영사) (2007년)

김치축제기념 축하 공연을 하고 있는 황세희씨(2007년)

김치축제를 도와준 각 단체 봉사자들 (2007년)

전통혼례예식을 선보이는 뉴멕시코주 UNM 한국 학생들(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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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축제 참석자들에게 김치와 함께 음식을 나눠주고 있다 (2010년)

오프닝으로 전통 무용을 공연하는 김미경씨(2009년)

김치축제기념 축하 공연중 부채춤을 선보이는 이희정씨(2010년)

전통 공예품을 전시하고 있는 김치축제장 (2009년)

한국 태권도를 시범하고 있는 블랙맨 도장 회원들 (2010년)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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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주 한인회 | 아시안 페스티벌

뉴멕시코주 알버커키 시 Civic Plaza에서 열린 ‘아시안페스티벌’ (2011년)

탈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부부(2011년)

이희정 씨의 장구춤 공연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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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공예품 전시장에서 한국음식도 선보임(2010년)

이선아 예술부장의 부채춤 공연 (2011년)

대보름잔치 및 홍보대사 임명식 | 뉴멕시코주 한인회

대보름잔치 행사 및 홍보대사 이옥주씨 임명식 기념 촬영 (2010년)

홍보대사 이옥주씨에게 위촉패를 전달하고 있다(2010년)

홍보대사 이옥주씨와 한인회 회장단(2010년)

대보름잔치 축하공연 (이선아 예술부장, 인디아 전통춤) (2010년)

축하공연으로 김기천 목사와 강선희씨의 이중창 (2010년)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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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주 한인회 | 피크닉

뉴멕시코주 한인회에서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가진 피크닉 (2010년)

한인회 피크닉 행사중 Maori 호주 전통 댄스팀 초청 공연 (2010년)

뉴멕시코주한인회 피크닉(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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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용사 가족들과 함께 피크닉(2010년)

바자회 | 뉴멕시코주 한인회

만두 바자회(2011년)

만두 바자회(2009년)

브리토 바자회(2011년)

김치 바자회(2010년)

불고기,송편 바자회(2011)
뉴멕시코주한인총람

47

뉴멕시코주 한인사회 | 활동 및 행사

2008년 한국전쟁 기념비 제막식
뉴멕시코주의 한국전쟁 참전 퇴역 군인회에서는한국
전쟁 기념비를 세웠었다. 한국전쟁 휴전 제 55주년이되
는 2008년 7월 27일을 기해 제막식을 뉴멕시코 Veterans’
Memorial (1100 Louisiana Blvd. SE에 소재)에서 한국전
참전 퇴역군인과 가족, 주 정부 관계자 그리고 한인회와
교민을 포함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한국전쟁에서 공을 세운 바 있는 Hiroshi Miyamura씨
는 제막식에서 말하길 “이 기념비야 말로 진작 세워졌어
야 되었는데 이렇게 늦게 건립되어 이 기념비를 보지못
하고 세상 떠난 동료들이 아쉽다”고 했다. 뉴멕시코 Gallup에 거주하는 Miyamura씨는 한국전쟁때 기관총 사수
였는데 그가 소속된 부대가 중공군에게 포위당했었다.
그때 동료군인을 모두 후퇴하게 하고 혼자서 적과 기관
총으로 대항하여 동료 군인들을 모두 무사하게 퇴각하
게 하였다.중공군 50여명을 막아냈으나 탄알이 다 떨어
지자 끝내는 육박전까지 벌리며 저항했다. 그러나 다행
히도 죽지않고 포로로 잡혀 이북에 있는수용소에서 2년
을 보내고 휴전이 되자 판문점을 통해 포로교환으로 돌

연합 야유예배로 모인 후 한국전쟁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한 교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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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비 제막식을 하는 김두남 회장(왼쪽)과 김영임 씨.

아온것이다. 그의 희생정신과 용감성은 높이 평가받아
서 곧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받았다.
뉴멕시코주에서만도 2만여명의 미국군인이 한국전
쟁에 참전했고 이중 189명은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
었다.

역대 회장들의 이름을 새겨 놓은 벽돌들.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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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주 한인사회 | 활동 및 행사

6.25 참전용사 가족과 함께 추수감사절 음식을 나눈 후 기념촬영(2010년)

모범상을 수여한 양기훈 학생과 알버커키시장(Berry) (Asian Festival 2011)

모범상을 수여한 임성재 학생과 알버커키 시장(Martin Chaze) (Asian Festiva 2009년)

뉴멕시코 한국학교 후원의 밤

이미배 콘서트
Lee Mibae Concert

일시: 2007년 11월 25일(일요일)
저녁 6시
장소: Marriot Pyramid North Yucatan Hall
주관: 뉴멕시코주 한인회

뉴멕시코 한국학교 후원의 밤을 위한 이미배 콘서트(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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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대보름잔치를 위한 가수 하청일 초청 디너쇼(2009년)

6.25참전기념 행사에서 참전용사와 함께 기념촬영(2011년)

Mrs. New Mexico Pageant에 참가한 황세희(맨 왼쪽)씨(2009년)

2010 인구센서스 봉사자들(2010년)

한국을 빛낸 마라토너 황영조씨.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왼쪽에서 두번째) 한인회 방문 중 함께(2002년)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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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주 한인사회 | 교계

박인배 선교사 일본선교 보고 후 여러 교회 교우들과 함께 기념촬영(2010년)

뉴멕시코성결교회 창립예배를 위해 특별찬양하는 목사님들 (2009년)

부활절 새벽연합예배에서 연합성가대 합창(교역자협의회, 2011년)

뉴멕시코주 교역자 협의회 소개
뉴멕시코 교역자 협의회는 2005년 5월 16일 창립총회를 열고 조권
능 목사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면서 출발됐다. 본 회의 취지는 뉴멕
시코에 거주하는 한인 목회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개교회의 발
전을 위한 교육 및 전도사업에 상호 협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을 전파하기 위해 서로 적극 협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뉴멕시코주 내의 개신교 한국인 목사로 안수받은 자로
서 개신교의 전통과 역사성을 인정하고 교계로부터 이단 시비를 받지
않는 건전한 교단의 교역자들로 매달 세째주 월요일마다 각교회를 돌
아가면서 모임을 갖고 있다. 현 4대 임원단은 회장 윤성열목사,총무
김의석 목사, 회계:전종철 목사가 역임하고 있다. (문의:총무 김의석
목사(david.kes@hotmail.com),(505)-903-2297)
뉴멕시코교역자협의회모임(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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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속표지

뉴멕시코주 관광안내
화이트 샌드 내셔널 모뉴먼트
White Sands National Monument

칼스베드 케번스 국립공원
Carlsbad Caverns National Park

벤델리어 내셔널 모뉴먼트
Bandelier National Monument

산타페
Santa Fe

타오스
Taos

알버커키
Albuquerque

페트로그립 내셔널 모뉴먼트
Petroglyph National Monument

텐트록 내셔널 모뉴먼트
Kasha-Katuwe Tent Rocks National Monument

차코문화 국립역사 공원
Chaco Culture National Historical Park

뉴멕시코주 관광안내

화이트 샌드 내셔널 모뉴먼트
White Sands National Monument
신비롭게 하얗고도 하얀 모래언덕! 마치 눈 같이 희
다고 할지, 흰 설탕 같이 하얗다고 해야 할지? 흰 모래
의 높은 파도가 몰려오는듯한 경치를 볼 수있는 화이트
샌드(White Sands)는 뉴멕시코주 남쪽 알라모고르도
(Alamogordo)시 근처에 있다. 일년동안에 이곳을 찾아
오는 관광객의 수는 40만에서 60만명 사이로 뉴멕시코
주에 있는 모뉴먼트(Monument) 공원중에서 최고로 인
기있는 곳이다. 지질학자의 말에 의하면 툴라로사 분지
(Tularosa Basin)라고 부르는 이 지역은 약 2억5천만년
전에는 얕은 바다였는데 융기현상으로 고원지대가 되
었고 동서 양쪽의 산에서 흘러들어오는 개울물에 녹아
서 들어오는 석고(Gypsum)물질이 분지에 있는 호수로
들어와 바닥에 가라앉아 석고층을 만들었다고 한다. 가
뭄으로 호수물
이 증발되어 석
고층이 많이 노
출되었는데 바
람에 의해서 석
고 모래가 불려
서 어느만큼 이
동하다가 땅에
떨어져 모래 언
덕을 만들게되
어 오늘의 흰
▲ 흰 석고 모래밭에서 자라는 Yucca.
모래 언덕을 만들었다고 한다. 엄격히 말하면 보통의 모
래가 아닌 석고모래라고 불러야 된다. 그런까닭에 색깔
이 신비로울 정도로 하얀것이다. 이 언덕은 지금도 바
람에 의해서 매년 30피트정도씩 이동하며 언덕의 모양
도 계속 변하고 있다. 모래언덕이 차지하는 면적은 무려
300평방 마일이다.
화이트 샌드 내셔널 모뉴먼트 (White Sands National
Monument)로 가는 길은 뉴멕시코주의 남쪽에 있는 라
스크루시스(Las Cruces)에서 간다면 70번 하이웨이를
타고 52마일 동북쪽으로 가면 된다. 이 길은 근처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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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샌드 내셔널 모뉴먼트로 가는 길과 인근지역에 있는 관광명소.

▲ White Sands Monument공원의 약도.

는 미사일 기지에서 가끔 있는 미사일 발사시험을 할 경
우 70번 도로를 한 두시간 패쇄할 경우가 있음으로 여행
객은 도로 상황을 미리 Visitor Center에 문의해 보는것
이 좋을것이다(505) 679-2599. 알버커키에서 갈 경우에
는 I-25 고속도고로 소코로(Soccoro)를 지난 후 380번도
로로 바꾸어 동쪽으로 가다가 Carrizozo에서 54번 도로
로 남쪽으로 내려가 알라모고르도(Alamogordo)를 거쳐

인근지역에 있는 관광지

1. 화이트샌드 미사일 박물관

▲ White Sands National Monument 입구의 Sign.

70번 도로로 15마일 남서쪽으로 가면 Visitor Center에
이르게 된다. 알버커키에서 공원까지 226마일 되는 거
리다. 만일 Carlsbad Cavern을 구경하고 이곳을 방문한
다면 경치 좋은 82번 도로를 이용해서 알라모고르도로
들어 가는것이 좋다.
공원의 개장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르다. 여름철(매년
4월-9월에는 7:00am-9:00pm이며 입구에 있는 안내소
(Visitor Center)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다. 공
원 안까지 8마일 드라이브해서 들어 가면서 구경을 하
게 된다. Dunes Drive라고 부르는 이 길의 종점 지점에
는 넓은 주차공간과 피크닉 테이블들이 있다. 지붕이 있
어서 뜨거운 햇살을 가려준다. 사진에 취미를 가진 사
람에게는 산책로를 걸으면서 모래언덕과 거기서 자라
는 Yucca나무를 Sacramento, San Andres산을 배경으로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것이다. 이른 아침이나 해지
기 두시간 전 쯤이 사막풍경 사진찍기에 아주 좋다. Big
Dune Nature Trail은 1마일되는 쉬운 코스이며 Alkali
Flat Trail은 사진 애호가에게 권하고 싶은 Trail로서 왕복
4.5마일이 된다. Trail을 벗어나서 구경할 경우에는 GPS
나 나침반을 가지고 갈것을 권하고 있다. 모래밭 안에서
방향감각을 잃어버려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린아이들은 모래언덕의 경사진곳에서 썰매를 타
고 즐기기도 한다. 접시모양의 썰매는 안내소에 있는
Gift Shop에서 살 수 있다. 공원안에는 유리병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므로 플라스틱병물로 대신할 것도 유의
할 사항이다. 입장료는 $3이며 15살까지의 어린이는 무
료다. 공원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에서 상세한 것을 알아
볼 수 있다.
• 웹사이트: http://www.nps.gov/whsa

White Sands를 가는 길 또는 돌아 오는길에 들를 수있는
명소를 여기서 소개코져 한다. 화이트샌드내셔널 모뉴
먼트는 사실상 화이트샌드 미사일 실험장 (White Sands
Missile Range)안에 속해 있다. 미사일 실험장은 이지역
의 넓은 사막지대를 쓰고 있어 미 육군에 속한 기지중 가
장 큰 기지이다. 1945년에 있었던 최초의 원자폭탄 폭
발 실험도 이곳 안에 있는 Trinity Site에서 있었다.
화이트샌드 미사일 박물관(White Sands Missile Museum)은 미사일 실험장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활동을 일
반인에게 전시해 주는 박물관으로 과학에 관심있는 어
린이에게 보여줄만한 곳이다. 약 50종류의 로케트와 미
사일 모형이 박물관 앞 마당(Missile Park)에 전시되어 있
고 박물관안에는 2차대전때의 V-2 로케트에서 시작하

▲ 화이트샌드 미사일 박물관 앞 마당의 전시물
(Photo by AllenS: en.wikipedia.org)

여 여러가지 로케트 과학자료를 전시해 놓았다. 이 박물
관으로 가려면 White Sands National Monument 입구에
서 70번 도로로 약 30마일 남서쪽으로 내려가다가 Museum-Missile Park이란 안내판 있는곳에서 좌회전해서 4
마일을 남쪽으로 내려가면 된다. Las Cruces 에서 간다
면 70번 도로로 약 19마일동쪽이 된다. 입장료는 무료.
• 웹사이트: www.wsmr-history.org
뉴멕시코주한인총람

55

뉴멕시코주 관광안내

▲ 뉴멕시코 우주 항공 역사 박물관.

▲ Three Rivers Petroglyph Site 입구의 간판.

2. 뉴멕시코 우주항공 역사 박물관
보다 폭 넓게 우주 항공 분야에서의 뉴멕시코주의 활
동을 보여주는 박물관이 Alamogordo도시의 동쪽 산
밑에 있다. 이곳 역시 교육적 가치가 있는 들러 볼만한
곳이다. 뉴멕시코 우주항공 역사 박물관(New Mexico
Museum of Space History)이라고 부르는 이 박물관은
전시장으로 4층건물이 있고 별관 건물에는 대형 스크
린 IMAX영화관이 있다. 우주 항공 또는 일반 과학분야
의 좋은 프로그램 두가지를 교대로 매시간 상영한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을것이다. 박물관과 영화관 입
장료는 각각성인은 $6, 어린이는 $4.50이다. 찾아가는
길은 54번 도로로 Alamogordo시내에 들어간 후 New
Mexico School for the Visually Handicapped가 있는 곳
에서 Indian Wells Road로 들어 서서 산 쪽으로 끝까지
가면 된다.
• 웹사이트: www.nmspacemuseum.org

3. 트리 리버스 페트로그립 사이트
현대 과학과는 아주 대조적인 옛날 인디언 원주민이
남겨 놓은 역사적 유물에 관심이 있으면 Three Rivers
Petroglyph Site를 둘러보아도 좋을것이다. 이곳 50에이
커 지역에는 서기 900년에서 1400년경까지 살던 인디
언들이 돌에 여러가지 그림을 새겨 놓았는데 사람, 동
물, 새등의 그림과 추상적인 무늬와 도형 등 약 2만개가
넘는 그림(Glyph)이 바위에 새겨져 있다. 약 3마일 되는
Trail을 걸으면서 많은 그림을 볼 수 있다. 이곳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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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Rivers Petroglyph Site에 있는 바위에 새겨 놓은 그림들.

는 Alamogordo에서 54번 도로로 북쪽으로 약 30 마일
지점에 있다.
• 웹사이트: www.blm.gov/nm/st/en/prog/recreation/las_cruces/three_rivers.html

칼스베드 케번스 국립공원
Carlsbad Caverns National Park

칼스베드 케번스 국립공원(Carlsbad Caverns National Park)은 뉴멕시코주 남동쪽 칼
스베드(Carlsbad) 도시 근방에 있다. 세계적
으로 자랑 할만한 거대한 지하동굴이 있는
국립공원이다.
공원의 지하에 있는 석회암이 수천만년
동안 하수에 녹아 동굴이 형성되었는데 이
지역에는 약 300 개의 동굴이 확인되었는데
그중 116 개의 동굴이 공원 안에 있다. 그중
에서 몇개의 동굴만이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는것이다. 193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
었고 1995년 UNESCO 세계자연유산(World
Heritage Site)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매년 이
곳을 찾아오는 여행자수는 40만명 내지 50
만명이 된다. 공원은 사철 어느때나 방문
할 수 있고 동굴안의 온도는 계절에 관계없
이 항상 화씨 56 도(섭시 13 도)이므로 여름
에도 긴소매 옷을 입고 들어갈 것을 권한다. [그림1] 동굴의 단면도. 파랑, 빨강, 초록색으로 세가지 가능한 코스를 표시해 놓았다.
의 절반만 보고 돌아올 수도 있다. Wheelchair를 탄 사
동굴을 구경하는 방법으로는 걸어서 내
람도 코스의 2/3 정도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대표적
려가는 방법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두가지 방
인 경관으로 62ft 높이의 Giant Dome으로 이름지은 석
법이 있다. Visitor Center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
순(Stalagmite)과 그 옆에 있는 42ft 높이의 Twin Domes
가는 방법은 가장 편한 방법이고 대부분의 여행객이 택
석순이 있고 헤아릴수 없이 빽빽히 달린 고드름 같은 종
하는 방법이다. 입장시간은 여름철인 경우에는 8:30am유석(Stalactites)들 수정같이 맑은 연못인 Mirror Lake 등
4:00pm 까지고 여름철이 아니면 3:30pm이 마지막 입장
을 들 수 있다.
시간이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걸어서 내려가는 방법이다. 체력
엘리베이터를 타면 755 피트 땅 밑으로 순식간에 (그
에 어려움이 없고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이 코스가 좋은
림 1 참조) 내려가서 풋 볼 경기장보다 더 넓고 큰 공간
선택이 될것이다. 주차장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동
으로 나온다. 이곳에는 지하 식당, 선물 상점과 화장실
굴입구에 있는 원형 야외극장을 통해서 동굴로 들어가
까지 있다. 여기서 수평으로 원을 그리듯 한바퀴를 돌
는 방법이다. 입장 시간은 여름철인 경우에는 8:30am며 Big Room이라고 부르는 동굴을 보게 된다. 그림 1
3:30pm 까지다. Trail은 경사가 다소 급하지만 포장이 잘
에 빨간색 줄로 표시해 놓은 Big Room 코스는 약 1마
되어 있고 조명이 잘되어 있어서 걷는데 큰 불편은 없을
일되는 거리로 약 1시간 내지 1 시간반 정도 걸린다. 중
것이다. 그림 1에 이 코스는 청색줄로 표시 되어 있다.
간지점에는 Short Cut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코스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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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 Flight Program에 모인 여행객이 동
굴입구 노천극장에서 박쥐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Photo source: NPS website)

◀ Rock of Ages-Big Room Route
(Photo source: NPS website)

▲ Dolls theater의 종유석들 - Big Room Route (Photo source:
NPS website)

동굴속으로 내려 갈수록 높고 넓은 공간으로 바뀌면
서 신비로운 지하 세계의 예술품들을 보게 된다. 약 1/4
마일 정도를 걸어 내려가면 지하 755ft, 엘리베이터를 타
고 내려오는 지점과 만나게 된다. 여기서는 앞에 언급
한 빨간색으로 표시한 1마일되는 코스로 Big Room을
둘러 본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Visitor Center 로 돌아 가
면 된다.
위의 두가지 Self-Guided Tour 코스외에 Ranger와 함
께 안내를 받으며 단체로 구경하는 Guided Tour가 몇
개 더 있다. Kings Palace Tour가 가장 인기있는 코스인
데 여름에는 거의 매 시간 마다 출발한다. 1 마일거리인
데 약 1 시간반이 걸린다. 동굴의 Big Room 에서 출발해

58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 박쥐들이 동굴에서 나오는 장면. (Photo source: NPS website)

서 가장 낮은 830ft 지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코스인데 아름다운 왕궁의 방들을 보는듯한 코스다. 그
림 1에 초록색으로 표시한 코스다. 미리 예약을 하지 않
으면 원하는 시간에 맞추기 어려울지 모른다. 일인당 $8
의 추가비용이 든다.
칼스베드에 있는 호텔에서 하루를 묵고 가는 여행 스
케쥴을 잡았다면 여름 저녁 해진뒤에 있는 박쥐의 비행
쇼(Bat Flight Program)를 꼭 보기를 권한다. 동굴 입구
에는 원형 노천극장 (Amphitheater)이 있는데 여기서
Ranger 로 부터 박쥐의 생태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나면
해가 저물고 수천, 수만 마리의 박쥐가 동굴에서 나오는
박쥐 비행쇼를 보게 된다. 하루 저녁에 많을때는 40만

마리의 박쥐가 동굴에서 나온다고 한다. 박쥐에 대
한 설명을 듣고 나면 여러가지 신비로운 점을 알게
되고 보통 우리가 박쥐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가졌
던것도 알게된다. 비용은 무료이다.
알버커키에서 칼스베드 동굴 국립 공원으로 가
는 가장 빠른 길은 I-40 East로 가다가 Clines Corners 에서 285 번 도로로 바꾸어 남쪽으로 Carlsbad
까지 간뒤 62 번 도로로 바꾸어 El Paso 쪽으로 18
마일을 가면 Whites City 라는 마을이 나온다. 여기
서 7 마일 서북쪽으로 들어가면 공원에 이른다. 총
거리는 약 300 마일이된다. 공원의 입장료는 15 살
까지의 어린이는 무료이며 성인은 $6이다.
• 웹사이트: www.nps.gov/cave
• 전화:(575) 785-2232
▲ Roswell 에 있는 New Mexico Military Institute (Photo by Stuart Pritchard)

