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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와 소식 

 많은 분들의참여로 헤이와 2 회 미술 공예전시회에 멋진 작품이 있으며 아직 

감상하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식당에 전시품들을 살펴주세요.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야채시장 쿠폰 신청은 월요일, 6 월 13일부터 금요일 6월 24 일까지 진행합니다. 

자격조건은: 60 세 이상이며 1 인가정 수입으로 $1,832, 2 인가정 수입으로 $2470 

미만이여야 합니다. 마이코 또는 제시카를 만나 신청서 작성해주세요. 아이디와 

수입 증명서를 지참해 주세요. 

 Mr. 하수가이를 환영합니다!  일본에서 방문한 신오부 (일본 전통피리) 연주가 

이시며 헤이와를 다시 방문해 헤이와 합창단과 함께 공연을 제공합니다. 화요일, 

6 월 14 일 입니다. 다시 방문해 연주해주셔서 감사하며 영광입니다. 멋진 연주를 

놓치지마세요. 또한 이번 이벤트를 계획해주신 아수코 타무라님께 감사합니다.  

 일리노이 베트남 협회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건강 교육인 유방암 교육을 화요일 

6 월 7 일 오후 2 시 오락방에서 진행합니다. 유방암에 관해 정확하게 알아둘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사회에서 감사하게도 나들이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토요일, 6 월 11 일 

일본 페스티발에 참여합니다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아직 2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마이코 또는 제시카에게 알려주세요 

(선착순입니다).  또한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전 11:15 까지 로비에서 만나며 오후 

5:30 돌아옵니다. 점심 식사제공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또는 아이디를 갱신하거나 주소 변경을 해야하니요?  이동 서비스로 

월요일, 6 월 13일 오전 10-2시까지 48 구 시의원 해리 오스터맨 사무실에서 

(5533 N Broadway)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편한 방법을 활용하세요. 
 

 미시오 디 시카고 교회에서는 6 월 생일 과 빙고 파티를 토요일, 6 월 25일 

제공합니다. 모두 참여하실 수 있으며 특히 6 월 생신이신 분들을 초대 합니다.  
 

 꽃꽃이 교실 유코 이노-달시선생님은 7 월과 8 월을 계속해 수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꽃꽃이 교실은 수요일 7 월 20 일과 8 월 24일입니다. 

날짜를 기억해 두세요. 6 월은 쉽니다.  
 

----------------------------------------------------------------------------------------------------------------------------- ------------------------------------------------------------------------------------------------------------------------------------------------------- -------------------------------------- 

 

 

감사합니다.. 

관대한 기부는 헤이와의 모든 헤이와 테라스 주민께서 이용하는 커피와 차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분들의 즐거움을 위해 계획되는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에 배치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 및 물품 기부는 헤이와 테라스 입주자분들에게 신체적, 정식적 영적 

건강유지에 필요로하는 데 사용됩니다.   
 

혹시 이름이 기재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면 마이코 또는 제시카에게 알려주세요. 무순입니다. 
 



Donations  (4/23-5/24) 
Renee Murakami  Blessida DeLa Vega  Bob Ide   Boo Keum Suh 
Mr. Tadashi & Mrs. Kazuko Nukuto Hyo C Kim  Jeong J Yoo  Donna Ogura 
Atsuko Tamura Mas Yamaji  Sun Yun Ku  Myong S Whittle Hisako Kometani 
Anonymous  Anonymous 
We also thank Ms. Ellyn Iwaoka for her donations in March and May.   
--------------------------------------------------------------------------------------------------------------------------------------------------------------------------------------- 

 

알려드립니다. (https://www.fbi.gov/scams-safety/fraud/seniors) 
 

장례 및 묘지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 

 구매하기 전 반드시 여러곳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친구또는 누군가와 함께 방문해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가지 종류의 비용을 확실하게 알아둡니다.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알아두며 조건또한 서명하기 전에 알아둡니다. 

 계약 취소 및 환불 조건 등과 또 다른 곳으로 계약을 옮길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위 가족또는 친구에게 알려둡니다. 

 구입하기를 압박할때 시간을 가지고 계약을 하세요. 

 계약내용이 정확하게 확인하기전에 먼저 돈을 지불하지 마세요. 
 

텔레 마케팅 (전화) 사기 징후: 이런 말을 들을떄…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이런 기회는 또 없습니다” 

 “무료 선문, 휴가 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신용카드 번호, 은행 계좌번호 또는 돈을 보내야 합니다” 

 “당신이 아는사람이 큰 문제가 생겨 도움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세요” 

 “당신은 빚이있으며 지금 당장 갚아야 합니다” 
 

텔레 마케팅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 

 익숙하지 않은 회사로 부터 구입하지 마십시요. 

 제공하는 서비스나 물건에 대해 서면의 자료를 요청하세요.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세요. 합법적인 회사는 절대로 

빠른 결정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무료라는 물건에대해 돈을 지불하지 마세요. 

 신용카드 번호, 은행 계좌번호, 생년월일, 소셜번호 등 개인정보를 나누지 

마세요. 

 사기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https://www.fbi.gov/scams-safety/fraud/seni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