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이와 테라스 회보 

2019년 4월 
 
 선거는 화요일, 4월 2일입니다. 유권자는 

다음 시카고 시장 과 46지구 시의원을 선택합니다. 

귀하의 권리를 행사하기위해 반드시 투표하세요. 이 

지역 투표소는 세라던길 학교 McCutcheon School 

(4865 N Sheridan Rd) 입니다. 

 

 주민회의는 4월 4일 오후 2:45 식당에서 열립니다. 이는 모든 거주자가 헤이와를 

좋은 공간으로 유지하는데 협력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질문이나 관심거리 또 

새로운 의견을 공유해 보세요. 
 
 

 유코 이노에-다시 선생님과 함께 꽃꽃이를 배우세요. 4월 수업은 수요일, 

4월 10일 오후 1시부터 12층 파티방에서 열립니다.  월요일, 4 월 8 일까지 마이코 

사무실밖에 수업 등록해 주시고 비용 (꽃 포함 $15) 을 지불해 주세요.  
 

 

 미쑤와에 갑니다!  날씨가 좋아져 쇼핑나들이가 가능합니다. 쇼핑 목록을 준비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즐기세요. 목요일, 4월 11일 갑니다. 4월 7일까지 마이코 

사무실 밖에 등록하시고 비용 $10 지불해 주세요.   
 
 
 

 미술선생님 질 쿠안팡의 미술반은 금요일 4월 12일 오후 1:30 모입니다. 출산 전 

마지막 방문입니다. 

  

 시장에 가야하나요? 홈 에전시와 파트너로 진행되는 쇼핑방문이 이번달에는 

타겟/알디로 갑니다. 4월 12일 오후 1:30 출발이며 비용은 $4.00 입니다.   
   

 4월16일 오후 2시 오락방에서 토키코 키무라선생의 코토 연주가 있어 매우 기쁨니다. 

이번 연주 후 선생님은 여름 동안 방문하지 못합니다. 또 선생님과 함께 음악작업을 

원하시는 문들은 마이코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헤이와 이사이신 엘리스 무라타께서 지도하는 공예반은 화요일, 4월 16일 오후 

1시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창의적인 면을 보일수 있는 기회입니다. 
 

 노인을 위한 스마트 폰 수업이 계속됩니다. 한국어 수업은 

수요일, 4월 3일 시작하여 5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

4시까지 오락방에서 진행됩니다. 선생님께서 학습강좌로 진행하는 

수업이므로 정시에 참여해주세요.   

 중국어사용하는 선생님 하버드 화 께서는 중국어로 진행되는 

스마트폰수업을 4월에 제공해 주십니다. 자세한 일정은 곧 

게시됩니다.  
 

 ~~야구게임에 가요~~ 올해 다시금 컵스경기장을 방

문합니다. 경기는 목요일, 4월25일 오후 1:20 시작이

고 LA 다저스와 경기합니다. 컵스 입장권은 시카고 컵

스에서 기부하고 차량은 헤이와에서 제공합니다. 또 

필요하시면 에서서블 의자도 제공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반드시 마이코 사무실밖에 4월16일까지 등록

해 주세요. 또 친구와 함께 방문하시려면 마이코 또는 

제시카에게 알려주세요. 
  

 미시오 데 시카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생일 및 빙고 파티는 토요일, 4월 27일 2시 

식당에서 열립니다. 모두 초대하며 특히 4 월 생일이신 분들은 참여하도록 권합니다.  
 

  



~~REAC 검사 (허드 관계자와 함께한) 는 금요일, 3 월 22 일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헤이와 

테라스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점검 기간중 인내와 협조해주신 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엔지니어 와 유지보수팀의 노력으로 좋을 결과를 맺은것에 감사와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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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하신 분  (2/26/19 – 3/27/19) 

Kimiko Suga         Hisako Kometani      May Nakano      Bob Ide  Song J Kang 

Kazuko Nukuto      Anonymous             Anonymous  

 

 

알아두세요:  시카고 시 의원은 누구이며 어떤일을 하나요?  
(https://www.chicagotribune.com/news/politics/elections/ct-cb-what-is-an-alderman-20190222-story.html     

 

시카고 시의원은 시의회 소속입니다. 

시에는 50 명이 있으며 각자 워드라는 

지역에 작은시장으로 간주됩니다. 각 

워드의 거주자는 4 년마다 시 의원을 

선출합니다.  
 

동네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도시 승인이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 시의원 사무실의 

연락으로 시작합니다.  시 의원은 도로 

포장, 교통신호대 교체 또는 거리 및 골목 

조명등 과 같은 동네 개선사업을 위해 시 

에서 연간 예산을 받습니다.  
 

시 의원은 한 달에 한번 모이고 예로 

시카고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도시 

주차비 관리 등에 관한 투표를 하며 또 

자신의 워드에 알맞는 사업 제안서 

제출등의 일을 합니다.  
 

여기는 46 지구 소속이고 46 지구 워드 시 의원 사무실은 4544 N Broadway 에 

있습니다. 4 월 2 일 선거에서는 시장을 선출하며 또 46 지구 시 의원 두 후보자 James 

Cappleman (제임스 케플맨) 과 Marianne Lalone (마리엔 라론드) 중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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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ment Agent) 312-382-3228   
 

HEIWA MANAGEMENT OFFICE: 773-989-7333 MON. – FRI.:  9AM – 5PM 
  Sheri Gault, Manager 
HEIWA SECURITY:  773-989-7333 24 HOURS/ 7 DAYS A WEEK 

  Rachel Tucker, Supervisor 
SERVICE COORDINATORS: 
    Maiko Yanai:     773/989-5906 MON. – FRI.  8:30AM – 4: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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