인근지역에 있는 관광지

1. 비행접시의 도시 로스웰 (Roswell)
알버커키에서 칼스베드로 285번 도로로 가다보면 칼스
베드를 76마일 앞에 두고 떨어진곳에 있는 로스웰(Roswell)을 지나게 된다. UFO 비행접시 사건의 뉴스로 인
해서 널리 알려진 인구 약 5만의 작은 도시다.
1947년 Roswell의 북쪽 어느 농장에 비행물체 추락
사고가 있었다. 이를 Roswell 사건이라 부르는데 미군
이 비밀리에 소련의 핵 폭발음을 탐지하려고 띄운 열
기구의 추락사고로 발표했으나 외계에서 온 비행접시
(UFO)의 추락으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Rosewell
은 UFO의 도시로 널리 알려졌다. 이곳에서는 매년 7월
4일을 기해서 UFO Festival이란 행사를 마련하여 관광객
을 유치한다고 한다.
Roswell 주변은 농장이나 목장으로 조성된 조용한
도시지만 관광객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중요한 곳이 몇
곳 있다. 첫째는 1891년에 세워진 New Mexico Military
Institute 라는 학교로 고등학교 과정과 Junior Colledge
과정의 학교인데 이 학교 출신학생이 미국의 5개의 사관
학교로 많이 진학하거나 직업군인으로 나가게 되지만
꼭 군인이란 직업에 한정되는것은 아니다.
이 학교 출신으로 TV News로 이름난 Sam Donaldson
풋볼선수로서 Dallas Cowboy팀의 Quarterback으로 이
름을 날린 Roger Staubach이 있다. 학교 안에는 Mili-

tary Museum도 있다. Museum입장료는 무료다. www.
nmmi.edu, 1-800-421-5376. 두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곳은 Roswell Museum이다. 이곳에는 미술전시외에도
미국의 근대 로켓트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Goddard의
발명품과 그의 작업실을 보여주는 전시장이 있다.
고다드는 Massachusetts주에서 1926년 세계 최초의
액체연료 추진 로켓트 발사에 성공했다. 로켓트발사 실
험을 하는데 입지조건이 더 좋은 Roswell로 이주한것은
1930년이다. 여기서 12년간 수많은 로켓트를 개발하고
발사 실험을 했다.
미국의 항공우주국 (NASA)에서 1959년 설립한 고다
드우주비행센터 (Goddard Space Flight Center)는 Dr.
Robert H. Goddard의 이름을 따서 세운 연구소인 것이
다. Museum 입장료는 무료. 웹사이트: www.roswellmuseum.org, (575)624-6744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아마도 Roswell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미국의 Folk
Song 가수면서 작곡가였던 John Denver일것이다. 그는
1997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 하기전까지 300여 곡을 음
반으로 내어 놓았고 그 중 200여 곡은 본인이 직접 작곡
한 곡이였다. 유명한 곡으로 “Take Me Home, Country
Roads”, “Sunshine on My Shoulders”, “Annie’s Song”,
“Thank God I’m a Country Boy”, “My Sweet Lady”,
“Love Again”, “Rocky Mountain High” 등이 있다.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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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델리어 내셔널 모뉴먼트
Bandelier National Monument
벤델리어 내셔널 모뉴먼트(Bandelier National Monument) 는 국립연구소가 있는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에서 10마일 정도 떨어진 남쪽에 있는 푸에블로
인디언의 유적지가 있는 공원이다. 공원이 차지하는 지
역은 헤이메즈 (Jemez) 산 분화구 정상에서 리오그란데
(Rio Grande)강에 이르는 약 33,750에이커의 넓은 지역
을 차지하고 있다. 험한 절벽과 계곡, 캐니언(Canyon)
밑으로 흐르는 개울, 주변의 나무 숲 등 좋은 경치를 즐
길수 있는곳이다. 캠프장(Campground)도 있고 70마일
에 이르는 등산로 (Trail)가 있어 등산객에게도 인기가
있는 곳이다. 매년 20만에서 3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아 온다고 한다.
이곳의 공원은 1916년에 내셔널 모뉴먼트로 지정 되
었는데 이곳 유적지를 발견했고 유적지 보호를 위해서
공헌했던 Adolph F.A. Bandelier의 이름을 따서 모뉴먼
트의 이름을 짓게 되었다. 그는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부
모를 따라 어렸을때 이민을 와서 일리노이에서 자랐는
데 부모의 비지니스를 도와야 했지만 이에 만족하질 않

▲ 그림 1: 프리홀리스 캐니언에 있었던 큐웨니 마을주택의 상상도
(Image by NPS/Lois S. Glan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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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델리어 모뉴먼트에 있는 큐웨니 유적

고 인디언 역사 연구와 그 유적답사에 몰두하며 평생을
바쳐왔다.
알버커키에서 이곳으로 가는 길을 설명 한다면 I-25
로 산타페까지 가되 Exit 276B에서 나와 시내를 피하여
둘러가는 599번 도로를 택하는것이 좋다. 산타페 북쪽
에 이르러 US84 (US285)번 도로로 바꾸어 북쪽으로 16
마일 가다가 Los Alamos로 가는 NM502번 도로로 10마
일을 가다가 White Rock으로 가는 NM4번 도로로 바꾸
어 13마일을 가면 모뉴먼트 입구에 이른다. 공원안에 들
어서서 1.5마일쯤 들어가면 프리홀리스 캐니언(Frijoles
Canyon)을 내려 볼 수 있는 Overlook가 나온다. 이곳을
지나고 나서 절벽밑으로 급히 내려가면 Visitor Center
가 나온다.
Visitor Center를 둘러본 후 뒷문으로 나가서 Trail을
약 400야드쯤 걸어가면 푸에블로 인디안이 거주했던 집
터를 보게 된다. 서기 1,150년부터 1,500년까지 거주한
곳으로 그들이 지은 건물의 집터가 남아 있다. 큐웨니
유적(Tyuonyi Ruin: “Tyuonyi”의 발음은 ”QU-weh-nee”
로 해야 된다. 코치티 푸에블로의 Keres 언어임 )으로 불
리우는 이 집단 거주건물은 원형의 구조로 지은 옛날 푸
에블로 인디안의 아파트 건물로 보아도 될것이다. 그림
1에 그 당시 건물을 상상해서 보여 주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원형건물은 2층 또는 3층으로 지었다. 건물

동굴에 있는 Kiva ▶
▼ Long House 유적이 있는 절벽

▲ 동굴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와 층계
벤델리어 공원의 약도▶

자체가 외부의 침입을 막기 좋도록 원형으로 둘러싼 담
역할을 하게 지었다. 아래층에 방이 245개 2층과 3층방
을 모두 합치면 400개의 방이 되는데 약 100명정도의 인
디안이 거주했다고 하니 대부분의 방은 창고라든지 다
목적 용도로 사용한것 같다. 건물안에 있는 마당에는 원
형의 구덩이가 있는데 이것은 종교예식이나 회의장소
로 쓰였던 지하실 건물 키바(Kiva)가 있던 곳이다.
이곳 프리홀리스 캐니언(Frijoles Canyon)의 북쪽편
의 절벽이 참으로 인상적이다. 헤이메즈 산의 화산폭발
로 이 일대를 뒤덮었던 화산재가 굳어져서된 응회암(凝
灰岩Tuff) 암석의 절벽인데 부식으로 많은 구멍이 여기
저기 난 것이 마치 구멍이 많이 뚫린 스위스 치즈같다고
비유하기도 한다. 이 절벽밑에는 절벽을 벽으로 삼아 2

층 또는 3층으로 연립주택 구조로 800ft 길이로 집을 지
은 유적이 있는데 이를 Long House라고 부른다. 절벽의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석가래 통 나무를 끼어 넣은 흔적
이 보이고 방의 벽이 되었던 절벽 암석에 새겨놓은 그림
(Petroglyph)도 볼 수 있다.
Long House를 지나면 Main Loop Trail길은 개울을
끼고 Visitor Center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나 시간 제
약이 없으면 북쪽으로 1/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Alcove House도 가 보는게 좋을것이다. 절벽 높은 곳
140ft 높이에 움푹 들어간 굴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인디
언이 거주했던 유적이 있다. 네개의 사다리와 계단을 연
속 반복해서 140ft 높은곳에 기어 올라가는 재미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적지를 보면 대개 대여섯 가족이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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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한 곳이면 으레이 Kiva 하나를 지어 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곳 굴안에도 예외 없이 Kiva가 하나 있다. 잘
복원되어 있어서 관광객이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 볼 수
있게 해 놓았다.
Visitor Center로 돌아오는 Trail은 개울을 끼고 내려
오게 된다. 개울가에는 피크닉 시설과 주차장이 잘되어
있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 웹사이트: http://www.nps.gov/band

인근지역에 있는 관광지

1. 바예 칼데라(Valle Caldera)
헤이메즈산은 화산폭발로 생긴 산인데 화산 폭발때 엄
청나게 많은 양의 화산재와 돌이 뿜어 나와 주변을 덮었
다. 이때 화산재를 뿜어 내고 난 땅밑은 빈 공간이 생겨
무거운 지층을 오랫동안 지탱하지 못하고 가라 앉아 버
리고 만다. 이로 인해서 둥그런 원형의 함몰지역을 만들
었는데 이를 지질학 용어로 칼데라(Caldera)라고한다.
헤이메즈 산의 Valle Caldera는 직경이 14마일이 된다.
큰 도시하나가 들어 앉을수있는 면적에 해당된다. 그뒤
분화구 중앙의 굳어버린 용암부분이 지하의 Lava에 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압력이 커져서 서서히 밀려 올라오
게 되어 돔(Resergent Dome)이 칼데라 안에 형성된것이
11,254ft 높이의 Redondo Peak산이다.
알버커키에서 북쪽 Skyline을 보면 제일 높게 보이는
산이 바로 이 Redondo Peak인것이다.

이 칼데라 지역의 대부분은 Baca Location으로 불리
워온 개인땅이였으나 30년 가까이 끌어온 정부기관과
의 교섭이 잘 매듭지어져 2000년 연방정부가 89,000에
이커의 이 땅을 매입하게 되었고 이 땅을 Valles Caldera
National Preserve로 정하고 자연 생태 보호를 위하여 엄
격하게 관리를 하게 되었다. 이곳에 소와 양의 목축도
하지만 3천 마리 Elk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NM4번 도
로로 서쪽으로 8마일정도 가면 도로가 칼데라의 변두리
를 지나고 이곳을 관망할수 있도록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이 두어곳 나온다.
NM4번 도로는 경치가 좋은 산길이여서 이길을 택해
서 알버커키로 오는것도 좋은 하루의 관광 코스가 된다.
• 웹사이트: http://www.vallescaldera.gov

2. 로스 알라모스 과학 박물관
로스 알라모스는 2차대전 때문에 생긴 도시다. 1942년
원자탄개발을 위한 만하탄 프로젝트를 수행할 연구소
를 비밀리 산속에 세우고 초대 연구소 소장이였던 핵물

▲ 로스 알라모스 과학박물관에 전시된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하했던
두개의 원자탄.

▲ 화산 폭발로 인해 생긴 세계에서 제일 큰 분화구의 하나인 Valles Cald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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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자 오펜하이머를 위시한 여러 과학자들이 투입되
어 3년동안 고생한 끝에 원자탄을 개발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케 하여 전쟁을 종식 시킨 역사적 배경
을 가진 작은 도시다.
이런 역사적 배경과 핵 물리분야를 소개하는 전시물
이 있는 연구소 소속의 과학 박물관은 추천할만한 곳이
다. 연구소의 2대 소장으로 25년간 일해 온 Bradbury의
이름을 따서 박물관 이름을 Bradbury Science Museum
으로 이름 지었다. 입장료는 무료. (www.lanl.gov/
museum/)

산타페
Santa Fe
관광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월간 잡지로 “Travel + Leisure”라는 잡지가 있다. 매년 독자의 설문조사로
북미주 안에서 인기있는 관광지 도시 10개를 선정하는
데 Santa Fe(산타페)는 2008년과 2009년 두번 모두 5등
으로 선정되었다. (2009년도의 1등은 New York, 2등
은San Francisco였다) Santa Fe 도시가 관광도시로 인기

Plymouth에 처음 도착한 1620년 보다 10년전이 된다.
지리적으로 산타페는 해발 7,199ft (2134m) 고지에 있으
니 알버커키 다운타운과 비교한다면 약 1,887ft (515m)
가량 더 높은곳에 있어서 여름 기온을 비교해 보면 알버
커키보다 10도 정도 낮다.
산타페는 알버커키에서 북쪽, I-25로 한시간 정도 걸
리는 거리(59마일)에 있고 인구는 약8만의 주 정부가
있는 주도(州都)이다. 근래에 운행이 시작된 Rail Runner Express기차편을 이용해서 방문할수도 있다. 알버
커키에서 기차로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요금은 왕
복일경우 $8(학생 또는 65세 이상은 $6)이며 기차표를
Website에서 구입하면 $1의 할인이 된다. 주말에는 2, 3
시간 마다 운행하고 있고 산타페 도착해서는 셔틀버스
를 이용할수 있다. 기차표는 버스 승차권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Rail Runner Express의 웹사이트: http://www.
nmrailrunner.com)

▲ 산타페 Plaza에서 열리는 축제행사때 스페인음악과 춤이 공연되고 있다.

1. Santa Fe Visitor Information Center

가 높은 이유는 깊은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스페인, 인
디언 그리고 앵글로 문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점
이 큰 이유가 될것이다. 또한 도시 주변의 환경, 즉 밝은
햇빛에 넓고 푸른 하늘, 수정같이 맑은 공기로 수십마
일 먼곳도 선명하게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 때문에 많
은 미술가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살게되어 미술의 메카
같이 된것도 여행객에게도 큰 인기를 얻게된 원인이 되
었을것이다.
Santa Fe란 이름은 스페인어로서 영어로 번역하면
Holy Faith, 즉 ‘거룩한 믿음’ 또는 ‘성스러운 신앙’이란 뜻
이다. Santa Fe도시가 등지고 있는 산의 이름도 성스런
운 이름이다. 산이름은 스페인어로 ‘Sangre de Cristos’
(산그레 데 크리스토)인데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피’란
뜻이다. 도시의 역사가 또한 놀랍다. 1610년 스페인에
속한 이지역의 수도로 탄생하여 미국내에서는 제일 역
사깊은 수도가 된다. 청교도인이 미국땅 보스톤 근처인

Santa Fe를 처음 방문
하는 경우라면 이곳을
먼저 방문할것을 권한
다. Paseo De Peralta와
Old Santa Fe Trail의 네
거리에 둥그런 원형으
로 지은 New Mexico
State Capitol(주청사)
이 있는데 네거리에서
동쪽편 주청사와 마
주 보는위치에 Visitor
Center가 있다. 안내소
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상세한 산타페 시내 지
도와 인근지역에 관련
된 여러 자료를 무료로

▲ 미국내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인
San Miguel Chapel.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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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고 친절한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때
로는 Free 커피 Service도 하고 있다. (주소는 491 Old
Santa Fe Trail, Santa Fe, NM 87503, 전화(505)8277336, GPS 좌표: N35o 40.984 W105o 56.259)

2. San Miguel Chapel
위에 언급한 Visitor Center의 건물옆 북쪽에 자리잡은
오래된 Adobe양식의 작은 교회로 미국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교회로 알려져 있다. 1610년에 지었는데 1680
년 푸에블로반란(Pueblo Revolt)으로 지붕은 불에 타
버렸으나 1692년 지붕을 다시 복구했다. 이 교회에서
써온 종은 1356년 스페인에서 주조한것으로 소중하게
보존되고 있다. (전화:(505) 983-3974, 오픈: 9am-5pm
Mon.-Sat. 10am-4pm Sun., 입장료:$1)

▲ Loretto Chapel의 입구. 나무 조각물은 나선형 계단을 만든 목수를
상징하고 있다.

▲ Loretto Chapel 앞의 길거리.

▲ 산타페 중심가 약도

한다. 교회 건물은 지었으나 성가대석으로 올라가는 미
완성인 계단 공사를 앞두고 수녀들이 열심히 기도했는
데 어느날 이름 모르는 목수가 나타나서 자원해서 계단
을 만들어주고 일을 끝내고는 대가도 받지않고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는 전설이 있다. (입장료:$3 전화:(505)
982-0092, 웹사이트: www.lorettochapel.com 주소:
207 Old Santa Fe Trail, Santa Fe)

3. Loretto Chapel
San Miguel Chapel에서 Old Santa Fe Trail 도로로 두 블
럭 북쪽으로 내려가면 Adobe 건축양식으로 지은 Loretto Hotel이 있고 다음에 작은 교회 Loretto Chapel이 나
온다. 1873년에 지은 고딕식 건물인데 그안에 있는 스프
링 나선형태로 만든 나무계단이 유명하다. 360도로 두
번 회전하며 성가대석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은 못을 전
혀 쓰지 않았고 계단을 지탱해 주는 기둥도 없다. 신기
한 계단 (Miraculous Staircase)이란 별명이 붙은 이 계단
의 수는 33개로 예수님이 이땅에서 살았던 년수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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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anta Fe Plaza
처음 오는 관광객에게 도시 중앙에 있는 Santa Fe Plaza
는 빼 놓을 수 없는곳이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
점들이 많아서 공예품이나 미술품등 Shopping하기에
좋은 곳이다. 여름철에는 스페인춤과 음악을 즐길수 있
는 축제도 자주 이곳에서 열린다. Palace of the Governors로 불리우는 오래된 박물관 건물 앞은 인디언들의
공예품을 파는 노점 Market 자리가 되고 있다. 어도비
건물인 Palace of the Governors는 1610년에 건축된 건

▲ Santa Fe Plaza옆에 있는Palace of the Governors 앞의 인디언 공예품
마켓.

의 박물관이다. 이 곳은 박물관중에서 가장 최근에 건
축된 최신건물의 박물관이다. 뉴멕시코주의 문화와 역
사를 잘 보여주는 박물관이다. 일요일은 뉴멕시코주 거
주자에게는 무료이며 기타 평일날의 입장료는 $6이며
17세 미만은 무료다. (웹사이트: www.nmhistorymuseum.org)
Plaza 옆에는 Museum of Fine Arts (http://www.
nmartmuseum.org)도 있다 여기서는 현대미술작품을
전시하고있다. 이상의 주정부에 속한 박물관에서는 60
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료입장의 혜택을 매주 수요일 제
공하고 있다.

물로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 온 정부 청사의 건물로는
미국내에서 가장 오래된것으로 알려져 있다.

5. Canyon Road
보다 수준 높은 공예품이나 그림, 조각등을 보려면 Canyon Road를 따라 가면서 화랑과 상점을 둘러 보는게 좋
다. 산타페에는 250개가 넘는 화랑이 있는데 약 100개의
화랑이 Canyon Road 길가에 모여 있다. 그림이나 공예
품을 사지는 않더라도 미술 감상하는것 만으로도 가치
있는 곳이다. 이곳을 보면 왜 산타페가 New York과 LA
에 이어 미국의 미술 3대시장에 꼽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을것이다.
▲ Museum of Fine Art는 Plaza 서쪽에 있다.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박물관으로 Georgia
O’Keeffe Museum이 유명하다. Plaza에서 약 200m 정
도 서북쪽에 있다. 입장료는 여행자일 경우는 $10이고
뉴멕시코 거주자는 $5이다. 미국의 여류화가로 뉴욕에
서 활약하던 Georgia O’Keeffe는 뉴멕시코의 자연에 반
해 버려서 산타페 근처 Abiquiu로 자신의 거처를 옮겼
다. 이곳에서40년간 사는 동안 많은 작품을 남겼다. 이
곳은 그의 그림을 모아 놓은 박물관이다.
• 웹사이트: www.okeeffemuseum.org
▲ 갤러리가 많이 모여 있는 Canyon Road.

뉴멕시코 역사 박물관(New Mexico History Museum)
은 Santa Fe Plaza 북쪽에 있는 Palace of the Governors
박물관 건물과 정원을 통해 북쪽으로 연결되는 또 하나

7. 성 프란시스 대성당(St. Francis Cathedral)
Plaza에서 동남쪽으로 가면 역사 깊은 La Fonda Hotel
이 있고 그 앞을 지나면 이 지역 건축양식과는 전혀다른
프랑스의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은 성 프란시스 대성
당(St. Francis Cathedral)앞에 이른다. 이 성당은 2005년
Pop Benedict XVI에 의해서 바실리카(Basilica)로 승격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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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Old Santa Fe Trail을 따라 오면 여러 박물관이 모여있
는 Museum Hill이 있는데 전 세계 100여국의 민속미술
품 1,0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개관시간 등 상세한 점
은 아래 웹사이트를 보면 된다.
인디언예술문화박물관(The Museum of Indian Arts
and Culture)도 옆에 있다.
• 웹사이트: www.moifa.org/visitors/faq.html

9. Santa Fe Opera

▲ La Fonda Hotel 앞에서 본 성 프란시스 성당.

되었다. Lamy대주교에 의해서 1869년 공사를 시작했고
1886년에 완공했지만 원래 계획했던 두개의 뾰족탑은
공사 비용 문제로 끝내질 못한채 지금에 이르렀다. 고딕
양식의 교회건축에서 보게되는 정면의 큰 원형 유리창
은 12개의 꽃잎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예수의 12제
자를 의미한다. 정문위에 보면 히브리어로 Yahweh(야
훼:JHWH)란 글씨를 새겨 놓은게 있다. 유태인들이 성
당건축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여 히브리
어로 “야훼” 이름을 새겼다고 전해진다. 미사가 없을때
는 들어가서 아름다운 스테인 유리창과 내부의 건축미
를 구경할수 있다.

