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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와 소식: 

 즐거운 연말입니다!  헤이와 이사회에서는 헤이와 주민 모두를 초청해 오찬을 

제공합니다. 오찬은 토요일, 12 월 8 일 오전 11:30 식당에서 시작합니다. 

참여하셔서 요리사 야사오 미주치께서 조리하는 맛있는 요리와 친구, 이웃, 이사회 

또 직원과 함께 즐거운 시간보내세요. 올해에는 또 사진부스가 로베에 설치되며 

오전 11 시부터 오후 3 시까지 사용해 멋진 사진도 만들어 가세요.  
 

 화이트 크레인 과 노인 메디케어 순찰에서는 메디케어 사기에 관한 설명회를 금요일, 

12 월 7 일 오후 2:30 오락방에서 시작합니다.  중요한 설명회에 참여하셔서 

메디케어 또는 보험 사기에 관해 알아두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한국어로 진행되는 스마트폰 수업은 매주 목요일 만나며 12 월 13 일까지 

수업합니다. 오락방으로 오전 10 시-12 시사이 입니다. 
 

 홈 쇼핑버스는 금요일, 12 월 14 일 오후 1:30 알디/타켓으로 갑니다. 비용은 $4.00 

이며 마이코 사무실에 등록해 주세요. 
  

 유코 이노에 다시 선생님께서는 꽃꽃이를 목요일, 12 월 6 일 오후 1 시 시작합니다. 

이번 작품은 연말오찬을 위해 준비하며 원하시면 로비에 전시 할것 입니다. 비용은 

$15 이며 화요일, 12 월 4 일까지 등록해 주세요. 
 

 생일달은 맞아 친구와 이웃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미시오 데 교회에서 

제공하는 생일 및 빙고 파티는 토요일, 12 월 29 일 오후 2 시 식당에서 진행합니다. 

모두 초대하며 12 월 생신이신 분들을 특히 참여바랍니다. 
 

 메디케어 등록기간은 12 월 7 일까지 이며 이때 메디케어 추가 보험 등을 바꾸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를 가진분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레비센터 (312-744-0784) 인 2019 W Lawrence 에 문의하시고 또 

마이코 또는 제시카에게 상담하세요.  

사무실은 월요일, 24 일 과 화요일, 12 월 25 일 닫습니다. 

사무실은 화요일, 2019 년 1 월 1 일 닫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대한 기부는 헤이와의 모든 헤이와 테라스 주민께서 이용하는 커피와 차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분들의 즐거움을 위해 계획 되는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에 배치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 및 물품 기부는 헤이와 테라스 

입주자분들에게 신체적, 정식적 영적 건강유지에 필요로하는 데 사용 됩니다.   

혹시 이름이 기재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면 마이코 또는 제시카에게 알려주세요. 무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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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신 분  (10/30/2018 – 11/28/2018) 

Hisako Kometani  Bob Ide  Kazuko Nukuto May Nakano        Emma Robins 
Eiko Honda   Ok Bun Han  Bernadette Chen Lian Chen Hsu     WenZhu Lu 

Chen HxinMin Wang ZuJian Meng  Zhaorong Wan Anonymous  
Elaine Miyamura and Midwest Buddhist Temple    
  

 

알립니다.  

 

연휴 기간동안 많은 사람들은 크리마스 외의 

축제가 있는것을 아시나요? 이 나라와 

헤이와에서 좋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많은 

문화가 있으며 여러 종교와 문화적 축제 행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구글 검색: 다문화 축제) ** 

혹시 문화 또는 종교적 중요 행사를 빠뜨린 경우 

알려주세요.   

 
 보디히 날Bodhi Day  (불교): 부처님의 각성의 정확한 순간을 기념합니다. 2019년 

1월13일에 계몽과 명상 및 찬송으로 기념하는 축하 행사입니다.   

 하누카 Hanukkah  (유대인): 빛의 축제라고도하며 12월2일 부터 12월10일까지 예

루살렘에 있는 제 2성전재 헌정을 기념하며 매일 8일동안 양초리 커줍니다.  

 동지Dong Zhi (중국) 추수의 마무리와 겨울을 시작하는 축제이며 음력달력을 사용

해 올해에는 12월22일 시작합니다.  

 코리자 Koljada (슬라브 족) 은 고대 기독교 전 겨울 축제이며 서로 용서를 나누며 

음식을 나누어 먹는 기간입니다.   

 카완자 Kawanzaa (아프리카) 아프리카 유산과 문화를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12월

26일부터 1월1일까지 매일 키네라라는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교회의 크리스마스 Orthodox Christmas: 유리우스 달력을 사용해 그리스도 탄

생을 축하하며 2019년 1월7일이 성탄절로 기념합니다.  

 오미소카 Ōmisoka (Japan) 는 “오래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신선한” 년도를 

맞이하는 일본 전통 축제행사입니다.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며 집을 정화하고 위에

서 아래로 청소하며 작년해 혼란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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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ment Agent 관리사무소)  312-382-3228 
 

 

HEIWA MANAGEMENT OFFICE: 773-989-7333
 MON. – FRI.:  9AM – 5PM   

  Sheri Gault, Manager 세리걸트 메니저 

HEIWA SECURITY:    773-989-7333 24 HOURS/ 7 DAYS A WEEK 

  Rachel Tucker, Supervisor 레이철 터커, 경비 

SERVICE COORDINATORS: 

   Maiko Yana 마이코 야나이:  773/989-5906 MON. – FRI.  8:30AM – 4:30PM 

  Jessica Moon 제시카 문:   773/989-5672 MON. – FRI.  9AM – 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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