8. Museum of International Folk Art

1957년부터 매년 7월과 8월 여름밤에 공연되는 Santa
Fe Opera는 그동안 140개가 넘는 여러 오페라를 1,600
회 이상 공연을 해왔다. 그동안의 관객수가 85,000명이
넘는데 그 절반 이상이 타주에서 온 관객이라는 것도 특
기할 사항이다. 여행객이 관객의 절반 이상이 된다는 얘
기가 된다.
오페라건물도 특수하게 설계되었다. 지붕의 일부는
열려서 밤 하늘의 별이 보이게 했으나 극히 드물기는 하
지만 공연도중 소나기가 올 경우도 있어서 지붕을 덮는
추가 공사를 1998년에 해서 1,800개의 좌석중 어느 자리
도 비 맞을 염려가 없게 되었다. 좌우의 벽의 일부는 여
전히 열려 있어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 앉아 있는 분위
기를 느끼게 해준다. 2010년 스케줄을 보면 모차르트의
Magic Flute, 푸치니의 나비부인(Madame Butterfly)등이
공연됐다. 입장권은 좌석에 따라 $27에서 $194 사이가
된다. 산타페에서 약 7마일 북쪽 언덕에 있다.
• 웹사이트: www.santafeopera.org

인근지역에 있는 관광지

국제민속예술 박물관이다. Plaza에서 남쪽으로 약 2마

1. 치마요(Chimayo)에 있는 교회

▲ Folk Art Museum내의 전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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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Fe 북쪽 Espanola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 치마요
(Chimayo)에는 Santuario de Chimayo란 작은 교회가 있
다. 산타페지역에서는 매년 부활절 전의 Good Friday전
후를 기해서 약 5만명의 기독교인들이 도보로 걸어서 이
교회를 찾아오는 순례 행렬로 성황을 이룬다.
1814년에 지은 이 교회가 성지화된 까닭은 많은 병고
침의 기적이 일어났었기 때문이다. 병고침을 원하는 순
례자들이 교회가 서있는 땅이 Holy Dirt라 믿고 바닥의
흙을 긁어가는 일이 많아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

▲ 치마요의 교회 Santuario de Chimayo.

도로로 달리면 Abiquiu란 마을이 나오는데 이곳이 여
류화가 O’Keeffe가 살았던 집이 있는곳이다. 이곳에서
더 북쪽으로 18마일 가서 Mile Post 224-225 사이 지점에
Ghost Ranch Conference Center로 들어가는 입구 Sign
이 나온다.
Ghost Ranch는 Presbyterian Church(USA)에서 운
영하고 있는 수양관인데 여기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website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이곳 역시 Georgia
O’Keeffe가 매년 여름 이곳에 와서 지내면서 그림을 그
린 곳이다. 주위의 산과 절벽, 바위의 색깔이 붉은색, 흰
색 그리고 노란색 등 다양한 모습을 보면 O’Keeffe 그림
의 이해가 더 잘 될것이다. Ghost Ranch에는 하이킹하

닥을 시멘트로 덮고 바닥에 작은 구멍을 내어놓고 Gift
Shop에서 모래를 늘 채워 두고 있어 관광객도 한줌의 모
래를 가져갈 수 있게 해놓았다.
산타페에서 이곳으로 가는 길은 US84로 Espanola 쪽
으로 가다가 시내 들어가기 전 NM399와 만나는 네거리
에서 동쪽으로 우회전하면 그길은 State Route 106이 된
다. 약 0.8마일을 가면 NM76/Santa Cruze Rd.가 나온다.
우회전해서 6.5마일 동쪽으로 가다가 Juan Marina Rd/
SR520에서 우회전하여 1마일을 가서 Santuario Dr.에서
좌회전하면 된다.(GPS좌표: N35o 59.32 W105o 55.93,
http://chimayo.org)

2. O’Keeffe가 살았던 Ghost Ranch 지역
Santa Fe 북쪽에 있는 Espanola를 지나 약 22마일 84번
▲ Echo Amphitheater. Ghost Ranch지역에 있는 피크닉 그라운드.

기에 좋은 Trail이 여러개가 있다. Conference Center 사
무실에 가서 이름을 적고 약도를 얻어서 등산을 하면 된
다. (www.ghostranch.org)
Ghost Ranch입구에서 84번 도로로 1마일 더 북쪽으
로 가면 Ghost Ranch Living Museum이 있다. 어린이를
위해서 들러 볼만한 곳이다.
또 2마일을 더 가면 Echo Amphitheater가 있다. 피크
닉하기에 좋은 곳이다. 절벽이 오목하게 파여서 음향의
반사경 역할을 하게되어 반사경의 촛점이 되는 지점에
가서 서면 먼곳에서 나는 소리도 크게 산울림이 되어 들
리는것을 경험할 수 있다.
▲ Ghost Ranch에 있는 Chimney Rock.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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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스
Taos
타오스는 산타페의 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로 고원지
대의 넓은 사막같은 광야를 앞에 두고 높고 푸른 산그
레 데 크리스토(Sangre de Cristo)산을 뒤에 두고 있는
뉴멕시코주에서는 빼 놓을 수 없는 매력적인 도시 중의
하나다. Taos에는 인디언 마을 타오스 푸에블로(Taos
Pueblo)가 있는데 이 푸에블로는 1,000여년의 역사를 가
졌고 지금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서 UNESCO
세계유산(World Heritage Site)으로도 지정된 푸에블로
다. Taos가 특별히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것은 19세기 말

▲ 사진 1. 타오스로 가는 길. 리오 그란데 강의 상류를 끼고 간다.

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다. 미술가들이 매력적인 이
지역의 자연에 이끌려 이주해 와서 타오스의 경치와 푸
에블로 인디언을 대상으로한 작품을 많이 발표한것으
로 인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유럽과 미국에서 공부
한 몇몇 서양화가들이 이주해 와서 Taos Society of Artist
란 조직을 만들었고 이들의 활동으로 타오스가 많이 소
개가 되자 미술가들의 이주가 더 늘어나서 타오스에 미
술가의 부락(Art Colony)이 형성되게 되었다. 1960년대
에 이르러서는 미술을 좋아하는 관광객이 더 늘어나고
갤러리 또한 늘어나서 작은 산타페같은 미술의 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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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전 되었다. 인구는 6천명 정도에 머문 마을이라해
야 될 작은 도시인데 갤러리(Gallery) 수는 80개가 넘는
다. 여름철 관광 시즌이 되면 인구는 1만 5천명 정도로
늘어난다.
이곳에 와서 살았던 사람과 자주 다녀간 사람을 보
면 여류화가 Georia O’Keeffe, 소련태생의 화가 Nicolai
Fechin, 사진 작가 Ansel Adams와 Alfred Stieglitz, 영국
의 소설가인 ‘차타레 부인의 사랑’을 쓴 D.H. Lawrence
가 있다. 최근에 타오스로 이주해 왔거나 Part Time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에는 영화배우 Julia Roberts, 전 국
방장관 Donald Rumsfield 등 여러 명사가 있다.
타오스는 알버커키에서 약 122마일 북쪽에 있다.
I-25로 산타페를 향해 가다가 산타페 도심지를 피해
가는 599번 도로를 이용해서 산타페를 Bypass 하고
US285/84번 도로로 Espanola까지 가서 NM68번 도로
로 Taos로 향해 가면 약 10마일 정도는 리오그란데 강을
옆에 두고 가게된다.(사진 1)
Espanola를 지난 뒤에 약 24마일 되는 지점에 강이 길
에서 멀어지게 되는 곳, Pilar라는 마을을 지나는데 이곳
에 Rio Grande Gourge Visitor Center가 있다. 이곳에서
Taos지역의 관광 안내 자료를 얻을 수 있다. NM68번 도
로로 고개를 넘으면 넓은 분지의 광야가 시야에 들어온
다. 넓은 광야를 갈라 놓은 협곡으로 리오그란데강이 흐
르고 있다.
Taos에서 남쪽 3마일 되는 곳의 NM518 도로와 만
나는곳에 Ranchos de Taos란 마을을 지나는데 이곳에
는 유명한 San Francisco Asis Church가 있다. 많은 화가
와 사진작가들에 의해서 널리 알려진 교회다.(사진 2)
1710년에 세워진 어도비건물이다. 여기서 1마일정도
Taos로 들어가면 Paseo del Canon과 68번 도로가 만나
는 코너에 Visitor Center가 나온다. 타오스의 Chamber
of Commerce에서 운영하는 이 안내소에서는 타오스
의 호텔, 식당, 쇼핑 등 폭 넓은 관광안내자료를 얻을 수
있다. (www.taoschamber.com) 마을의 중심지가 되는
Taos Plaza는 여기서 2마일 더 가서 64번 도로와 68번

▲ 사진 2. Ranchos de Taos란 마을에 있는 San Francisco de Asis
Church. 1710년에 세워진 Adobe 건물이다.

쓰이고 있으나 2층에는 1935년에 네사람의 화가가 그린
벽화(Murals)가 보존되어 있다. 1995년 벽화는 다시
복원작업을 해서 지금도 관광객이 많이 들르는 자리가
되고 있다.
Plaza남쪽편에는 역사 깊은 La Fonda호텔이 있다. 이
곳에 상점 건물이 1820년대 부터 자리 잡고 있었는데
1880년 컬럼비안호텔로 운영되다가 1937년 대폭 수리
를 겸해 증축되면서 지금의 호텔이름 Hotel La Fonda
de Taos를 갖게되었다. 2002년 오래된 내부 시설을 3년
반에 걸쳐 대폭 수리와 개조를 끝내어서 옛날의 건축물
이지만 내부시설은 현대적인 새것으로 바꾸어 새롭게
되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면 스페인식으로 설계된 내부의

도로가 만나는 지점 옆에 있다.
Taos 방문자에게 추천하는 명소를 아래에 소개키로
한다.

1. 타오스 플라자(Taos Plaza)
다운타운(Downtown)의 중심이 되는 Plaza는 처음오는
방문객이 반드시 들러 볼만한 곳이다. 선물상가로 둘러
싸여진 이 지역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이다.
1796년 스페인왕의 명으로 이곳 주민에게 무상 토지불
하를 하여 지금의 Plaza땅에 사각형의 형태로 집을 짓고
스페인 사람들이 집단으로 살기 시작했는데 1930년경
에 이르러 오늘의 Plaza와 같은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Plaza 북쪽편에는 옛날 재판소로 사용했던 Old
County Courthouse가 있다. 지금은 아래층이 상가로

▲ 사진 3. Taos Plaza에 있는 라 폰다 호텔. 1937년에 건축된 건물이다.

▲ 사진 4. La Fonda Hotel 의 로비.

건축미를 볼 수 있다. 로비와 입구의 벽은 이 지역 화
가들의 작품으로 장식되어 있어 갤러리에 들어선것 같
은 느낌을 갖게한다. 이 호텔에는 영국의 소설가 D.H.
Lawrence가 그린 그림도 보관되고 있는데 예술적 가
치 보다는 1928년 영국 런던에서 전시하다가 추한그
림으로 지적당해 압수되었다가 영국에서 추방 당했다
는 사실 때문에 여행객의 관심거리가 되기도한다.(전
화:(575)758-2211 www.lafondataos.com) Plaza에는
Veterans Memorial 비석과 동상이 있고 서쪽에 있는 팔
각정같은 Gazebo에서는 여름철에는 매주 목요일 오
후 6시-8시에 시민과 여행자를 위한 음악공연이 있다.
Plaza에서 북쪽 지역으로 들어가면 갤러리와 식당이 많
이 모여 있다(사진 3,4).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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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오스 프에블로 (Taos Pueblo)
천년 넘게 살아온 타오스 인디언의 마을이다. 다운타운
에서 북쪽 2마일 떨어진 거리에 있다. 2층에서 5층에 이
르는 어도비(Adobe) 건축물이 시선을 끈다.
인디언 건물 중에서 이 건물만큼 화가에 의해 많이
그려지고 사진 작가에 의해 많이 찍혀진 건물은 없을것
이다. UNESCO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미국의
National Historic Landmark로도 지정된 건물이다. 현대
건물의 필수인 수도와 전기를 지금도 거부하고 옛것을
보존하고 있는 이 어도비 흙벽돌 건물에 지금도 약 150
명의 주민이 상주하고 있다. Taos Pueblo에 속한 인디언
의 인구는 1,900명이여서 대부분의 주민은 마을 밖 인디
언 보호구역 내에서 현대식 주택을 짓고 살고 있지만 전
통을 보존 하기위해 어도비 건물안의 집을 하나는 소유
하고 명절과 종교 예식이 있을 때만 Pueblo에 있는 집
에 와서 이용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년간 1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 간다고 한다. 3월과 4월 사이에는 그들
의 종교행사로 약 6주간 관광객이 들어갈 수 없다. 상세
한 정보는 아래 홈페지를 참조하면 된다(사진 5). (전화
(575)758-1028, www.taospueblo.com)

▲ 사진 6. Harwood Museum of Art. 뉴멕시코 대학에 속한 미술 박물
관이다.

온다.(사진 6) 이 건물은 1920년경 Harwood부부가 살던
집이였는데 이 지역의 도서관으로 이용하도록 집을 내
어 놓았다가 미술계를 위해서 이용되길 바라는 소원에
따라 뉴멕시코대학(University of New Mexico)에 기증
되어 UNM에서 관리하는 미술 박물관이 되었다. 그 까
닭에 UNM학생들은 입장료가 면제된다. 1910년대의 미
술, 조각, 사진작품들을 포함해서 현대 미술도 많이 전
시한다. 입장료:성인 $8 일요일에 한해서 New Mexico
주민에게는 무료. (www.harwoodmuseum.org/)

4. Mabel Dodge Luhan House

▲ 사진 5. Taos Pueblo

3. Harwood Museum of Art
Plaza에서 남쪽으로 걸어가면 Ledoux Street가 나온다.
좁은 길이여서 일방통행만 된다. 갤러리와 옛날 화가
들이 살던 집들이 많이 나온다. 나바호 인디언의 화가
인 R.C. Gorman의 갤러리가 있고 1898년 Taos근처에서
마차 바퀴가 망가져 타오스에 와서 수리하는 동안 Taos
에 반해서 이곳으로 이주했다고 전하는 얘기의 주인공
Blumenshein 화가가 살던 집도 있다. Ledoux 길의 끝부
분에 이르면 미술박물관 Harwood Museum of Art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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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도 초기 Taos에 많은 예술가가 모여 살게되고 또
미국 전역에 Taos가 널리 소개된것은 아마도 매블 다지
루한(Mabel Dodge Luhan)이란 여인이 Taos에 있었기
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뉴욕의 부유한 은
행가의 딸이였고 여류작가이면서 이탈리아 프로렌스에
서도 살았고 뉴욕에 돌아와서 그의 살롱(Salon)을 통해
서 많은 저명인사와 교류하면서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일을 많이했다. 1919년 타오스로 이주해와서 집과 토지
를 매입했는데 이때 타오스 인디언인 Tony Luhan을 알
게된다. Tony는 인디언 천막 Teepee를 Mabel집 앞에 세
워 놓고 매일 저녁이 되면 북을 두드리면서 구혼을 청했
다. 1923년 결혼하여 1962년 사망할때까지 함께 40년을
살면서 Luhan내외는 무수히 많은 예술가를 초청해서 그
의 집에 머물게 하고 Taos로 이주해 온 예술가들을 돕
고 후원했다.
이곳을 다녀간 예술인들중에는 세계적으로 잘 알
려진사람이 많다. 예를 들면 영국 작가로 D.H. Lawrence, Aldous Leonard Huxley,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

6. Enchanted Circle

▲ 사진 7. Mabel Dodge Luhan House

타오스 주변 관광으로 Taos 북쪽을 한바퀴 도는 드라이
브 코스가 있다. 매력있는 관광코스라고 해서 Enchanted Circle이란 별명이 붙었다.
뉴멕시코주에서 제일 높은산이 Wheeler Peak
(13,161ft)산인데 Taos북쪽에 있다. Enchanted Circle이
란 곧 이 산을 중심으로 한바퀴 도는 코스가 되는데 뉴멕
시코주에서 가장 매력적인 코스가 될것 같다. 타오스에
서 64번 도로로 북으로 나와 522번 도로로 바꾸어 가면
마일 포스터 10마일지난 지점에는 ‘University of New
Mexico, D.H. Lawrence Ranch’라고 쓴 간판이 나온다.
비포장 도로로 6마일 들어가면 Lawrence Memorial이

(Carl Gustav Jung), 화가로는 Georgia O’Keeffe, Nicolai
Fechin 사진작가 Ansel Adams등이 있다. 1991년 Mable
이 살던 이 집은 National Historic Landmark로 지정되었
고 일반에게 공개되며 여관(Bed & Breakfast Inn)으로
쓰이고 있다. Plaza에서 동쪽, Morada Ln 좁은 길 끝에
있다(사진 7). 전화: (800)846-2235, www.mabeldodgeluhan.com

5. Rio Grande Gorge Bridge
타오스 서쪽의 넓은 평지로된 분지, 중앙을 잘라버린듯
한 리오 그란데 협곡 (Gorge)은 콜로라도주까지 이어진
다. 이 협곡을 가로 질러 철근 다리를 1965년에 건설했
다. 미국에서 다섯번째로 높은 다리이다. 다리 서쪽편
에 피크닉 그라운드가 있다. 다리위에서 내려다 보는 협
곡과 그 사이로 흐르는 리오그란데강 경치가 장관이다.
Taos에서 64번 도로로 서북쪽으로 약 10마일 정도 가면
그곳에 이른다(사진 8).

▲ 사진 8. Rio Grande Gorge Bridge

▲ 사진 9. 타오스 스키장 부근에 있는 Williams Lake.(해발 11,000ft)

있다. 도로 관리가 잘 안되어 있으므로 현지사정을 미
리 알아보고 갈것을 권한다. 522번 도로는 Questa 마을
에서 38번 도로를 만난다. 이 길로 가면 울창한 숲과 맑
은 개울물을 끼고 가다가 스키로 이름난 Red River란 마
을에 이른다. 이어 넓은 초원지대를 지나고 Eagle Nest
호수를 지나고 64번 도로로 Taos로 들어오는 전체거리
는 86마일이 된다. 중간에 스키로 이름난 Angel Fire도
둘러 볼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한바퀴 도는 대신 Wheeler Peak 산
이 있는 중심지로 들어가 볼 수도 있다. 522번 도로대신
150번 도로로 가면 Taos Ski장으로 가게 된다. 겨울에는
스키를 즐기는 사람으로 붐비고 겨울이 아닌 때는 등산
객이 많이 찾아온다. 스키장에서 올라가는 하이킹 코스
중에 11,000ft 고지에 있는 Williams Lake로 가는 Trail은
가족이 함께가기에 좋은 코스다(왕복 4마일).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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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커키
Albuquerque
리오그란데(Rio Grande)강이 Cuttonwood의 숲을 이
루면서 남북으로 흐르고 서쪽은 5개의 화산 분화구(Volcanic Cones)로 만들어진 메사(Mesa)언덕을 경계로 하
고 동쪽은 백두산 보다 높은 샌디아산(Sandia Mountain)
을 병풍삼아 알버커키 도시가 자리잡았다. 도시가 해발
5,312ft에서 6,000ft에 이르는 높이에 있으니 한국의 한라
산 높이에 해당된다. 알버커키시 자체의 인구는 55만명
(2010년 통계)으로 미국에서 34번째로 큰 도시이다. 리
오란초를 포함한 주변의 인구를 더하면 91만명, 뉴멕시
코주 전체 인구 206만의 44%가 알버커키 지역과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이름의 유래
‘알버커키’의 도시 이름 ‘Albuquerque’는 발음하기가
쉽지않다. 발음과 글자 Spelling과는 너무 다르기 때
문이다. ‘알버커키’란 지금의 도시 이름은 포르투갈 국
경 가까이에 있는 스페인의 마을 이름 ‘Alburquerque’
(이곳 ‘Albuquerque’ 이름에 ‘r’글자가 하나 더 있음)에
서 유래된다. 1600년경 스페인의 마을 Alburquerque
출신인 공작(公爵: Duke)으로 그의 본명은 Francisco
Fernández de la Cueva이란 군인 한 사람이 있었다. 스
페인왕은 그를 뉴스페인(New Spain)지역을 다스릴 총
독 (Viceory: 副王)으로 임명했다. New Spain은 지금
의 멕시코와 캘리포니아의 남부, 뉴멕시코, 텍사스 서
부 지역을 포함한 넓은 지역으로 스페인의 식민지였다.
‘Duke of Alburquerque’로 불리기도 한 그가Mexico City
에 파견나와 총독으로서 이 지역을 다스린 시기가 1653
년에서 1660년까지였다. 그는 임기를 마친후 스페인으
로 돌아가서도 장군으로서 승진을 거듭했고 비엔나 대
사도 역임하였다.
1706년 지금의 알버커키 올드타운(Old Town)에는
스페인 이주자가 늘어 나고 있었는데 뉴멕시코 지역을
다스리던 (그 당시에도 아리조나 일대를 포함해서 이
지역을 뉴멕시코 라고 불렀다) Don Francisco Cuervo y
Valdes가 이 부락을 스페인 정부에서 인정하는 마을(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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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뉴멕시코대학 입구

la)로 승격 시켜 달라고 마을 이름을 Villa of Alburquerque 라고 짓고 총독과 스페인 왕에게 탄원서를 올렸다.
여기의 ‘Albuquerque’는 뉴 스페인의 총독이였던 Duke
of Alburquerque, 즉 Francisco Fernández de la Cueva를
뜻하는것이였다. 원래 Villa로 승격되려면 몇가지 조건
을 갖추어야 했는데 그 조건은 마을에 Plaza가 있어야 하
고 Plaza옆에는 교회가 지어져 있어야 했고 거주하는 가
구가 30호 이상이 되어야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을에
사는 주민이 16가구밖에 안되었고 교회는 있지도 않았
는데 머지않아 교회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을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왕과 총독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마을이름
도 왕이 좋아하는 전 총독의 출신 마을 Alburquerque로
정했다. 탄원서를 잘 썼던것이 성공해서 Villa로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 이렇게 길고 힘든 Spelling의 도시이름을
갖게된 것이다. 그뒤 마을이 발전 되면서 시간이 지나
는동안 누구의 잘못인지 몰라도 Spelling이 어렵다보니
‘Alburquerque’의 ‘u’ 다음에 오는 ‘r’자를 빼먹어 버리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지금의 이름 ‘Albuquerque’
로 정착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알버커
키는 별명으로 Duke City로도 불려진것이다.

도시의 발전
1880년 철도가 들어오고 1920년대 시카고와 로스 앤젤
레스를 잇는 Route 66하이웨이가 지나가게 되면서 도

시의 발전은 가속되었다.
1900년 초에 이곳의 맑은
날씨가 폐결핵 치료에 좋
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면서
요양원이 많이 생겨서 병원
시설이 많이 세워지고 인구
도 늘었다. 1930년에 한경
직 목사가 프린스톤 신학
교를 졸업한 후 이곳에 와
서 요양하고 완쾌되어 귀
국했고 1948년경은 기독교
방송사장을 지낸 전성천 목사도 프린스톤 신학교에 유
학생이였을때 이곳에 와서 10개월 요양을 받고 석사 과
정에 복귀했었다.
1930년 Kirtland Air Force Base가 들어서고 Base안에
1949년 샌디아국립연구소가 세워져서 2차대전 후 냉전
시기에 국방분야의 연구개발의 센터가 되었고 이로 인
해서 도시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1981년 반도체 회
사 Intel이 위성도시인 Rio Rancho에 들어서면서 또 한
번 더 도시가 발전하는 계기를 갖게된다. 2007년 통계
에 의하면 알버커키는 미국에서 6번째로 급성장하는 도
시로 뽑혔다.
알버커키에는 1889년에 설립된 뉴멕시코 대학 (University of New Mexico)이 이 지역의 교육에 공헌을 하고
있다. 학생수는 3만 4천명선이다. 많은 한국유학생이 공
부하고 귀국해서 대학교, 기업체, 연구소에서 활약하고
있다. 한국 국방과학 연구소 부소장직에서 오래동안 일
했고 국방과학분야 공로로 국민 훈장을 받은 현천호 박
사도 이 대학 출신이다.
컴퓨터 회사 Microsoft회사가 처음 시작된 곳도 알버
커키다. 하바드 대학생이던 빌게이츠가 학업을 때려치
우고 알버커키에 내려와서 1975년 ‘Micro Soft’ 회사를 만
들었다. 1976년 ‘Microsoft’로 이름을 바꾸었다. 3년뒤 회
사를 워싱톤주로 옮겼지만 Microsoft회사의 출생지는 알
버커키다.
뉴멕시코주로 오는 여행객의 출입구가 되는 알버커
키 Sunport공항은 Southwest Airline을 비롯해서 약 10
여개의 항공사의 비행기가 운항하고 있다. 하루에 약
400회의 이착륙이 있는 이 공항을 통해 2009년 한해에
는 580만명의 여행객이 22개의 탑승구를 통해 들어오
고 나갔다. 여행객이 가장 많이 오는 피크는 열기구 축

◀ Hot Air Balloon이 리오 란초 하늘
을 덮고 있다.

제, Albuquerque International Balloon Fiesta가 열
리는 10월 첫주이다. 매년
수만명의 구경꾼을 모이게
하는 이 축제에는 800여개
의 Hot Air Balloon이 참여
하고 한주일 동안 알버커키
의 하늘을 수백개의 벌룬으
로 장식한다. (www.balloonfiesta.com)
Orbitz란 여행잡지에서는 알버커키가 5년내에 관
광 여행객에게 인기높은 5개 도시의 하나(Five Travel
Hotspots)가 될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2006년도 USA
Today 잡지에서는 관광할만한 곳 6개를 추천했는데 알
버커키도 그중에 하나였다.
알버커키의 관광 명소 중에서 여행관계 잡지가 추천
하는 명소를 아래에 소개하기로 한다.

1. Old Town Plaza 지역
만일 여행객이 산타페를 방문할 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알버커키의 Old Town Plaza는 꼭 방문하라고 권하고
싶다. 규모는 작아도 산타페의 Plaza에서 볼 수 있는 것
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Plaza는 알버커키가 300년전에
탄생된 자리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Plaza에 있는 대
부분의 건물들이 100년전의 스페인식으로 지은것이여
서 100년전의 시공간을 뛰어 넘어간 느낌을 갖게한다.
Plaza북쪽에는1793년에 지었다는 San Felipe de Neri

▲ San Felipe de Neri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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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버커키 박물관.

성당이있다. (Felipe는 스페인의 필립왕을 뜻한다.) 알
버커키에 있는 건물중 가장 오래된 교회 건물이다.
Plaza를 둘러가면서 인디언의 수공예품과 여행 기념품
등을 파는 150여개의 상점이 모여 있고 많은 갤러리도
주변에 있다. Plaza 서쪽에는 여행안내소(Visitor Center)
가 있다. 알버커키에 관련되는 광광안내 자료를 얻을 수
있다. (http://www.albuquerqueoldtown.com/)

2. 올드 타운 지역에 있는 박물관들
Plaza동쪽에는 박물관이 3개있다. Albuquerque Museum은 미술 역사 박물관이다. 이 시립박물관은 이지
역의 미술가들의 작품과 순회전시하는 작품들을 전시
하고 있다. 뉴멕시코와 알버커키의 지난 역사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사진, 지도, 인쇄물과 유품들이 전시되
어 있다. 이 지역의 스페인문화와 인디언 문화의 기초를
이해하는데 큰도움이 된다. 박물관 앞 잔디밭 정원에는
64개의 조각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 입장료는 성
인은 $3, 어린이는 $1이다 (월요일은 휴무). 매주 일요일
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는 무료입장이고 매월
첫 수요일은 하루 종일 무료 입장. (전화 (505) 243-7255,

www.cabq.gov/museum)
New Mexico Museum of Natural History는 주립 박물
관으로 시립 박물관 북쪽 길 건너편에 있다. 자녀들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자연과학 역사 박물관이다. 거대한
공룡의 모델이 여럿이 있다. 우주의 탄생에서 현대에 이
르기 까지 자연의 신비로움을 배울 수 있다. Dynamax
영화관에서는 두,세가지의 프로그램을 시간마다 상영
하고 있다. 박물관 입장료는 $7(성인), $6 (60+노인), $4
(어린이)이며 매주 수요일에는 60세 이상 노인은 무료.
(505) 841-2800 www.naturalhistoryfoundation.org.
동쪽으로 길을 건너면 어린이들을 위한 Explora박물
관이 있다. 어린이들이 머리와 손을 쓰면서 실습(Interactive) 경험을 통해서 과학적 창의력을 얻게 해주는 곳
이다. 어린이들이 시간가는줄 모르고 몰두 하는것을 보
게될 것이다. 성인 $7 어린이 $3. (전화: (505)224-8300,
www.explora.us)
Plaza에서 약 1마일 정도 Central Ave를 따라 서쪽으
로 가면 Albuquerque Aquarium (수족관)과 Rio Grande
Botanic Garden이 있다. 남쪽으로 2마일 정도 떨어져서
동물원, Rio Grand Zoo가 있다.

3. 인디언 푸에블로 문화센터
뉴멕시코주에는 19개의 푸에블로 인디언 부족이 분포
되어 있다. 그들이 연합해서 인디언 푸에블로 문화센터
(Indian Pueblo Cultural Center)를 만들어서 그들의 역
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곳이다. 주말 여행시즌에는 인디
언의 춤을 한시간 또는 두시간 간격으로 공연한다. 공
연 시간을 홈페 지에서 확인하고 가면 좋을것이다. 아메
리카 원주민의 역사,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곳
이다. Old Town Plaza에서 동북쪽으로 2마일정도 떨어
진곳에 있다. (주소:2401 Twelfth ST. NW 전화: (505)
843-7270 www.indianpueblo.org)

4. 다운 타운 (Down Town)

▲ 뉴멕시코 자연역사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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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커키Down Town은 시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여
행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
여행자가 가장 많이 오는곳으로 Civic Plaza옆에 있는
Convention Center를 꼽을수 있다. 국제적 또는 국내적
인 회의장소로 또는 Show전시장으로 이용되어 많은 방
문객이 오는곳이다. 이 컨벤션 센터에는 50여개의 회의
실이 있어서 10,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최

▲ 다운타운 기차 정거장. Alvarado Transportation Center.

근에 산타페와 알버커키 사이에 개통된 통근열차 New
Mexico Rail Runner Express도 여행객 유치에 한 몫을 하
고 있다. 산타페를 찾는 관광객이 호텔값 비싼 산타페보
다 알버커키에 숙소를 정해 놓고 기차로 왕래하면서 산
타페와 알버커키를 모두 관광하는 사람이 늘어 난다고
한다.(1-866-795-RAIL, www.nmrailrunner.com)
알버커키 다운 타운에도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
다. 대표적으로 1927년에 지은 Kimo Theater는 5th St.와
Central Ave. 코너에 있다. 음악회, 무용, 연극등의 공연
이 열리고 있다. Alvarado Transportation Center는 Rail
Runner Express, Amtrek기차, 시내 버스와 Greyhound
Bus의 정류장인데 건물은 옛날 이자리에 있던 Alvarado
Hotel의 건축미를 살려서 2000년대 다시 지은것이다.
정거장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2nd St.와 Tijeras Ave.
코너에 있는 Galeria (Convention Center의 남쪽)의 6층
에 Convention & Visitors Bureau 사무실이 있다. 알버커
키 여행자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
다.(1-800-284-2282, www.itsatrip.org) 여기서 Parking
Ticket에 도장을 받아 나오면 주차비가 면제된다. Galeria지하층에 있는 몇개의 갤러리 중 한국인 화가 박영
숙씨가 운영하는 Park Fine Art가 있다.

5. 뉴멕시코 대학내의 박물관
1889년에 세워진 주립대학인 뉴멕시코 대학 (UNM,
University of New Mexico) 캠퍼스의 특징은 모든 건
물을 푸에블로 건축 스타일로 지어서 뉴멕시코의 고유
한 미를 표현하려고 한 점이다. 산타페의 건축가 J.G.
Meem이 설계한 건물이 많다. 중앙도서관 Zimmerman
Library도 그의 설계로 지었다.
인류학 박물관인 Maxwell Museum of Anthropology

는 1932년에 세워져서 알버커키에 있는 박물관중에서
는 가장 역사가 깊다. 캠퍼스의 서쪽에 있다.
미국 남서부 지역의 인디언 역사와 인류학에 관련
된것을 많이 전시해 놓았다. 필자가 방문했을때는 한
국전쟁에서 심리전에 사용한 인쇄물과 사진자료들이
특별 프로그램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입장료와 주차
가 무료다. 지정된 방문자 주차장이 따로 설정되어 있
다. 차를 이곳에 두고 박물관에 들어가서 Parking Permit을 받아 차안에 걸어두면 된다. (http://www.unm.
edu/~maxwell/)
미술박물관 또한 추천할 만하다. Central Ave.와 Cornell St.에서 캠퍼스로 걸어 들어가면 Fine Art Center건물
이 나온다. 이곳에는 약 2천명의 관객을 수용하는 음악
회당 폽죠이홀(Popejoy Hall)도 있다. 건물안의 로비를
통과하면 Art Museum이 있다. 2010년 4월 확장공사를
시작으로 공사가 끝나면 3층을 커버하는 넓은 전시장을

▲ Maxwell Museum of Anthropology.

갖게될 것이다. 사진전시가 자주 있는데 미술대학에 있
는 사진학과가 전국 대학 Ranking 8 (US News 2008)에
들은것과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입장료는 무료다.
(전화: (505) 277-4001, http://unmartmuseum.unm.edu)
캠퍼스 남쪽 UNM Student Book Store에서 Central
Ave. 길 건너에 있는 UNM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인기있
는 대중식당 하나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1971년에
개업 시작해서 대학과 함께 자라온 Frontier Restaurant
이다. 영업시간은 새벽5시부터 밤 1시까지 연다. 멕시
코음식으로 Burrito, Mexican Combo등이 유명하다. 항
상 붐비는 식당이지만 음식을 주문하는 캐쉬 레지스터
가 여러개가 있어서 아무리 붐벼도 주문하는데 시간
도 별로 안걸리고 음식을 Order한 뒤 음식이 빨리 나오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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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M캠퍼스 약도

는것이 이 식당의 장점중의 하나이다. 식당안에 걸려
있는 그림은 백여점이 되어 갤러리같은 기분이 든다.
(주소: 2400 Central Ave. SE 전화 (505) 266-0550, www.
frontierrestaurant.com)

서 트램을 탑승하면 해발 6,559ft에 있는 베이스 터미날
에서 산 위의 해발 10,378feet 에 있는 터미날까지 15분
만에 올라간다. 트램을 타고 올라가면서 내려다 보는 험
준한 절벽과 계곡의 웅장한 경치는 글로 표현하기 어려
울 정도다. 산위의 온도는 대략 화씨 20도 정도 산 아래
보다 더 서늘하므로 복장에 유의할 것을 권한다.
산위에 올라가 Tram에서 내리면 Visitor Center가 있
고 샌디아산에 관련된 전시물을 볼 수 있다. 나무 계단
을 거쳐서 내려가면 도시와 리오그란데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 Deck이 있다. 옆에는 High Finance Restaurant, 식당이 있다. Tram을 타기 전에 식당에 예약을
해두면 트램 승차 Ticket요금에 할인이 되는 점도 유의
할 사항이다. 이곳에서 Sandia Ski Area로 연결되어 겨울
에는 스키를 타고 동쪽으로 내려갈 수 있다. 샌디아 정상
(해발 10,678ft)까지 가는 Crest Trail(#130)을 하이킹 하

6. 핵 과학 박물관(National Museum of Neuclear Science and History)
원래의 이름은 National Atomic Museum이였는데 최근
에 신축건물로 들어가면서 이름을 National Museum of
Neuclear Science and History 로 바꾸었다. 원자탄의 개
발 역사가 상세히 전시되어 있고 핵 무기에 관련된 폭
격기, 미사일등도 전시되어 있다.(주소: 601 Eubank
Boulevard Southeast, 전화: (505) 245-2137, www.nuclearmuseum.org)

7. Sandia Peak Tramway
알버커키의 동쪽에 있는 샌디아산(Sandia Mt.)은 이곳
에 살아온 원주민에게나 오늘 여기 사는 우리들에게나
잠시 들리는 여행객에게나 다같이 인기있는 산이다. 저
녁 석양에 빨갛게 보이는 산모습이 수박을 반으로 잘라
놓은것 같다고 해서 스페인어로 수박이라고 하는 Sandia란 이름이 지어졌다.
이 Sandia Peak Tramway는 산밑에서 정상으로 올라
가게 한 케이블카를 말하는것이다. 두개의 트램을 연결
하는 케이블 길이는 2.7마일로 전 세계에서 제일 길다고
한다. 이곳으로 가는 길은 Tramway Blvd의 북쪽 끝까지
간뒤 Stop Sign 있는 곳에서 우회전 해서 Tramway Road
로 올라가면 Sandia Peak Tramway 건물이 나온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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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디아피크 트램카. 15 분만에 정상까지 올라간다.

는 것도 추천 할만하다. 왕복 거리는 약 3.5마일 된다. 하
늘을 가리는 숲길을 지나서 정상에 이르면 멀리 산타페
쪽까지 파노라믹한 경치가 한눈에 들어 온다.
1966년에 완공된 이곳의 케이블카는 알버커키에 살
고 있던 두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인데 그중 한 사람이
Ben Abruzzo, 1978년 Gas Balloon, Double Eagle II를 타
고 대서양횡단에 성공했던 사람이다. 그는 뒤에 태평양
횡단에도 성공했었다. Sandia Peak Tramway를 타러오
는 관광객수는 매년 27만 5천명 정도로 이곳은 알버커
키의 관광명소로 손꼽히는 곳이 되고 있다. 운행 시간
과 요금은 아래 홈페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매주 수요일
은 정비관계로 저녁에만 운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
요일 방문할때는 확인을 미리하길 권한다. (전화: (505)
856-7325 www.sandiapeak.com)

페트로그립 내셔널 모뉴먼트
Petroglyph National Monument
페트로(Petro)는 돌, 암석이란 뜻을 가졌고 Glyph는
그림 또는 도형이란 뜻을 가졌다. Petroglyph는 ‘바위에
새겨 그린 그림’이란 뜻이 된다. 알버커키의 서쪽에 있는
언덕위의 지평선을 보면 다섯개의 화산 흔적이 보인다.
화산밑에는 화산에서 흘러나온 용암에 의해서 만들어
진 메사(Mesa) 언덕이 넓게 자리잡은 것을 본다.
‘Mesa’란 원래는 스페인어로서 영어의 ‘Table’이란 단
어에 해당되는데 언덕 또는 산 위가 Table처럼 평평한
지형을 가리켜 ‘Mesa’라고 부른다. 리오그란데 강 서편
의 언덕을 West Mesa라고 부른다.
Mesa가 가진 또 한가지 특징은 언덕과 평지가 만나
는 경계가 급경사로 된것이다. 이 부분은 용암이 부서
져서된 까만색 또는 진한 갈색(Brown)의 현무암(Basalt)
▲ 그림 1. Petroglyph National Monument의 지도.
의 암석으로 덮여 있는데 옛날 푸에블로 원주민들이
았다. 화산 분화구가 있는
현무암 암석에 많은 그림
곳에는 Petroglyph은 없으
을 새겨 놓았다. 돌에 새
나 하이킹을 하도록 Trail이
긴 그림, Petroglyph이 더
되어 있다. 이곳 Petroglyph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정
Monument공원이 먼곳이
부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
아닌 도시 가까이 붙어 있다
요함을 연방정부에 꾸준
는 교통의 편리함 때문인지
히 건의하고 또 일반사회
방문자가 다른 Monument
에 알리는 일에 노력한 결
에 비해 많은 편이다. 연간
과 1990년 National Monu방문하는 관광객수는 10만
ment 공원으로 지정되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되었다. 알버커키의 Open ▲ Petroglyph Monument의 Visitor Center.
Space Division과 National Park Service가 공동으로 관리
를 하고 있다.
1. Visitor Center
공원지역은 푸에블로 원주민들이 종교적으로 신성하
제일 먼저 들러야 할 곳이다. I-40로 갈 경우에는 Exit
게 여기는곳이다. 공원의 동쪽 17마일에 이르는 메사 언
154에서 나와 Unser Blvd.를 이용, 북으로 3마일 정도
덕에 약 2만개의 그림이 돌에 새겨져 있다고 한다. 그림
가서 Western Tr.만나는 네거리에서 좌회전 하면 된다.
의 내용을 보면 사람, 새, 짐승 모양 외에도 추상적인 도
Montgomery/Montano Road로 간다면 Unser Blvd를 만
형이 있고 또 그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사냥하는 모습
나는 곳까지 가서 그 지점에서 Unser Blvd.로 약 2마일
같은 것도 있다. 특별히 Petroglyph이 많이 밀집되어 있
남쪽으로 가면 된다. (그림 1). Visitor Center에서 Monu는 세곳을 지정해서 구경할 수 있도록 Trail을 만들어 놓
ment 공원 전체의 지도와 상세한 Trail Map을 얻고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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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oglyph을 보러 갈곳을 정해서 가야할 것이다. Visitor
Center 옆에는 Petroglyph은 없고 여기서 차를 타고 아래
에 소개하는 곳 중의 한곳으로 가야 된다. (전화: (505)
899-0205 웹사이트:www.nps.gov/petr)

2. Rinconada Canyon
이곳은 Visitor Center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다. Unser
Blvd.를 따라 남쪽으로 1마일 내려가면 주차장이 나온
다. West Mesa의 서쪽으로 깊숙히 들어가는 캐니언을
절벽을 따라 약 1마일 정도 걸어 들어 가면서 절벽 밑에
흩어져 있는 페트로그립을 볼 수 있다. 올때는 캐니언
가운데 모래밭길로 돌아 오게 되는데 왕복 거리는 2½마
일이다. 주차장과 화장실이 되어있다. 주차는 무료이나
주차장을 여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하
이킹을 겸해서 구경하면 좋을것이다.

▲ Boca Negra Canyon에 있는 Trail.

3. Boca Negra Canyon
이곳은 가장 많은 Petroglyph이 밀집되어 있고 Trail이
전부 포장되어 있어서 어린이나 노인들에게도 좋은곳
이다. 위치는 Visitor Center에서 나와 Unser Blvd.로2마
일 북쪽으로 가면 Montano Road를 만나는 사거리를 지
난후 나오는 Monument Sign을 보고 들어가면 된다. 주
차는 주중에는 $1, 주말에는 $2이며 공원을 여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까지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
는곳이다. 화장실과 피크닉 테이블 시설이 되어 있다.

▲ Boca Negra Canyon 에 있는 Petrogly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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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edras Marcardas Canyon에 있는 Petroglyph.

4. Piedras Marcardas Canyon
Piedras는 스페인어로서 영어의 Petro와 같은 돌이나 바
위를 의미하고 Marcardas는 영어로 번역라면 Marked,
즉 ‘표시했다’, ‘부호를 기록했다’라는 의미다. 즉 스페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보고 돌에 여러가지 표시가 많이
새겨진 것을 보고 Piedras Marcardas Canyon이라고 이
름을 지었다.
주택가로 둘러 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의외
로 조용하고 한적해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온 느
낌을 받게 된다. 비교적 여행객 보다는 알버커키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것 같다. 주차장은 잘되어 있으
나 화장실 시설은 없다.
위치는 Paradise Blvd.와 Golf Course가 만나는 네거
리에서 한 블럭 남쪽에 Jill Patricia라는 길로 들어가면 주
차창이 나온다. 네거리 코너에 있는 Walgreen상점의 건
너편이 된다. 약 1/2마일정도 캐니언으로 모래밭 Trail
로 걸어 들어 가면서 여섯군데의 밀집된 Petroglyph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그림은 700년전부터 400년전까지
의 기간에 새겨졌다고 한다. 인디언의 그림이 대부분이
지만 1650년대에 들어온 스페인 사람들이 그린것이 더

▲ Black Volcano의 Trail옆에 핀 들 꽃.

러 있다고 한다. 주차비용도 들지 않고 시간 제약도 없
어서 알버커키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는 가장 편리한 곳
이라 할수있다.

5. 분화구 (Volcanoes)
West Mesa가 생기게 된 것은 다섯개의 분화구가 15만년
전에 내어 놓은 용암때문인데 그중 세개의 분화구가 좀
더 크고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 세개의 분화구를 가리켜
서 Albuquerque Volcanoes로 또
는 Three Sisters로 부르기도 한
다. 이곳을 하이킹할 수 있도록
Trail을 만들고 주차장과 화장실,
쉬어 갈 수 있는 자리를 여러곳에
만들어 놓았다. 분화구 꼭대기
에 올라가 볼 수도 있다. 리오 그
란데 강 서편에서 알버커키시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이 된다. 제일 남쪽의 분화구는
JA Volcano라고 하는데 주차장
에서 왕복 1마일이다. 그 옆에 있
는 분화구는 Black Volcano인데
JA Volcano에서 Black Volcano를
한 바퀴 돌고 오면 0.8마일의 거
리가 된다.
만일 Black Volcano에서 가장
높은 세번째 분화구 Vulcan Volcano를 둘러서 주차장으로 가는
Trail을 택한다면 2마일을 더 계
산하면 된다. 멀리서 보는 분화
구는 검은 돌 밖에는 볼게 없을것

▲ JA Volcano분화구 옆에 있는 주차장. Volcano로 가는 Trail이 여기서
시작된다.

같지만 Trail을 걸어보면 여러가지 다양한 식물이 자라
고 있음을 보고 놀라게 된다. 4월말경 Black Volcano 위
에 올라 갔을 때에는 분화구 정상에 노란 꽃이 만발해 있
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곳으로 가는 길은 Paseo del Norte로 서쪽으로 끝
까지 가면 우회전 하게 되면서 Paseo del Volcan이 되어
남쪽으로 가게된다. 경비행기가 사용하는 Double Eagle
Airport를 지난 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나온다.
I-40로 갈 경우에는 Exit 149에서
Paseo del Volcan으로 북쪽으로 4.5
마일정도 가면 된다. 이곳 주차장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Petroglyph Monument소개를
마치면서 분화구에서 흘러 나온 용
암(Lava)이 어떻게 Mesa를 만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을 참고
자료로 추가했다. 그림2에 설명이
잘되어 있어서 말로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Petroglyph공
원내에는 이와 같은 그림과 사진
등으로 공원에서 볼 수 있는 동식
물 또는 암석, 지질학적인 여러가지
를 설명하는 게시물을 많이 전시해
놓았다. 어린이들의 교육적 효과도
상당히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너무
더운 계절을 피하고 마실 물을 충분
히 휴대할 것을 잊지않길 권한다.
◀ 그림 2. 용암에 의해 메사가 만들어지는 과정.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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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록 내셔널 모뉴먼트
Kasha-Katuwe Tent Rocks National Monument
헤이메즈산(Jemez Mt.)밑에 있는 인디언의 티피 텐트
(Tepee Tent)같은 원추형의 암석으로 경관을 이룬 곳인
데 최근 2001년에 National Monument로 지정되었다. 알
버커키와 산타페 사이의 중간쯤 되는 곳에 있는 코치티
(Cochiti) 인디언 푸에블로(Pueblo) 땅에 있다.
코치티 인디언은 이곳을 카샤카투웨(Kasha-Katuwe)
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White Cliffs’, 즉 ‘하얀 절벽’이란
의미를 가졌다. 절벽이 하얀것은 화산재로 만들어진 암
석이기 때문인데 이곳의 지층이 만들어진 것은 6백만년
전에서 7백만년전 사이에 걸쳐 일어난 헤이메즈산의 화
산폭발로 말미암은 것이다. 화산폭발때 마다 엄청난 화
산재가 주위를 덮었는데 이 화산재가 굳어져서 돌이 되
어 약 1,000 피트 두께의 응회암(凝灰岩: Tuff)층이 만들
어졌다. 화산재와 함께 뿜어져 나온것 중에는 단단한 돌
맹이도 섞여 있었는데 이 돌맹이들이 이곳의 원추형 모

▲ 모뉴먼트 입구의 Sign.

양의 암석을 만든 요인이다.
화산재가 굳어져서 된 암석은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
면서 비에 씻겨 내려가게 되었으나 화산재속에 들어 있

▲ 원추형 Tent Rock이 모여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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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좋은 부부 Tent Rock.

▲ 회색 응회암의 Hoodoo들.

었던 단단한 돌은 비에 씻겨 내려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응회암이 씻겨내려 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
을 함으로써 원추형 모양의 암석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
질학적 용어로 이를 후두(Hoodoo)라고 부르는데 이곳
의 Hoodoo의 크기를 보면 90ft에 이르는 큰것도 있고
2-3ft의 작은 것도 있다. Hoodoo의 머리되는 돌이 굴러
떨어져 비를 막아 주는 머릿돌을 잃어서 작아지고 있는
Hoodoo도 있다.
공원안 주차장 주변에는 Juniper나무로 덮여 있고 계
곡에 가까이 갈수록 Piñon과 Ponderosa 소나무가 많아
진다. 주차장에서 시작하는 Cave Loop Trail은 약 1.2
마일 되는데 비교적 평탄한 길이다. 절벽에 움푹 파인
굴을 보게 된다. 이 Trail의 동쪽 코너에서 시작되는 1.5
마일 되는 Canyon Trail이 정말로 재미있는 코스이다.
이 Trail은 아주 좁은 협곡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좁은 곳
은 양팔로 좌우 벽을 만질 수 있는 정도로 좁은 곳도 지

▲ 좁은 협곡으로 Trail이 들어간다.

난다.
이곳에서는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시원한 바람이
깊은 계곡을 지나감을 느낄수 있다. 좁은 계곡을 벗어
나면 텐트 모양의 바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Trail은
점점 가팔라지면서 Tent Rock이 밀집된 곳을 지나게 된
다. 마지막 0.3마일은 200ft가량을 올라가는 다소 힘든
코스이지만 정상에 이르면 360도 전방향이 한 눈에 들
어 와서 만족스런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 보는
Tent Rock 모양의 지형은 미국내에서는 이곳 밖에 없
고 외국에서 볼려면 터키 (Turkey) 중부에 Cappadocia
란 곳에 가야 볼 수 있다 하니 이 공원의 가치를 재 인식
하게 된다.
이곳으로 가는 길은 알버커키에서 가자면 I-25를 타
고 북으로 가다가 Santo Domingo/Cochiti Lake로 나가
는 Exit 259으로 나온후 좌회전하여 22번 도로로 12.2마
일을 가면 Cochiti 저수지의 댐(Dam)밑을 지나게 되는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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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치티 호수의 Visitor Center에서 본 호수의 댐. 길이가 5마일이 된다.
◀ 그림 1. Tent Rock Monument 약도

인근지역에 있는 관광지
데 22번 도로는 좌측으로 꺾어지게 된다. 만일 직선으로
가면 코치티 저수지 댐의 끝쪽 위로 올라가게 된다. 22
번 도로로 Dam을 등지고 약 1.8 마일을 가면 FR266 도
로를 만나서 우회전하면 Monument Sign이 있는 입구가
나온다. 입구에서 공원까지 4.7마일은 비포장 도로였지
만 2010년 에 포장공사를 끝마쳤다.
입장료는 차당 $5이며 개장시간은 여름철에는 오전 7
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겨울철은 오전 8시 부터 오후 5
시 까지다. Golden Age Passport 소지자는 무료다.

1. 코치티 호수 (Cochiti Lake)
엄격히 따지자면 저수지라 해야겠지만 Lake(호수)라고
부르고 있다. 리오 그란데 강을 막아서 저수지를 만든
이곳의 코치티 댐은 콩크리트를 쓰지 않고 돌과 흙을 쌓
아서 만든 것이다. 댐의 길이가 무려 5마일이나 되어 이
런 종류의 댐으로는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것이다. 미
육군 공병단에 의해 1965년 공사를 시작해서 1975년에
완공했다. 이 저수지에 들어오는 강은 리오 그란데강과
콜로라도강의 지류인 San Juan강물을 26마일 터널을 통
해서 Continental Divider의 동쪽으로 빼돌려서 받는 Rio
Chama강이 된다. 저수지에서는 수영, 낚시, 보트등을
즐길 수 있고 Picnic Area도 있다.

2. Kewa Pueblo (Santo Domingo Pueblo)

▲ 그림 2. 코치티 호수 주변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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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 마을 케와 푸에블로는 최근까지 산토 도밍고 푸
에블로로 불렸던 인디언 부락이다. I-25 Exit259에서 22
번으로 약 4 마일 가면 도로 Sign이 나온다. 88번 길로
약 1마일 서쪽으로 가면 마을로 들어서게 된다. 6월부터
Labor Day Weekend사이에 자주 축제행사가 열린다.
축제가 벌어지는 날에 가면 인디언 댄스를 구경하고 수
공예품 쇼핑등을 즐길 수 있다. 사진찍는것을 엄격히 금
하고 있는것은 유감스럽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축
제 행사 스케쥴을 볼 수 있다. (www.newmexico.org/
native_america/pueblos/santa_domingo.php)

코문화 국립역사 공원
Chaco Culture National Park

▲ 차코문화국립역사 공원 입구의 Sign.

국립공원중에서 아주 특이한 곳이다. 이 공원은 역사
공원이라고 불려지는 만큼 시간과 공간을 넘어야 하는
공원이다. 약 천년전의 역사속으로 들어가서 유적을 보
며 옛날의 문화를 생각하게 하는 공원이다. 또한 이 공
원은 지역적으로도 외지고 먼 곳에 있다. 공원으로 들어
가는 16마일의 도로는 포장도 안되어 있어 교통이 불편
한것까지 겹치니 더 먼 곳같이 느껴진다. 시간과 공간
두가지 모두가 멀게 느껴지는 이곳을 관광지로 소개하
는 까닭은 이곳에 너무나 많은 신비스런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뉴멕시코 서북부의 고원지대인 산환분지 (San Juan
Basin)에 있는 차코 캐니언(Chaco Canyon)에 900년부
터 1150년까지 아나사지 인디언이 찬란한 문화의 중심
지를 이룩했다.
한 건물에 수백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같은 대형 건물
을 다층구조로 여러 채를 지었다. 벽을 쌓는 것은 현지
에서 나온 사암돌을 벽돌같이 자른 후 층층이 쌓아서 대
형건물을 지었는데 4-5층 구조로 짓기 위해서는 많은 석
가래용 통나무가 필요했다. 그들이 사용한 통나무 수는
약 20만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부근은 비가 오지
않는 황야이므로 큰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이라 그들은
50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에 있는 산에서 벌목을 해서 운

반해 왔어야 했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마차라는게 없었
고 바퀴자체가 발명되지 않아 인적 노동력에 의존했을
텐데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애초에 집단 거주 지역을 왜 산밑이나 강가 같은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을 택하지 않고 이와 같이 사막같은 황야
의 고원지대에 정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이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직선도로를 여러개 만들어 주변
의 다른 마을과 연결되게 해놓았는데 도로의 폭이 30ft
나 되게 했다. 마차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넓은 도로를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달과 태양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춘분과 추분의 날짜를 알았고 천문학적 지식
을 건축공사와 농사짓는 일에 적용시켰다. 도기를 만드
는 기술이 발달되었고 그들의 터키석(Turquoise) 보석
공예품은 멀리 남쪽 멕시코의 정글과 태평양 연안에까
지 거래되었다.
그러나 1150년경 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말미암아
아나사지 인디언들은 살기가 어려워지자 이곳을 버리
고 생활여건이 좋은 곳으로 떠나기 시작했다. 현재의 나
바호(Navajo), 쥬니(Zuni), 푸에블로(Pueblo) 인디언이

▲ 공원내의 중요 유적지와 Trail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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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들러 보아야 할 중요한 몇 곳을 아래에 추
천해 본다.

1. Visitor Center

▲ 방문객센터 내의 전시물.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동한것 같다고 한다.
그후 차코 캐니언은 폐허가 되어버렸고 많은 대형 건
물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흙더미로 덮힌채 600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1846년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
다. 1896년 본격적인 고고학적 발굴작업이 시작되었는
데 Pueblo Bonito의 한 건물에서는 5년간의 발굴결과 6
만 여점의 유물을 화물차에 실어 뉴욕 박물관으로 보
냈었다. 1907년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National
Monument로 지정된 후 1980년에 국립역사 공원(National Histrical Park)으로 지정되었다. 1987년 UNESCO
에서 세계문화유산지역 (World Heritage Site)으로 지정
되었다. 이 공원내에는 약 2,400개에 달하는 엄청나게
많은 유적지가 발견되었지만 발굴작업을 한 유적지는
소수에 불과하고 앞으로 발굴해야될 유적지는 많지만
되도록 발굴을 서두르지 않고 미루어 고고학적 과학기
술이 더 발전될 후세대에 가서 하도록 유적지 보존에 많
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으로 가는 길은 알버커키에서 I-25로 16마일 북
쪽으로 가다가 Exit 242로 나와 US550 (NM44)번 도로
로 서쪽을 향하여 70마일을 가면 Cuba를 지나며 48마일
을 더가면 (마일 포스트로 112.5마일지점) 주유소가 있
는 마을근처에서 County Road 7900을 만난다. 이곳은
Nageezi란 마을을 3마일 앞에 둔 지점이다. CR7900으로
좌회전해서 포장된 5마일을 가서는 우회전해서 CR7950
으로 바꾸어 공원 Sign을 따라 16마일 비포장 도로를 달
리면 공원 입구에 이르러 포장된 도로로 들어선다.
공원 남쪽에서 57번도로 (혹은14번) 들어가는 길도
지도에 표시되어 있으나 추천할 수 없는 길이다. 도로
관리가 전혀 안된 길이여서 SUV차라고 할지라도 비가
온뒤에는 도저히 갈수 없을 때도 있는 힘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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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당연히 들러야 할 곳이다. 입장료를 지불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역사공원인 만큼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시
간적 공간을 넘어서는게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
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연다. 차코문화에 관한 비디오
가 상영되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파악하게 하는 추천할만한 비디오 프로그램이다. 전시
장의 전시물로써 터키석을 이용한 공예품, 물 그릇을 위
시하여 여러가지 도기들과 이를 장식한 무늬가 특이하
다. 터키석으로 가공한 유품은 6만개 이상이 이 공원에
서 발굴되었다고 한다.
최근에 와서 공중사진과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으

▲ 태양관측에 쓰인 Sun Dagger가 있는 Fajada Butte.

로 옛날에 만든 도로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차코 캐니언
을 중심으로 거미줄같이 사방으로 뻗어 나간 직선도로
가 모두 합치면 약 400마일이된다. 말이란 동물이 없었
고 바퀴 달린 차가 발명되기 이전에 폭이 30ft(10m)나 되
게 직선도로를 계획적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는 풀
리지 않은 수수께끼중 하나다. 도로를 만들때 산이나
언덕같은 장애물은 피해 돌아가는게 일반적인 상식인
데 이들이 만든 도로는 계단을 만들더라도 직선을 고집
하며 굽힘이 없는 직선 도로를 만든 이유를 아직 알길
이 없다.

2. 파하다 뷰트 (Fajada Butte)
Visitor Center 남쪽을 보면 파하다 뷰트(Fajada Butte)
라고 부르는 뾰죽한 산 봉우리가 보인다. 이곳은 유적

▲ Pueblo Bonito 의 상상도.

의 보존을 위해서 일반 여행객의 접근이 금지된 곳이
다. 이곳은 당시의 천문관측의 유적이 있는 곳이다. 해
의 위치에 따른 돌판사이로 비치는 그림자의 이동을 관
측하여 동지와 하지, 춘분 추분을 알아내는 나선형의
Petroglyph가 있는데 이를 Sun Dagger라고 부른다. 현
장에는 갈 수가 없지만 Visitor Center에서 상세하게 설
명된 자료를 볼 수 있다.

3. 우나 비다 (Una Vida)
Visitor Center앞 주차장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
리에 있는 유적지로서 약 150개의 방과 다섯개의 Kiva를
가진 곳이다. 발굴을 하지 않은 상태의 유적지로의 대표
적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

4. 푸에블로 보니토 (Pueblo Bonito)
이곳 공원에 있는 유적지 중에서 가장 크고 차코문명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지다. Pueblo Bonito의 뜻은
‘아름다운 마을’이란 뜻이 된다. 4층 구조로 지은 대형 아
파트 같은 건물로서 651개의 방과 40개의 Kiva를 가진
건물 유적지다. Park Ranger가 안내하는 Guided Tour가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있는데 이를 따라가면 푸에블
로 보니토를 더욱 깊이 있게 관광할 수 있다. 시간을 맞
추기 어려우면 Self-Guided로 혼자 구경할 수도 있다. 반

▲ Pueblo Bonito 의 전경.

달모양이라 할수도 있고 ‘D’ 글자 모양이라고도 할 수 있
는 설계로 지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은 1000년전 본래
의 Pueblo Bonito를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다. 건물의 배
치가 남향이 되도록 지었는데 반원의 직경부분이 되는
전면의 벽이 춘분과 추분때의 해뜨는 지점과 해지는 지
점을 이은 선에 일치하게 배치를 했다고 한다. 이 건물
은 주택지로 쓰인 것은 아니고 종교적 또는 정치적 목적
으로 쓰여진 건물로 추정한다고 한다.

5. 킨 크레스토 (Kin Kresto)
‘노란 집’이라는 뜻을 가진 Kin Kresto(킨 크레스토)는 사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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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eblo Bonito의 Kiva에 관한 설명을 듣는 관광객.

암 벽돌의 색깔이 특별히 노랑색이여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것 같다. 100여개의 방과 5개의 Kiva를 가진 건축물
이다. Pueblo Bonito 주차장에서 서쪽으로 가면 Loop의
One Way길에서 벗어나는 길로 들어서서 Kin Kresto 주
차장에 이른다. 거기서 도보로 약 0.3마일 서쪽으로 걸
어야 된다. Mesa위로 가는 Trail로 하이킹을 할려면 이길
을 택해야 된다.

6. 푸에블로 알토 (Pueblo Alto)
하이킹을 한다면 이곳을 가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Pueblo Alto는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이란 이름의 뜻 그대
로 이 지역의 제일 높은 곳에 있다. 이곳으로 가는 Trail
은 Kin Kresto의 뒤에서 시작해서 절벽 틈으로 올라가게
된다. 왕복 3마일이 되는데 도중에는 Pueblo Bonito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지점으로 가 볼 수도 있다.
Pueblo Alto는 Mesa꼭대기에 있어서 북쪽으로 트인
광야를 내려보게 된다. 천년전에 만든 직선도로가 이곳
푸에블로 알토로 모이게 된것을 보면 이 마을은 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한 곳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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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eblo Bonito의 유명한 방과 방사이를 잇는 연속된 문들.

끝으로 공원소개에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를 아래에
몇개 적어둔다.
• 차코국립공원 홈페지: www.nps.gov/chcu
•	태양관측(Sun Dagger Explorer):
accad.osu.edu/~aprice/works/sundagger
•	위키페디아 백과 사전: en.wikipedia.org/wiki/Chaco_Culture_National_Historical_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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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단체/종교(교회.카톨릭)

공공기관/단체

종교(교회/카톨릭)

Service Center

Church/ Catholic

로스앤젤레스주영사관................ (213)385-9300
Korean Consulate General in Los Angeles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Albuquerque지역

뉴멕시코주한인회....................... (505) 271-1777

갈릴리장로교회.......................... (505) 291-1292

Korean Americamn Association of New Mexico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The Korean Presbyterian Galilee Church
2200 Che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뉴멕시코교역자협의회............... (505) 242-8371

기쁜소식알버커키교회............... (505) 837-1910

KOrean Pastor’s Association of New Mexico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87121

Good News Albuquerque Church
3001 Cuervo Dr. NE Albuquerque, NM 87110

뉴멕시코아시안패밀리센터........ (505) 934-5139

뉴멕시코성결교회....................... (505) 238-3551

New Mexico Asian Family Center
P.O.Box 27344 Albuquerque, NM 87125

New Mexico Church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 87106

뉴멕시코한인골프회 ................. (505) 271-1777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505) 341-0205

New Mexico KOrean Golf Club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뉴멕시코 한국학교..................... (505) 271-1777

알버커키한인카톨릭공동체........ (505) 652-4627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Our Lady of Annunciation
2621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87109

미주한국학교협의회................... (213) 388-3345

알버커키한미침례교회............... (505) 242-8371

KOREAN SCHOOL ASSO. OF AMerica
680 Wilshire Pl #415 Los Angeles, CA 90005

Korean American Baptist Church of Albuquerque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87121

아시안협의회.............................. (505) 332-9249

주님의교회................................. (505) 903-2297

Asian Americamn Association of New Mexico
P.O.Box 8994 Albuquerque, NM 87198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NM 87123

인종차별(EEOC)......................... (505) 248-5202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505 Marquette NW #900 Albuquerque, NM 87102

Las Cruces지역

UNM한국학생회.............................ksa@unm.edu

라스크루세스침례교회............... (915) 276-2773

University of New Mexico KOrean Student Asso.
Albuquerque, NM 87102

Korean Baptist Church of Las Cruces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6.25참전용사협의회................... (505) 459-5282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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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Jara지역

건강.건강식품/리커스토어

크리스천비전아카데미............... (505) 321-9911

인성 내츄럴................................ (505) 453-5461

Christian Vision Academy
P.O Box 88 La Jara, NM 87027

Insung Natural
800 Trinity Dr. #B Los Alamos, NM 87544

Los Alamos 지역

리커스토어
Liquor Store

로스알라모스한인교회............... (505) 412-5420
Los Alamos Korean Church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Albuquerque지역

카사리커스................................. (505) 247-2525
Santa Fe지역

Casa Liquors
1649 Bridge Blvd. SW Albuquerque, NM 87105

산타페한인장로교회................... (505) 412-5420

스테디엄리커스.......................... (505) 242-8542

Santa Fe Korean Presbyterian Fellowship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87501

Stadium Liquors
1306 Broadway SE Albuquerque, NM 87102

켈리리커스(Central)................... (505) 299-3366
Clovis지역

Kelly Liquors
11816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23

클로비스순복음교회................... (575) 762-4510

켈리리커스(Arenal).................... (505) 873-4477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NM 88101

Kelly Liquors
1903 Coors Blvd. SW Albuquerque, NM 87121

켈리리커스(Gun Club)............... (505) 877-2777
Farmington 지역

Kelly Liquors
4312 Coors Blvd. SW Albuquerque, NM 87121

화밍톤한미침례교회................... (505) 453-5461

켈리리커스(Coors)..................... (505) 897-9676

korean American Baptist Church of Farmington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Kelly Liquors
9411 Coors Rd. NW Albuquerque, NM 87114

건강/건강식품
Health / Health Food

켈리리커스(Mt. Run).................. (505) 291-9914
Kelly Liquors
5850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1

단요가(알버커키)........................ (505) 797-2211
단요가(커튼우드)........................ (505) 792-5111
단요가(산타페)............................ (505) 820-2211
단요가(다운타운)........................ (505) 262-2211
단요가(이스트마운튼)................. (505) 286-3535

켈리리커스(Juan Tabo).............. (505) 292-4520

Dahn Yoga
www.dahnyoga.com

Kelly Liquors
6300 San Mateo Blvd. NE #R Albuquerque, NM 87109

Kelly Liquors
1418 Juan Tabo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켈리리커스(San Mateo)............. (505) 797-9966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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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이발소/변호사

켈리리커스(4th Street)............... (505) 828-1133

살롱123...................................... (505) 872-0301

Kelly Liquors
6124 4th St. NW Albuquerque, NM 87104

Salon 123(Sue)
7114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0

켈리리커스(Wyoming)................ (505) 296-7815

서니김매스터이발소 ................. (505) 254-8434

Kelly Liquors
2270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Sunny Kim Master Barber
208 Wyoming Blvd. SE Albuquerque, NM 87123

정희 헤어살롱............................. (505) 259-1643
Rio Rancho지역

Chong Hair Salon
11901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켈리리커스(Rio Rancho)............ (505) 994-8855

필리사롱 & 데이스파.................. (505) 271-2244

Kelly Liquors
111 Rio Rancho Blvd. NE Rio Rancho, NM 87124

Piliy Salon & Day Spa
3750 Juan Tabo Blvd. NE #B Albuquerque, NM 87111

헤어다이나믹.............................. (505) 296-2335
Belen지역

Hair Dynamics(Ashley)
1500-B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켈리리커스(Belen)..................... (505) 864-2242

헤어 & Co.................................. (505) 797-8087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 87002

Hair & Co
5901 Wyoming Blvd. NE #T Albuquerque, NM 87109

Santa Fe지역

Los Alamos지역

바안리커..................................... (505) 471-3960

펄스 플레이스............................. (505) 661-2400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Pearl’s Place
800 Trinity Dr. #E Los Alamos, NM 87544

오우스리커................................. (505) 982-1751
Owl’s Liquor
913 Hickox St. Santa Fe, NM 87501

미용실/이발소
Hair Salon & Barber Shop

Rio Rancho지역

더플레이스 헤어살롱.................. (505) 379-1722
The Place Hair Salon(Song)
4300 Ridgecrest Dr. SE Rio Rancho, NM 87124

변호사

Albuquerque지역

Attorney

놉힐이발소................................. (505) 256-0707
Nob Hill Barber Shop(Sunny)
3408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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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uquerque지역

의료(메디칼/검안의/치과/한의원)/보험/부동산

죤레위트..................................... (505) 243-0733
John W. Lawit
2305 Renard Pl. SE #210 Albuquerque, NM 87106

의료-치과
Dentists

Sutin Thayer & Browne............ (505) 883-2500
Sutin Thayer & Browne
6565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

Albuquerque지역

레인보우치과(Shaun Hwang)..... (505) 890-6101
Santa Fe지역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lbuquerque, NM 87114

Sutin Thayer & Browne............ (505) 988-5521

스튜워트안 치과(Stewart Ahn)... (505) 897-6889

Sutin Thayer & Browne
317 Paseo De Peralta Santa Fe, NM 87501

Westside family dentistry
5920 Whiteman Dr. NW Albuquerque, NM 87120

의 료

의료-한의원

Medical Treatment

Acupuncture

Albuquerque지역

Albuquerque지역

Dr. Victor Mancha, M.D. ......... (505) 821-9630

뉴라이프한의원(Dr. Chang)....... (505) 710-7504

AlluraDerm MD Med Spa
9501 Paseo del North NE #B Albuquerque, NM 87122

New Life Acupuncture & Herbs Clinic
4716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8

사우스웨스트 통합건강센터....... (505) 256-3648

양한방 통증치료센터(Dr. Park).. (505) 514-2900

Southwest Integrative Health Center
5310 Homestead Rd. NE #400 Albuquerque, NM 8711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6501 Eagle Rock Ave. NE #A6 Albuquerque, NM 87113

보 험

Las Cruces지역

Insurance

커브낸트클리닉.......................... (575) 556-0200

뉴욕라이프................................. (505) 880-2191

Covenant Clinic(Esther Patterson)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 88011

NY Life Insurance Co.(Maida)
6565 Americas Parkway NE #500 Albuquerque, NM 87110

의료-검안의

부동산

Optometry

Realtors

로스알라모스 훼밀리아이케어... (505) 662-9681

레디부동산(이준)........................ (505) 730-6178

Los Alamos Family Eyecare P.C
800 Trinity Dr. #B Los Alamos, NM 87544

Ready Real Estate
9400 Holly Ave. NE Albuquerque, NM 87122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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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디오/세탁소/식당

인그레스부동산(최귀분)............. (505) 249-8686
The Ingles/Company Realtors
6711 Academy Rd. NE #B Albuquerque, NM 87109

올스타부동산(김영신)................. (505) 321-7695

식 당
Restaurants

Allstar Realty
7001 Prospect Ave. NE #200 Albuquerque, NM 87110

Albuquerque지역

콜드웰뱅커부동산(수잔 리)........ (505) 934-8949

김스식당(한식)............................ (505) 296-8568

Coldwell Banker
8200 Carmel Ave. NE #103 Albuquerque, NM 87122

Kim’s Korean Restaurant
2306 Morris St. NE Albuquerque, NM 87112

사진/비디오
Photography/Video

사무라이(일식)............................ (505) 275-6601
Samurai Sushi & Grill
9500 Montgomery Blvd. NE Albuquerque, NM 87111

사쿠라(일식,한식)....................... (505) 890-2838
Albuquerque지역

Sakura Sushi & Grill
6241 Riverside Plaza Ln. #C-1 NW Albuquerque, NM 87120

크로스로드비디오....................... (505) 321-9084

쇼건(일식)................................... (505) 265-9166

Crossroads Video Production(Chris)
5300 Eubank Blvd. NE #8-F Albuquerque, NM 87111

Shogun Sushi
331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크리스탈이메징.......................... (505) 332-3686

스시&사케(일식,한식)................. (505) 797-8000

Crystal Imaging Photography(Steve)
1541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L NE Albuquerque, NM 87109

세탁소
Dry Cleaners/Laundry

스시하마(일식)............................ (505) 293-6055
Sushi Hama
2918 Eubank NE Albuquerque, NM 87111

발본스세탁소.............................. (505) 881-4466

시즐러(양식)............................... (505) 833-5755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Albuquerque, NM 87110

Sizzler Steakhouse
7212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0

워시브라이트런드리................... (505) 266-3231

아리랑 (한식).............................. (505) 255-9634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Dr. SE Albuquerque, NM 87108

Arirang Korean Restaurant
1826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이그제크티브세탁소................... (505) 299-5858

아이러브스시(일식).................... (505) 883-3618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F4 Albuquerque, NM 87109

키치세탁소................................. (505) 255-0642

앤칭(중식,한식)........................... (505) 275-8265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Albuquerque, NM 87110

Yen Ching
4410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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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식품점

여미하우스(중식,한중식)............ (505) 271-8700
Yummie House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Los Alamos지역

이주미 스시&그릴(일식)............. (505) 260-0011

오리가미(일식)............................ (505) 661-2595

IZUMI Sushi & Grill
5701 Gibson Blvd. SE Albuquerque, NM 87108

Origami Sushi
182 Central Park Sq. Los Alamos, NM 87544

이찌반스시(일식,한식)................ (505) 899-0095

센추럴애비뉴그릴(양식)............. (505) 662-2005

Ichiban Sushi
10701 Coors Rd. NW Albuquerque, NM 87114

Central Avenue Grill
789 Central Ave. Los Alamos, NM 87544

제스민(타이,일식)....................... (505) 345-0960
Jasmine Thai & Sushi House
4320 The 25 Way NE Albuquerque, NM 87109

Rio Rancho지역

코리언바비큐(한식,일식)............ (505) 338-2424

마끼야끼(일식)............................ (505) 506-9130

Korean BBQ Hous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Maki Yaki Sushi
4300 Ridgecrest Dr. SE Rio Rancho, NM 87124

테리야끼키친(일식).................... (505) 766-9405

오사카(일식)............................... (505) 892-7778

Teriyaki kitchen
508 Central Ave. SW Albuquerque, NM 87102

Osaka Sushi and Steakhouse
1463 Rio Rancho Blvd. Rio Rancho, NM 87144

퍼시픽림(일식,한식,중식)........... (505) 271-0920
Pacific Rim Asian Bistro
10721 Montgomery Blvd. NE Albuquerque, NM 87111

Santa Fe지역

푸양(한식,중식)........................... (505) 298-8989

마끼야끼(일식)............................ (505) 820-1930

Fu-Yang
3107 Eubank Blvd. NE #16 Albuquerque, NM 87112

Maki Yaki Sush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NM 87505

후지야마(일식)............................ (505) 265-9774

오사카(일식)............................... (505) 471-6698

Fuji Yama
5001 Central Ave. NE Albuquerque, NM 87108

Osaka Sushi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훙타오(월남)............................... (505) 292-8222

찹스틱오리엔탈(중식)................. (505) 820-2126

Huong Thao
1016 Juan Tabo Blvd. NE #B Albuquerque, NM 87108

Chopstix Oriental
238 N. Guadalupe St. Santa Fe, NM 87508

Las Cruces지역

식품점
Grocery Market

재패니즈키친(일식).................... (505) 521-3444

김스식품..................................... (505) 296-8568

JapAnese Kitchen
141 Roadrunner Parkway #115 Las Cruces, NM 88011

Kim’s Oriental Market
2306 Morris St. NE Albuquerque, NM 87112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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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관광/열쇠/융자.은행/의류.신발

문스커피..................................... (505) 271-2633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Blvd. NE #F Albuquerque, NM 87112

아리랑식품................................. (505) 255-9634

융자/은행
Mortgage/Bank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Albuquerque지역

에이원식품................................. (505) 275-9021

고산식(Loan Officer).................. (505) 379-0433

A-1 Oriental Market
1410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Rocky Mountain Mortgage LTD.
7802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0

정호식품..................................... (505) 883-2665

김미경(Loan Officer).................. (505) 206-9963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Compass Bank
Mikyong.kim@bbvacomepass.com

여행사/관광안내

의류/신발

Travel Agency/ToUR

Clothing/Gift/Shoes

삼호관광..................................... (213) 427-5500
SAMHO TOUR & TRAVEL
www.samhotour.com

Albuquerque지역

새한여행사................................. (213) 383-4988

넥스트클로딩&기프트................ (505) 839-8627

NEW KOREA TRAVEL
www.newkoreatravel.com

Next clothing/Gift
4201 Central Ave. SW Albuquerque, NM 87105

아주관광..................................... (213) 388-4000

닷클로딩..................................... (505) 830-9400

A JU TOURS
www.usajutour.com

Dot Clothing
7200 Montgomery Blvd. #C NE Albuquerque, NM 87109

태양여행사................................. (213) 252-9700

리오슈즈..................................... (505) 883-9009

TAE YANG TRAVEL
www.taeyangtravel.com

Rio Shoes
6600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0

열 쇠
Lock Smith

베스트아웃렛.............................. (505) 884-2202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lbuquerque, NM 87110

센트럴아웃렛.............................. (575) 527-0098
Rio Rancho지역

Central Outlet
4716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8

Lock & load Locksmith............. (505) 896-7955
Lock & load Locksmith
1380 Rio Rancho Blvd. #289, Rio Rancho, NM 8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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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주한인회 505-271-1777

인쇄.디자인/컴퓨터/태권도/터마이트/페인팅/항공사/한복

제이원임폴트.............................. (505) 831-6355
J-1 Imports
4410 Central Ave. SW Albuquerque, NM 87105

태권도
Martial Arts

진엑스임폴트.............................. (505) 899-3420

김스태권도................................. (505) 292-0188

Gen X Imports
10701 Coors Blvd. NW Albuquerque, NM 87114

Kim’s Taekwondo
2306 Morris St. NE Albuquerque, NM 87112

다이나믹태권도.......................... (505) 271-2000
Farmington지역

Dynamic Taekwondo Academy
5850 Eubank Blvd. NE B35 Albuquerque, NM 87111

김스임포트................................. (505) 327-7167
Kim’s Imports
3030 E. Main St. #2 Farmington, NM 87402

터마이트
Termite & Pest Control

MTA 벌레제거............................ (505) 345-0377
Las Cruces지역

MTA Pest Control
P.O. Box 36318 Albuquerque, NM 87176

빅체어 카페&기프트................... (575) 527-0098
Big Chair Café & Gift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페인팅
Painting

퍼스트초이스페인팅................... (505) 228-0393
Gallup지역

First Choice Painting
1113 Lawrence Dr. NE Albuquerque, NM 87020

리오슈즈..................................... (505) 722-5396
Rio Shoes
1300 W. I-40 Frontage Rd. #304B Gallup, NM 87301

인쇄/디자인
Printing & Design

항공사
Airline

대한항공24시간예약센터........... (800) 438-5000
KAL AMERICAN RESERVATION CENTER
www.koreanair.com

ENVY 디자인 & 인쇄................. (866) 373-8955

아시아나24시간예약센터........... (800) 227-4262

ENVY Design+Print
www.envyprinting.com

ASIANA AIRLINES RESERVATION
http://flyasiana.com

컴퓨터

한 복

Computer Repair

Korean Traditional Clothing

피씨 매직 프로 .......................... (505) 323-5505

장미혼수백화점 ......................... (718) 359-0430

PC Magic Pro
1541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Jangmi Traditional, Inc.
154-08 Northern Blvd. 1F-8 Flushing, NY 11354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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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화원/화장품/호텔

화 랑
Gallery

폴라화장품................................. (505) 270-1984
Pola Cosmetic
6316 Thicket St. NW Albuquerque, NM 87120

Albuquerque지역

Rio Rancho지역

박파인아트................................. (505) 764-1900

폴라화장품................................. (505) 453-7735

Park Fine Art
20 First Galleria Plaza NW #27 Albuquerque, NM 87102

Pola Cosmetic
63 Biscayne Way NW Rio Rancho, NM 87124

홍수영아트................................. (505) 821-3561

호 텔

Hong, Soo-Young
8625 Plymouth Rock Rd. NE Albuquerque, NM 87109

Hotel/Motel

Las Cruces지역

Albuquerque지역

Suki’s Art................................... (575) 541-1102

라마다인..................................... (505) 881-3210

Suki’s Art
eaglesnine@msn.com

Ramada Inn
2015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07

Rio Rancho지역

컨츄리인&스위트 ...................... (505) 246-9600
Country InN & Suites
2601 Mulberry St. SE Albuquerque, NM 87106

김폴아트..................................... (505) 891-1340
Kim R. Poole
3211 Sue Cr. SE Rio Rancho, NM 87124

화원/종묘
Nursery

Rio Rancho지역

인에트리오란초.......................... (505) 892-1700
Inn at, Rio Rancho & Conference Center
1465 Rio Rancho Dr. SE Rio Rancho, NM 87124

오수나널서리.............................. (505) 345-6644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lbuquerque, NM 87113

화장품
Cosmetics

Albuquerque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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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up지역

데이스인..................................... (505) 863-6889
Days Inn
3201 W. Hwy 66 Gallup, NM 87301

Grants지역

회계사/기타

레저 러지.................................... (505) 287-2991

현지 어카운트 서비스................. (505) 922-5555

Leisur Lodge
1204 E. Santa Fe Ave. Grants, NM 87020

Hyunji Accounting Service
5004 College Height Dr. NW Albuquerque, NM 87120

사우스웨스트모텔....................... (505) 287-2935
southwest motel
1000 E. Santa Fe Ave. Grants, NM 87020

회계사
CPA/Accounting

Albuquerque지역

Las cruces지역

켈리텍스..................................... (575) 523-5800
Kelly Tax & Accounting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기 타
Misc. Business

엠티엠 어카운트 서비스............. (505) 823-2725

중재 서비스................................ (505) 332-9249

MTM Accounting Service
9428 Freedom Way NE Albuquerque, NM 87109

Mediation Services
1614 Betts Ct. NE Albuquerque, NM 87112

텍스서비스................................. (505) 503-7252

Gigi Mora 법적통역.................... (505) 291-1250

Imperial Tax Service Corp.
7103 4 St. NW #O-3 Albuquerque, NM 87107

Certified Court interpreter
10820 Jewel Cave SE ALBUQUERQUE, NM 87123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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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빛과 소금

알버커키 가톨릭 공동체

+찬미 예수님
알버커키 가톨릭 공동체는 1986년 즈음에 작은가족 기도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대 한국 교회처럼 평신도들의 작은 불꽃같은 신앙심이 모여 지금까지 꺼지지않는 사막의
빛으로써 주 하느님의 소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주 일회 소공동체 기도모임과 성서읽기모임, 그리고 월례 모임으로 공동체 가
족의 친교와 믿음생활을 지켜 나가고 있으며, 한인미사는 다른 주 한인성당에서 신부님께서
방문해주시어 마련하는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일치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발전 할수있도록 알버커키 한인 가톨릭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와 두드림을 기다리겠습니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에 길을 곧게 내어라

이사야 40:3

월모임: 매월 3째주 금요일
소공동체 기도모임: 매주
성서백주간 모임: 매주
찬양팀: 매월
예비자 교리: 필요시
시간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대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연락처: (505) 652-4627
이메일: CatholicNM@gmail.com
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albuquerque

108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 업소록 광고

뉴멕시코주한인총람

109

뉴멕시코주 한인업소록 광고

110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한인총람

111

뉴멕시코주 한인업소록 광고

112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수잔리부동산

뉴멕시코주한인총람

113

뉴멕시코주 한인업소록 광고

114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한인총람

115

뉴멕시코주 한인업소록 광고

116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한인총람

117

뉴멕시코주 한인업소록 광고

118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한인총람

119

뉴멕시코주 한인업소록 광고

All You Can Eat Sushi
Lunch
• Mon-Sat 11:00am~2:30pm
Dinner
• Mon-Thu 4:30pm~9:00pm
• Fri-Sat 4:30pm~10:00pm
• Closed on Sundays

(505) 338-2424~6
Fax. 505.338.2426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Lunch
• Mon-Sat 11:00am~2:00pm
Dinner
• Mon-Thu 4:30pm~9:00pm
• Fri-Sat 4:30pm~9:30pm
• Closed on Sundays

(505) 797-8000
Fax. 505.797.4090

5901 Wyoming Blvd. NE Suite L
Albuquerque, NM 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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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west Integrative
Health Center
YEON-JOO LEE, D.C., AP-C
Chiropractic Medicine
Pain Management
Applied Kinesiology
Family Practice

505.256.3648 Fax.505.256.9778
5310 Homestead NE Building 400, Albuquerque, NM 87110

www.swihc.com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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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커키 커뮤니티 서비스 안내

커뮤니티 서비스 안내
Important Numbers
If your call is not an emergency or if you cannot reach help on 911. use
the numbers Ilsted below for public safety assistance
Albuquerque
Police................................................................242-COPS(2677)
Clines Corners
Sheriff (Estanda).........................................................246-4773
If no answer.................................................................384-2705

Adult Day Care
Share Your Care............................................................... 298-1700
Animal Control
Animal Humane Association...................................... 255-5523
Call Before You Dig..................................................................8-1-1
Child Abuse and Neglect
Human Services-SociaI Services Division.............. 841-7700
Social Services Division(24-hour service).............. 841-6100
Civil Rights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 266-5915
Community Agencies
Albuquerque Metro Crime Stoppers..........843-ST0P (7867)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66-5716
American Red Cross....................................................... 265-8514
Crime Stoppers.................................................... 843-Stop(7867)
Goodwill Industries........................................................ 881-6030
Joy Junction..................................................................... 877-6967
Salvation Army................................................................ 761-9818
Shelter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247-4219
Consumer Information and Protection Agencies
Attorney General’s
Consumer Protection Division........................800 678-1508
Better Business Bureau................................................. 346-0110
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 of New Mexico.............................................. 884-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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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iff
Bernalillo County.......................................................798-7000
Edgewood...........................................................800-742-1144
State Police
Mountainair.................................................................841-9256

(Research Group (P1RG)............................................... 277-2757
Disabled Services-Handicapped Services (cont’d)
ACES/ARCA Employment Services........................... 247-0321
ARCA................................................................................... 332-6700
Adelante Development Center................................. 341-2000
Albuquerque Hearing and Speech Center............ 247-4224
Alta Mira Specialized Family Services, Inc............. 262-0801
Career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Voice-Teletype)........................................................... 265-7936
Goodwill Industries........................................................ 881-6030
Independent Living Resource Center Office
(V/TTY)............................................................................ 266-5022
Information Center for New Mexicans
with Disabilities/BabyNet.................................800 552-8195
Paralyzed Veterans of American Advocacy, inc. (ZIA Chapter)
(V/TTY)............................................................................ 247-4381
Sun Van Transportation................................................ 764-6165
Therapeutic Recreation Program.............................. 764-1525
VSA Arts New Mexico.................................................... 345-2872
Emergency Numbers
Agora-UNM Crisis Center............................................. 277-3013
Albuquerque Public School
Police................................................................................ 243-7712
Child Abuse and Neglect............................................. 841-6100
Electric outages, Trouble or emergencies
PNM.................................................................................. 246-5911

Emergency Services for the Deaf
Teletype.......................................................................... 768-1980
Gas Leak Emergencies (GCNM)................................. 345-1841
Rape Crisis Center,.......................................................... 266-7711
Shelter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247-4219
Health Care Services
Alzheimer’s Assn.
MM Chapter................................................................... 266-4473
First Choice Community
Health Care.................................................................... 873-7400
First Nations Community
Healthsource................................................................. 262-2481
Medicare Information.......................................... 800-772-1213
Planned Parenthood of New Mexico
(PPNM)................................................... 265-3722 or 294-1577
University Hospital......................................................... 272-2111
Home Care
Cornucopia, Inc............................................................... 877-1310
Housing
Albuquerque Housing Authority.............................. 764-3900
Salvation Army................................................................ 761-9818
Human Services
City of Albuquerque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768-2860
Information Center for New Mexicans with
Disabilities/BabyNet...........................................800 552-8195
Joy Junction..................................................................... 877-6967
Salvation Army................................................................ 761-9818
Youth Development, Inc.............................................. 255-0007
Legal Assistance
Legal Aid Society............................................................ 243-7871
Mental Health
University of New Mexico
Mental Health Center................................................. 272-2800

Foster Grandparent Program (FGP)......................... 764-1612
Generation Connection.............................................. 275-8731
Highland Senior Center................................................ 256-2000
Los Volcanes Senior Center......................................... 836-8745
Manzano Mesa Multigenerational Center............. 275-8731
North Valley Senior Center.......................................... 761-4025
Palo Duro Senfor Center.............................................. 888-8102
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RSVP)..... 764-1612
Senior Companion Programs (SCP)......................... 764-1612
Senior Information and Referral Center
and Home Repair......................................................... 764-6400
Senior Meals Program................................................... 764-6400
Share Your Care............................................................... 298-1700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General Information..............................................800 772-1213
Substance Abuse
Alcoholics Anonymous................................................. 266-1900
Center for Family and Adolescent Research....... 842-8932
Salvation Army................................................................ 242-3112
Suicide and Crisis
Psychiatric Emergency Services................................ 247-1121
Rape Crisis Center........................................................... 266-7711
Vocational Rehabilitation
Goodwill Industries........................................................ 881-6030
Weather............................................................................ 821-1111
Welfare
North Bernalillo County............................................... 841-7700
Salvation Army................................................................ 761-9818
Southeast Bernalillo County....................................... 841-2600
Southwest Bernalillo County...................................... 841-2300

Police
Information....................................................................... 768-2020

Women’s Services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841-8920
.................................................................................or 800 432-9168
Joy Junction..................................................................... 877-6967
Youth Development, Inc.............................................. 831-6038
Shelter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247-4219

Senior Citizens
Barelas Senior Center.................................................... 764-6436
Bear Canyon Senior Center......................................... 291-6211
Department of Senior Affairs..................................... 764-6400

Youth Services
Amistad Runaway Facility............................................ 877-0371
Juvenile Probation......................................................... 841-7300
Youth Development, Inc.............................................. 831-6038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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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커키 공공기관 및 도시생활 안내

1

알버커키공항
Albuquerque International Sunport

연 580만명의 여행객이 22개의 탑승구를 통해 드나드
는 관문이 되고 있다. 10여개의 항공사가 29개 도시로
의 직항노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버커키에서 LA까
지 편도 티켓값을 보면 (2011년 1월) 약 $270내외 지만
표를 3주일 정도 미리 구입시에는 보다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다.
• 문의: (505) 244-7700
• 2200 Sunport Bl. SE Albuquerque, New Mexico 87106
• 공항안내 웹사이트: www.cabq.gov/airport
• 주차장안내웹사이트: www.cabq.gov/airport/parking
• 항공기 도착 실시간 안내: www.cabq.gov/airport/realtime-flight-information/arrivals

• 문의 : (505) 768-3000
• Email: mayorberry@cabq.gov
• Physical Address: 1 Civic Plaza Albuquerque, NM
87102
• Mailing Address : P.O.Box 1293 Albuquerque, NM
87103
• 알버커키시 안내 웹사이트: www.cabq.gov

3
2

시청
City Hall

알버커키 시청은 다운타운에 있는 Civic Plaza 서편에 있
다. 플라자 지하주차장에서 직접 시청으로 들어가는 통
로도 있다. 여러가지 민원업무가 여기서 처리된다. 도
시 서비스에 관련된 상담, 문의는 전화 311로 문의하
면 된다.
• 시장 : Mayor Richard J. 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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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공항 근처에 있는 이민국 사무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해야된다. Online으로 하는 Infopass예약을
하면 된다. 한국어 페이지도 있다. 웹사이트는 http://
infopass.uscis.gov
찾아 가는 길: Interstate 25를 타고 남쪽으로 가다가 Exit
221로 나와 Sunport Boulevard Southeast로 동쪽으로
간다. University exit 로 나와서 신호등에서 좌회전해
서 남쪽으로 가다가 길이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Randolph Road가 된다. 우측 첫 건물에 이민국 사무실
이 있다.
• USCIS Albuquerque Field Office
1720 Randolph Road SE Albuquerque, NM 87106

www.uscis.gov (800) 375-5283

4

국세청(IRS)

5

자동차 운전 면허

6

교통

Internal Revenue Service

개인소득 세금 보고에 관련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나
또는 질문이 있을 때 찾아가야 될곳이다.
• IRS Taxpayer Assistance Center
5338 Montgomery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 웹사이트: www.irs.gov
• 문의: (800) 829-3676

• 웹사이트: www.cabq.gov/transit
• 문의: (505) 243-7433
그레이하운드버스(Greyhound Bus)
장거리 여행자용 버스로 그레이하운드 버스가 있다.
정거장은 다운타운 기차역 옆에 있다. LA까지 운임은
$100(온라인으로는 $88) 약 18시간 걸린다.
• Albuquerque Greyhound Station
320 1st St. SW Albuquerque, NM 87102
• 웹사이트: www.greyhound.com
• 문의: (800) 231-2222

Motor Vehicle Department(MVD)

Motor Vehicle Department(MVD)는 자동차 등록, 번호
판 발행, 운전면허의 발급등 자동차에 관련되는 행정을
담당하는 곳이다. 뉴멕시코주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도시내에 15곳에 산재해 있는 MVD Field Office에서 발
급받는다. 가까운 곳에 있는 MVD 사무실의 위치를 알
기 위해서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들어가면 도움이 된다.
• 웹사이트: www.mvd.newmexico.gov

Transportation

시내 버스(ABQ Ride)
도시 버스 ABQ Ride는 알버커키 시내에 39개의 노
선(Routes)을 운영하고 있다. 세개의 급행노선(Rapid
Ride)버스에서는 버스내에서 Wireless인터넷 접속이 되
어 승객의 편의를 더해주고 있다. 학생신분이 확인될 경
우엔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버스 시간표와 노선에 관
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 볼 수 있다.

암트랙 열차(AMTRAK Train)
하루에 한번 시카고행과 로스 앤젤레스(LA)행 Amtrak
열차가 운행하고있다. LA까지 운임은 $99이며 오후 4시
46분에 떠나 다음날 오전 8시15분에 도착한다.
기차역은 다운타운 1st St.와 Central Ave. 코너에 있다.
• Alvarado Transportation Center
320 1st Street SW Albuquerque, NM 87102
• 웹사이트: www.amtrak.com
• 문의: (800) 872-7245
통근열차 (New Mexico Rail Runner Express)
산타페와 알버커키를 연결해주는 열차 서비스가 산타
페-알버커키 출퇴근 승객에게 특히 많은 편의를 제공한
다. 알버커키에서 산타페까지 요금은 $8이며 Online으
로 표를 사면 $1이 할인된다. 기차표는 산타페 또는 알
버커키 시내버스의 무임승차권도 되므로 버스와 기차
의 연결이 편리하게 된다. 열차시간표등 기타 안내는 아
래의 웹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다.
• 웹사이트: http://nmrailrunner.com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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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866) 795-7245

7

병원
Hospital

UNM 대학병원 (University of New Mexico Hospital)
뉴멕시코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암연구센터등
과 팀이 되어 최신 의료시설과 의료진이 구비된 대학병
원이다. 580개의 Bed를 갖추고 있다.
• 주소: 221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 87106
• 문의: (505) 272-2111

프레스비타리언 병원 (Presbyterian Hospital)
뉴멕시코주에서 가장 큰 병원이고 100년의 역사를 가진
비영리 기관이 운영하는 병원인 점이 특징이다. 이 병원
에서 매년 7,400여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다. 알버커
키지역에 5개의 Urgent Care 진료소를 분산해 두고 있어
간단한 질환은 병원 대신 이곳 Urgent Care에서 쉽게 치
료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Urgent Care의 주소는 웹사
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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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www.phs.org/PHS/hospitals/urgent/
• 주소: 11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 문의: (505) 841-1234

8

박물관
Museum

알버커키 미술 역사 박물관
The Albuquerque Museum of Art and History
뉴멕시코의 역사와 근대 미술, 조각, 사진 예술품을 전
시 해주는 시립 박물관이다. 매달 첫 주 수요일은 입장
료가 무료이며 평일의 경우 뉴멕시코 주민의 입장료는
$3이다.
• 웹사이트: www.cabq.gov/museum/
• 주소: 2000 Mountain Road NW Albuquerque, NM
87104
• 문의: (505) 243-7255
뉴멕시코 자연 과학 박물관
(The New Mexico Museum of Natural Histyory
and Science)
주립 과학박물관으로 자연의 역사와 여러분야에 걸친
과학에 관련된 전시를 해주는 박물관이다. 대형 스크린
의 영화관(Dyna Theater)과 천문관(Planetarium)도 관

내에 있다.
• 웹사이트: www.nmnaturalhistory.org
• 주소: 1801 Mountain Road NW Albuquerque, NM
87104
• 문의: (505) 841-2872
핵 과학 박물관
(National Museum of Nuclear Science and History)
2차대전을 마치게한 두개의 원자폭탄 모형이 있고 핵 과
학에 관련되는 많은 역사적 자료와 과학적 자료를 보여
주는 국립 박물관이다.
• 웹사이트: www.nuclearmuseum.org
• 주소: 601 Eubank Blvd. SE Albuquerque, NM 87123
• 문의: (505) 245-2137

9

시립 도서관
County Library

시립 도서관은 다운타운에 Main Library를 두고 16개의
Branch 도서관을 여러지역에 골고루 분산시켜 놓아 지
역사회에 많은 편리를 주고 있다. 아래의 홈페지에서 개
관시간과 가장 가까운 도서관의 위치등을 알아볼 수 있
다.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eBook 또는
Video등을 다운로드 받아서 빌려볼 수 있는 Digital Media 서비스도 있다.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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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buquerque Bernallilo County Libraries
501 Copper Ave. NW Albuquerque, NM 87102
• 웹사이트: www.cabq.gov/library
• 문의: (505) 768-5170

10

수족관/식물원 /동물원
Aquarium/Botanic Garden/Zoo

ABQ BioPark의 수족관(Aquarium)은 아름다운 바다속
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식물원(Botanic Garden)
은 수족관과 나란히 있는데 나비의 집이라 할 수 있는
PNM Butterfly Pavilion이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곳이
다. ABQ BioPark에 속하는 동물원(Zoo)은 250가지의
동물이 사는 곳. 수족관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떨어
져 있다. 약 2마일을 걸으면서 동물의 세계를 볼 수 있
다. 나무 그늘진 잔디밭에서 즐길수 있는 야외음악당
도 있다.
• ABQ BioPark Aquarium and Botanic Garden
2601 Central Ave. NW Albuquerque, NM 87104
• ABQ BioPark Zoo
903 Tenth St. SW (a few blocks south of Lead & Coal)
• 문의: (505) 768-2000
• 웹사이트: http://www.cabq.gov/biopark/

11

팝조이 홀

12

알버커키 공립학교

Popejoy Hall

뉴멕시코대학에 속하는 팝조이 홀은 뉴멕시코주를 대
표할수있는 뮤직홀(Music Hall), 다시말하면 음악의 전
당이다. 이곳에서는 New Mexico Symphony의 정기연
주를 위시해서 오페라, 뮤지컬 또는 발레, 그리고 세계
적인 저명 연주가, 성악가의 독주회등이 열리고 있다.
알버커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관현악 발표회도 이곳
에서 열리므로 이곳에 사는 많은 한국어린이들도 이홀
의 무대에서 연주를 해왔다. 홀내의 좌석수는 1,985석
이 된다.
• UNM Center for the Arts
1 University of New Mexico
Albuquerque, New Mexico 87131
• 웹사이트: http://popejoypresents.com
• 문의: (505) 277-3824

Albuquerque Public School (APS)

APS는 알버커키 공립 교육기관이다. 89개의 초등학교,
27개의 중학교, 13개의 고등학교를 두고 있다. 6,500명
의 교사가 약 9만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이 지역에
이주하여 처음 학교에 등록하려면 아래의 세가지 서류
를 구비해서 등록 수속을 마쳐야 된다.
1.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또는 여권
2.예방접종증명 (Immunization Record)
3. 거주증명 (Proof of Residency: Utility Bill or Apartment Contract.) 학교 관련 자료나 지역 학군 관련 정보
는 아래 홈페지에서 알아볼 수 있다.
• 웹사이트: http://www.ap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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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6400 Uptown Blvd. NE Albuquerque, NM 87110
• 문의: (505) 880-3700

13

뉴멕시코대학
University of New Mexico

주립대학으로 1889년에 설립된 종합대학이다. 12개의
단과대학이 있고 최근 학생수는 3만4천명을 넘어섰다.
4개의 분교를 포함할때 교수(Faculty)와 직원을 합친 수
는 7천명 정도 된다. 12만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절반
이상의 졸업생이 전국 각주와 92개국에 흩어져 있다. 학
교내에 있는 막스웰 인류학박물관(Maxwell Museum of
Anthropology)은 알버커키에서 가장 역사깊은 박물관
이다. 2백60만권의 장서와 33만권의 eBook을 소장하고
있고 370대의 컴퓨터가 열람자를 위해 비치되어 있는 대

• 문의: (505) 224-3000
• 웹사이트: http://www.cnm.edu

15

전기

16

수도

17

쓰레기관리

PNM

알버커키 지역의 전력을 공급 하는 회사는 PNM이다.
PNM은 뉴멕시코주에 약 5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정전이 되었을때 신고를 한다든지 또는 새로 이사
를 와서 전력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려면 아래 전화로 문
의하면 된다.
• 문의: (888) 342-5766, (505) 246-5700
• 웹사이트: www.pnm.com

Water Utility Authority

알버커키 시의 수도공급은 Water Utility Authority에서
관리한다. 수도에 관련 긴급신고는 (505) 857-8250으로,
일반적인 문의는 (505) 842-9287로 하면 된다.
• 웹사이트: www.abcwua.org

학도서관은 6개의 도서관으로 분산되어 있고 학생 아닌
일반도 이용할 수 있다. 한학기 등록금은 2010년의 경우
일반 대학 학부는 $5,707이며 의과대학 학부는 $15,402
였다. KNME TV방송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Public Television방송이다.
• 주소: 1 University of New Mexico, Albuquerque, NM
87131-0001
• 웹사이트: www.unm.edu
• 문의: (505) 277-0111

14

CNM 초급대학
Central New Mexico Community College

지역 주민을 위한 기술직업교육에 치중된 초급대학이
다. 70개의 전공과목을 가르치고 여기서 수강한 성적
은 UNM대학으로 Transfer도 됨으로 학사과정으로 진
학할 수도 있다. 졸업생의 취업율이 아주 높다고 알려
져 있다.

Albuquerque Solid Waste Department

도시민을 위한 쓰레기관리는 Albuquerque Solid Waste
Department에서 관리한다. 새로 이사 와서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505) 761-8100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되
면 24시간이내에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배달되고 매주 1
회의 쓰레기 수거가 된다. 못쓰게 된 큰 물건을 버려야
될 경우에는 Large Item Pick-up서비스를 이용한다. 정
기 수거일 24시간 전에 신고를 하면 된다. 여기서 취급
하는 물건은 냉장고, TV, 가구등이다. 전화번호 311에서
상세한 것은 알아볼 수 있다. 재활용 쓰레기는 각자가
직접 정해놓은 수거통에 버릴수도 있게 도시내에 18곳
의 Recycling Drop-off Sites를 설치해 두었다.
웹사이트 http://www.cabq.gov/solidwaste/recycling/dropoff에 들어가면 Droff-Off Site위치를 알아볼
수 있다. 대량의 쓰레기를 직접 처리해야 될 경우에는
Convenience Center에 가져가 버릴수가 있다. $5.25의
Fee를 내어야 된다. Convenience Center는 세 곳에 있
는데 주소와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조하
면 된다.
• 웹사이트: www.cabq.gov/solidwaste/facilities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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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민권 시험
예상문제

2008년 10원 1일부터 실시된 새 인터뷰 예상문제는 이들 100개 문제
중 10개 문항이 출제되며 이 가운데 6개를 맞춰야 한다. 정답은 예상문
제집에 실린 것으로 대답해야 한다. 즉 2번 문제 같은 경우 보기 3개가
모두 정답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20년 이상 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별(*) 표시된 문
제만 출제된다.

시민권 시험 어떻게 바뀌나?
개정된 시민권 시험은 크게 행정시험과 영어시험 두 파트로 나눠진다.
행정시험은 한인들이 흔히 인터뷰로 인식하고 있는 시험종류이다. 100개
예상문제 중 10개 문제를 질문해 6개를 맞추면 통과된다. 행정시험 문제는
미국 정부 시스템과 역사, 지리등 미국생활과 관련된 상식으로 출제됐다.
영어시험의 경우 *구두시험(Oral Test) *읽기시험(Reading) *쓰기시험
(Writing)등 3개 부문으로 나눠진다. 구두시험은 기존 시험과 비슷한 방식
으로 시험관이 신청자의 이름 등 간단한 신상정보를 질문하며 영어구사 능
력을 확인하게 된다. 읽기시험은 시험관이 보여주는 문장을 영어로 읽어야
한다. 쓰기시험은 시험관이 말하는 문장을 받아써야 한다.
신청자는 읽기시험과 쓰기시험에서 각각 3번의 기회를 갖는다. 3번 모두
실패하면 행정시험에 통과했어도 시민권 시험에는 불합격된다.
불합격자는 한번 더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있으나 재시험에서도 탈락
하면 시민권을 재신청해야 한다.

1. What is the supreme law of the land?

1. 미국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2. What does the Constitution do?

2. 미국 헌법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3. The idea of self-government is in the first three words of
the Constitution. What are these words?

3. 민주정치의 이념은 헌법의 처음 세 단어에 나와있다.
그 단어들은 무엇입니까?

4. What is an amendment?

4. 헌법 개정안은 무엇입니까?

5. What do we call the first ten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5. 헌법 개정안중 처음 10개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6. What is one right or freedom from the First Amendment?*

6. 첫 헌법 개정의 자유 또는 권리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7. How many amendments does the Constitution have?

7. 헌법 안에 몇 개의 개정안이 있습니까?

8. What di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do?

8.독립 선언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9. What are two rights i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9. 독립 선언서의 권리 중 두개는 무엇입니까?

10. What is freedom of religion?

10.종교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 the Constitution

• sets up the government
• defines the government
• protects basic rights of Americans

• We the People

• a change (to the Constitution)
• an addition (to the Constitution)

• the Bill of Rights
• speech
• press

• religion
• assembly
• petition the government

• twenty-seven (27)

• announced our independence (from Great Britain)
• declared our independence (from Great Britain)
• said that the United States is free (from Great Britain)
• life

• liberty

• pursuit of happiness

• You can practice any religion, or not practice a religion.

134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 미국 헌법
• 정부를 구성한다.
• 정부를 정의한다.
• 미국인의 기본 권리를 보호한다.

• 우리 국민
• 헌법의 변경 또는
헌법에 추가
• 권리장전

• 언론의 자유
• 출판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탄원의 자유

• 집회의 자유

• 27 (27)
•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알림
•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
•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자유임을 말함
• 생명

• 자유

• 행복 추구

• 어떤 종교도 가질수 있고, 또는 종교도 갖지 않아도 된다.

11. What is the economic system in the United States?*

11. 미국의 경제 원리는 무엇입니까?

12. What is the “rule of law”?

12. 법치주의란 무엇입니까?

• capitalist economy • market economy
• Everyone must follow the law.
• Leaders must obey the law.
• Government must obey the law.
• No one is above the law.

• 자본주의 경제

• 시장 경제

• 모든 사람은 반드시 법을 따라야 한다.
• 지도자는 반드시 법을 따라야 한다.
• 정부 반드시 법을 따라야 한다.
•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13. Name one branch or part of the government.*

13. 정부의 부서나 부분 중 하나를 말하십시오.

14. What stops one branch of government from becoming
too powerful?

14. 무엇이 한 정부의 부서가 더 큰 힘을 갖지 않도록
막습니까?

15. Who is in charge of the executive branch?

15.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16. Who makes federal laws?

16. 누가 연방 법규를 만듭니까?

17. What are the two parts of the U.S. Congress?*

17. 국회의 두 부서는 무엇입니까?

18. How many U.S. Senators are there?

18. 미국 상원 의원은 몇 명입니까?

19. We elect a U.S. Senator for how many years?

19. 몇 년마다 상원 의원을 선출합니까?

20. Who is one of your state’s U.S. Senators?*

20. 당신 주의 미국 상원의원 중 한 명은 누구입니까?

21.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as how many voting
members?

21. 미국 하원은 몇 명의 선거위원을 갖고 있습니까?

22. We elect a U.S. Representative for how many years?

22. 몇 년마다 미국 하원의원을 선출합니까?

23. Name your U.S. Representative.

23. 미국 하원의원중 한 명은 누구입니까?

24. Who does a U.S. Senator represent?

24. 미국 상원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25. Why do some states have more Representatives than
other states?

25. 왜 어떤 주는 다른 주 보다 하원의원이 많습니까?

26. We elect a President for how many years?

26.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 Congress
• Executive

• Legislative
• the courts

• President
• Judicial

• checks and balances
• separation of powers
• the President

• Congress
•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 (U.S. or national) legislature
•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 one hundred (100)
• six (6)

• Jeff Bingaman
• Tom Udal

• four hundred thirty-five (435)
• two (2)

• Martin Heinrich
• Harry Teague
• Ray Lujan

• all people of the state

• (because of) the state’s population
• (because) they have more people
• (because) some states have more people
• four (4)

• 국회
• 행정부

• 입법부
• 법원

• 대통령
• 사법부

• 견제와 균형
• 삼권 분립
• 대통령
• 국회
• 상하 양원
• 입법부
• 상하 양원
• 100명 (100)
• 6년 (6)
• 제프 빙거만
• 톰 유달
• 435명 (435)

• 2년 (2)
• 마틴 하인리히
• 헤리티그
• 레이루한
• 주의 모든 사람들
• 주의 인구 때문에
• 주에 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 어떤 주는 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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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In what month do we vote for President?*

27. 몇 월에 대통령을 선출합니까?

28. What is the nam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now?*

28. 현재 미국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9. What is the name of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now?

29.현재 미국 부통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30. If the President can no longer serve, who becomes
President?

30. 만약 대통령이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면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31. If both the President and the Vice President can no
longer serve, who becomes President?

31. 만약 대통령과 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32. Who is the Commander in Chief of the military?

32. 누가 군대의 최고 사령관입니까?

33. Who signs bills to become laws?

33. 법 제정시 누가 서명합니까?

34. Who vetoes bills?

34. 누가 법안에 반대권을 행사합니까?

35. What does the President’s Cabinet do?

35. 대통령 내각은 어떤 일을 합니까?

36. What are two Cabinet-level positions?

36. 대통령 내각을 구성하는 직책 중 두 개를 말하십시오.

37. What does the judicial branch do?

37. 사법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38. What is the highest court in the United States?

38. 미국 최고의 법원은 무엇입니까?

39. How many justices are on the Supreme Court?

39. 대법원의 판사는 몇 명입니까?

• November

• Barack Obama
• Obama

• Joe Biden
• Biden

• the Vice President

• the Speaker of the House
• the President
• the President
• the President

• advises the President

• Secretary of Agriculture
• Secretary of Commerce
• Secretary of Defense
• Secretary of Education
• Secretary of Energy
•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 Secreta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Secretary of Interior
• Secretary of State
• Secretary of Transportation
• Secretary of Treasury
• 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 Secretary of Labor
• Attorney General
• reviews laws
• explains laws
• resolves disputes (disagreements)
• decides if a law goes against the Constitution
• the Supreme Court
• nin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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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 바락 오바마
• 오바마

• 죠 바이든
• 바이든

• 부통령

• 하원의장
• 대통령
• 대통령
• 대통령
• 대통령에 조언을 함
• 농림부 장관
• 상공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교육부 장관
• 에너지부 장관
• 보건및 복지부 장관
• 국토안보부 장관
• 주택 및 도시개발부 장관
• 내무부 장관
• 국무부 장관
• 교통부 장관
• 재무부 장관
• 재향군인부 장관
• 노동부 장관
• 법무부 장관
• 법을 검토하는 일
• 법을 해설하는 일
• 논쟁 또는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는 일
• 법 조항에 위헌요소가 있는지 결정하는 일
• 대법원
• 9명

40. Who is the Chief Justice of the United States?

40. 미국의 대법원장은 누구입니까?

41. Under our Constitution, some powers belong to the
federal government. What is one power of the federal
government?

41. 헌법에 따르면 일부 권한은 연방정부에 있다. 연방정부의
권한 중 하나를 들으세요.

42. Under our Constitution, some powers belong to the
states. What is one power of the states?

42. 헌법에 따르면 일부 권한은 주정부에 있다. 주정부의
권한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43. Who is the Governor of your state?

43. 거주하는 주의 주지사는 누구입니까?

44. What is the capital of your state?*

44. 거주하는 주의 주도는 어디입니까?

45. What are th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in the United
States?*

45. 미국의 주요정당 2개는 무엇입니까?

46. What is the political party of the President now?

46. 현직 대통령의 소속정당은 무엇입니까?

47. What is the name of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now?

47. 연방하원 의장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48. There are four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about
who can vote. Describe one of them.

48헌법에는 선거에 대한 네 가지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설명하세요.

49. What is one responsibility that is only for United States
citizens?*

49. 오직 미국 시민에게 해당하는 의무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50. What are two rights only for United States citizens?

50. 오직 미국 시민에게 해당하는 권리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51. What are two rights of everyon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51. 미국에 살고있는 모든 이에게 해당하는 권리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 John Roberts (John G. Roberts, Jr.)

• to print money
• to create an army

• to declare war
• to make treaties

• provide schooling and education
• provide protection (police)
• provide safety (fire departments)
• give a driver’s license
• approve zoning and land use
• Susana Martinez
• Martinez
• Santa Fe

• Democratic and Republican
• Democratic

• John Boehner

• Citizens eighteen (18) and older (can vote).
• You don’t have to pay (a poll tax) to vote.
• Any citizen can vote. (Women and men can vote.)
• A male citizen of any race (can vote).

• serve on a jury

• vote

• apply for a federal job • vote
• run for office
• carry a U.S. passport

• freedom of expression
• freedom of speech
• freedom of assembly
• freedom to petition the government
• freedom of worship
• the right to bear arms

• 존 로버츠(존 G. 로버츠 주니어)

• 화폐를 발행하는 것 • 전쟁을 선포하는 것
• 군대를 창설하는 것 • 조약을 체결하는 것

• 학교와 교육을 제공한다.
• (경찰력 등의) 보호를 제공한다.
• (소방서 등의) 안전을 제공한다.
•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 구획과 토지용도를 승인한다.
• 수잔나 마티네즈
• 마티네즈
• 산타페
• 민주당과 공화당

• 민주당
• 존 베이너

• 18세 이상의 시민은 선거할 수 있다.
• 선거를 하는데 어떠한 비용도 납부할 필요없다.
• 시민이라면 누구나 선거할 수 있다.(남성과 여성 모두 투표할 수 있다)
• 모든 인종의 시민은 선거할 수 있다.
• 배심원의 의무
• 투표의 의무
• 연방 공무원 지원
• 선거 출마

• 투표
• 미국 여권 소지

• 표현의 자유
• 언론의 자유
• 집합의 자유
• 탄원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무장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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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What do we show loyalty to when we say the Pledge of
Allegiance?
• the United States

• the flag

52. 국기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할때 우리는 무엇에 대해
충성을 맹세합니까?
• 미국에 대해

• 성조기에 대해

53. What is one promise you make when you become a
United States citizen?

53. 미국 시민이 될때 한 서약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54. How old do citizens have to be to vote for President?*

54. 대통령선거를 하려면 최소 몇 살 이상이 되어야 합니까?

• give up loyalty to other countries
• defend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the United States
• obey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 serve in the U.S. military (if needed)
• serve (do important work for) the nation (if needed)
• be loyal to the United States
• eighteen (18) and older

55. What are two ways that Americans can participate in
their democracy?
• vote
• join a political party
• help with a campaign
• join a civic group
• join a community group
• give an elected official your opinion on an issue
• call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 Publicly support or oppose an issue or policy
• run for office
• write to a newspaper

• 다른 나라에 대한 충성을 포기한다
• 미국 법과 헌법을 지킨다
• 미국의 법을 준수한다
• (필요하다면) 미국 군대를 위해 일한다
• (필요하다면)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위해) 일한다
• 미국에 충성한다

• 18세 이상 (18)

55. 미국 시민이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 두개는
무엇입니까?
• 투표
• 정당 가입
• 선거활동 참여
• 시민단체 가입
• 사회단체 가입
• 선출된 공직자들에게 현안에 대한 의견제시
• 상하원 의원에게 전화
•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 공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
• 선거 출마
• 신문 기고

56. When is the last day you can send in federal income tax
forms?*

56. 연방소득세 보고를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은 무엇입니까?

57. When must all men register for the Selective Service?

57. 병역 복무가 가능한 연령은 무엇입니까?

• April 15

• at age eighteen (18)
• between eighteen(18) and twenty-six (26)

58. What is one reason colonists came to America?
• freedom
• political liberty
• religious freedom
• economic opportunity
• practice their religion • escape persecution

59. Who lived in America before the Europeans arrived?
• Native Americans

• American Indians

• 4월 15일

• 18살 때
• 18살 부터 26살 까지

58. 식민지 개척자들이 미국으로 온 이유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 자유
• 종교적 자유
• 종교 의식의 자유

• 정치적 자유
• 경제 기회
• 박해로 부터의 자유

59. 유럽인들이 미국에 오기 전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 미국 원주민, 미국 인디언

60. What group of people was taken to America and sold as
slaves?

60. 미국에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61. Why did the colonists fight the British?

61. 왜 식민지인들은 영국과 싸웠습니까?

• Africans

• people from Africa

• because of high taxes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 because the British army stayed in their houses (boarding,
quartering)
• because they didn’t have self-government

62. Who wrot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 (Thomas) Jefferson

63. When was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dopted?
• July 4, 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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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인
• 아프리카 대륙의 사람들
• (대표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부과하는) 높은 세금때문에
• 영국군이 그들의 집에 기거했기 때문에
• 자치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62.독립선언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 토마스 제퍼슨

63. 독립선언서가 채택된 날은 무엇입니까?
• 1776년 7월 4일

64. There were 13 original states. Name three.

64. 초기에 13개 주가 있었다. 세 개를 말하십시오.

65. What happened at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65. 헌법제정 의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66. When was the Constitution written?

66. 언제 헌법이 쓰였나?

67. The Federalist Papers supported the passage of the U.S.
Constitution. Name one of the writers.

67. 페더럴리스트 페이퍼(1787년 미국 헌법 제정과 관련되어
발행된 정치 팜플렛)는 미국 헌법의 내용을 지지한다.
저자 중 한 사람을 말하십시오.

• New Hampshire
• Connecticut
• Pennsylvania
• Virginia
• Georgia

• Massachusetts
• New York
• Delaware
• North Carolina

• Rhode Island
• New Jersey
• Maryland
• South Carolina

• The Constitution was written.
• The Founding Fathers wrote the Constitution.
• 1787

• (James) Madison
• (Alexander) Hamilton
• (John) Jay
• Publius

• 뉴햄프셔
• 커네티컷
• 펜실바니다
• 버지니아
• 조지아

• 매사추세츠
• 뉴욕
• 델라웨어
• 노스캐롤라이나

• 로드아일랜드
• 뉴저지
• 매릴랜드
• 사우스캐롤라이나

• 헌법이 작성됨
• 헌법 창시자들이 헌법을 만듬
• 1787년

• 제임스 매드슨
• 알렉산더 해밀튼
• 존 재이
• 퍼플리어스

68. What is one thing Benjamin Franklin is famous for?

68. 벤자민 프랭클린이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69. Who is the “Father of Our Country”?

69. ‘미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U.S. diplomat
• oldest member of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 first Postmast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 writer of “Poor Richard’s Almanac”
• started the first free libraries
• (George) Washington

• 미국 외교관
• 최고령 헌법 제정 위원회 회원
• 초대 우정공사 총재
• ‘Poor Richard’s Almanac’의 저자
• 최초 무료 도서관 개관
조지 워싱턴

70. Who was the first President?*
• (George) Washington

70. 초대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조지 워싱턴

71. What territory did the United States buy from France in
1803?

71. 1803년에 미국은 프랑스로 부터 어느 영역을 구입
하였습니까?

72. Name one war fought by the United States in the 1800s.

72. 1800년대에 미국이 참여했던 전쟁 중 하나를 말하십시오.

73. Name the U.S. war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73. 미국의 북부와 남부간 전쟁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74. Name one problem that led to the Civil War.

74. 남북전쟁을 일으킨 문제중 하나를 말하십시오.

75. What was one important thing that Abraham Lincoln
did?*

75. 아브라함 링컨이 한 중요한 일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76. What did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do?

76. 노예 해방 선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 the Louisiana Territory • Louisiana
• War of 1812
• Civil War

• the Civil War

• Mexican-American War
• Spanish-American War

• the War between the States

• slavery• economic reasons
• states’ rights

• freed the slaves (Emancipation Proclamation)
• saved (or preserved) the Union
• led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ivil War
• freed the slaves
• freed slaves in the Confederacy
• freed slaves in the Confederate states
• freed slaves in most Southern states

• 루이지아나 영역
• 1812년 전쟁
• 남북 전쟁
• 남북 전쟁

• 루이지아나
• 멕시코-미국 전쟁
• 스페인-미국 전쟁
• 주 전쟁

• 노예제도, 경제 이유
• 주의 권리
• 노예 해방(노예 해방 선언)
• 연방의 수호(또는 보존)
• 남북 전쟁 기간 중 미국 지휘

• 노예 해방시킴
• 남부 연합에서 노예 해방
• 남부 연합주들로부터 노예 해방
• 대부분의 남부주들로부터 노예 해방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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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What did Susan B. Anthony do?

77. 수잔 B.안토니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78. Name one war fought by the United States in the 1900s.*

78. 1900년대에 미국이 참여했던 전쟁 중 하나를 말하십시오.

79. Who was President during World War I?

79.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누가 대통령이었습니까?

80. Who was President during the Great Depression and
World War II?

80. 경제 대공황과 제2차 세게대전 당시 누가 대통령
이었습니까?

81. Who did the United States fight in World War II?

81.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어느나라와 싸웠습니까?

82. Before he was President, Eisenhower was a general.
What war was he in?

82.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장군이었습니다.
무슨 전쟁에 참전했습니까?

83. During the Cold War, what was the main concern of the
United States?

83. 미, 구 소련간의 냉전기간 미국의 주요 문제는 무엇
이었습니까?

84. What movement tried to end racial discrimination?

84. 인종차별을 종식시킨 사회운동은 무엇입니까?

85. What did Martin Luther King, Jr. do?*

85.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86. What major event happened on September 11, 2001 in
the United States?

86. 2001년 9월11일에 미국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87. Name one American Indian tribe in the United States.

87. 미국의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중 하나를 말씀하십시오.

88. Name one of the two longest rivers in the United States.

88. 미국의 제일 긴 두 개의 강은 무엇입니까?

89. What ocean is on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89. 미국의 서쪽 해안에 있는 대양은 무엇입니까?

90. What ocean is on the Ea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90. 미국의 동쪽 해안에 있는 대양은 무엇입니까?

91. Name one U.S. territory.

91. 미국령중 하나를 말하십시오.

• fought for women’s rights
• fought for civil rights

• World War I • World War II
• Korean War • Vietnam War
• (Persian) Gulf War
• (Woodrow) Wilson

• (Franklin) Roosevelt

• Japan, Germany, and Italy

• World War II

• Communism

• civil rights (movement)

• fought for civil rights
• worked for equality for all Americans

• Terrorists attacked the United States.

[Adjudicators will be supplied with a complete list.]
• Cherokee
• Navajo • Sioux
• Chippewa
• Choctaw
• Pueblo
• Apache • Iroquois • Creek
• Blackfeet
• Seminole
• Cheyenne
• Arawak • Shawnee • Mohegan
• Huron • Oneida • Lakota
• Crow • Teton • Hopi
• Inuit
• Missouri (River)

• Mississippi (River)

• Pacific (Ocean)

• Atlantic (Ocean)

• Puerto Rico
• U.S. Virgin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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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권리를 위해 싸움
• 민권을 위해 싸움
• 제1차 세계대전
• 한국전쟁
• 걸프 전쟁

• 제2차 세계대전
• 베트남 전쟁

• 우드로 윌슨

• 프랭클린 루즈벨트
• 일본, 독일, 이탈리아

• 제2차 세계대전

• 공산주의
• 민권 운동
• 민권을 위해 싸움
• 모든 미국인의 평등을 위해 일함

• 테러리스트가 미국을 공격함
• 체로키
• 치피와
• 아파치
• 블랙핏
• 아라와크
• 휴런
• 크러
• 이뉴잇

• 미조리 강

• 나바호
• 촉토
• 이러쿼이
• 세미놀
• 쇼니
• 오네다
• 테톤

•수
• 푸에블로
• 크리프
• 사이엔
• 모히간
• 라코타
• 호피

• 미시시피 강

• 태평양
• 대서양
• 프애르토 리코
•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 American Samoa
• Northern Mariana Islands
• Guam

• 사모아
• 북마리아나제도
•괌

92. Name one state that borders Canada.

92. 캐나다와 접경한 미국의 주중 하나를 들으십시오.

93. Name one state that borders Mexico.

93. 멕시코와 접경한 미국의 주중 하나를 들으십시오.

94. What is the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94. 미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95. Where is the Statue of Liberty?*

95. 자유의 여신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96. Why does the flag have 13 stripes?

96. 왜 성조기에는 13줄이 있습니까?

97. Why does the flag have 50 stars?*

97. 왜 성조기에는 50개의 별이 있습니까?

98. What is the name of the national anthem?

98. 미국 국가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99. When do we celebrate Independence Day?*

99. 독립기념일은 언제입니까?

100. Name two national U.S. holidays.

100. 미국의 국경일중 두 개를 말하십시오.

• Maine
• New York
• Michigan
• Montana
• Alaska
• California
• Texas

• New Hampshire
• Pennsylvania
• Minnesota
• Idaho

• Arizona

• Vermont
• Ohio
• North Dakota
• Washington

• New Mexico

• Washington, D.C.

• New York (Harbor) • Liberty Island
[Also acceptable are New Jersey, near New York City,
and on the Hudson (River).]
• because there were 13 original colonies
• because the stripes represent the original colonies
• because there is one star for each state
• because each star represents a state
• because there are 50 states
• The Star-Spangled Banner
• July 4

• New Year’s Day
• Martin Luther King, Jr., Day
• Presidents’ Day
• Memorial Day
• Independence Day
• Labor Day
• Columbus Day
• Veterans Day
• Thanksgiving
• Christmas

• 메인
• 뉴욕
• 미시간
• 몬타나
• 알래스카
• 캘리포니아
• 텍사스

• 뉴햄프셔
• 펜실바니아
• 미네소타
• 아이다호

• 아리조나

• 버몬트
• 오하이오
• 노스타코타
• 워싱톤

• 뉴멕시코

• 워싱톤 D.C.
• 뉴욕 (만)
• 리버티 아일랜드
(이밖에 뉴저지, 뉴욕부근, 허드슨강 등도 정답으로 간주됨)

• 식민지 시대 최초의 13개주가 있었기 때문이다.
• 최초의 식민지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 별 하나당 하나의 주를 의미한다
• 각각의 별은 하나의 주를 상징한다.
• 50개의 주가 있기 때문이다
• 스타-스팽글드 배너
• 7월 4일
• 새해
• 마틴 루터킹 주니어 날
• 대통령의 날
• 메모리얼 데이(현충일)
• 독립기념일
• 노동절
• 콜럼버스의 날
• 재향군인의 날
• 추수감사절
• 크리스마스

뉴멕시코주한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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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시험 예상단어

읽기시험 예상단어

시험관은 아래 표에 나열된 단어들로 구성한 문장을 써 보
라고 요구함.

시험관은 아래 표에 나열된 단어를 선정해 영어문장 작성을
요구함.

People
Adams

People
Lincoln

Washington

Civics

Abraham Lincoln

George Washington

Civics

American Indians

capital

citizens

American flag

Bill of Rights

capital

Civil War

Congress

Father of Our Country

citizen

Congress

country

flag

free

freedom of speech

laws

President

right/rights

Father of Our
Country

flag

government

President

Right/rights

Senators

White House

Places
Alaska

California

Canadacountry

states

Delaware

Mexico

New York City

Place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America

Months
Febrary

May

June

July

September

October

November
Memorial Day Flag day

Independence Day Labor Day

Columbus Day

Thanksgiving

President day

Memorial Day

Flag day

Independence Day

Labor Day

Columbus Day

how many

what

when

where

who

why

can

come

do/does

elests

have/has

lives

meet

name

pay

vote

want

Holidays

Question Words

Verbs

Verbs
can

come

do/does

elect

have/has

is/are/was/be

lives/lived

makes

meets

pay

vote

want

a

and

during

for

here

in

of

on

our

the

they

to

Other(function)

we
Other(content)
blue

colors

dollar bill

fifty/50

first

largest

most

north

one hundred/100

people

red

second

south

stripes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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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g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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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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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function)
for

here

in

of

on

this

to

we

Other(content)
dollarbill

first

largest

many

most

north

one

our

people

second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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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주한인총람 축하 광고

뉴멕시코주한인총람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뉴멕시코주 한인 총람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총람 발간을 위하여 수고하신
김두남 회장님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뉴멕시코주 한인회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정 우 회장
한 광 성 회장
제15기 OC/SD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장

뉴멕시코주한인총람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뉴멕시코주한인회가 창립한 이후 오늘까지 이곳에 사시는 동
포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신 전,현직 회장님
들과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11대 뉴멕시코주 한인회장 이정우
제13기 민주 평화통일 자문위원 역임
제 23대 미주 총연 수석 부이사장 역임
제 7대 서남부 연합회 부회장

Congratulations to
the KAANM of its 25th Anniversary from

Asi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AAANM)
P.O. Box 8994, Albuquerque, NM 87198
www.aaanm.us

특별히 13대에 이어 14대 한인회장으로 수고하시는 김두남
회장께서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여 이같이 방대한 내용을 담은
한인총람을 발간하게 된 것은 정말 뜻 깊은 일입니다.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한인총람을 통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동포들의 삶의 숨결을 느껴봅니다.
우리 모두 한인회를 소중히 여기고 적극 참여하여 뉴멕시코주
한인회가 비록 숫자는 적으나 전 미국에서 섬김과 봉사가 탁
월한 가장 칭찬받는 한인회가 되도록 또한 한인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뉴멕시코주한인회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뉴멕시코주 교민들을 축복합니다.

뉴멕시코교역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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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성 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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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ing countries: Cambodia, China, India, Indonesia, Japan,
Laos, Korea, Philippines, Vietnam
The Asi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AAANM), Inc.
a nonprofit corporation, 501(c) (3),
Organized for the following purposes of the Asian communities
in New Mexico:
• To promote and preserve the diverse cultural customs and
heritage.
• To contribute to the better social well-being.
• To promote and support the economic progress.

Visit: www.aaanm.us or call (505) 332-9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