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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 법원판결에도 스페인 기업 송전망 차단
'에너지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현 멕시코 대통령에 의해 범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관련 외국기업
에 대해 차별적인 각종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전기생
산 업체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
큼 냉정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유는 자국의 국영석유회사가
생산, 공급하는 전력이 우선이라
는 것 때문이다. 며칠전, 연방정부
는 스페인 에너지 회사 이베르드
롤라(Iberdrola)에 또 다른 타격을
입혔는데, 타마울리파스 남부에
소유하고 있는 발전소를 국영 전
력망에서 분리시키는 조치를 취
했다.
이를 두고 멕시코 정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취한 조치임을 강조
했는데 정부가 주장하는 정당한
절차란 해당 공장의 허가 기간이
만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장의 허가는 만료되었
지만 Enertek는 지난 3월에
Cenace(국립에너지 센터)가 송전
망에서 연결을 끊는 것을 중단하
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명백한 불
법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에너지
통제센터(Cenace)는 지난 목요일
이베르드롤라 자회사인 Enertek
가 사용하고 있는 알타미라에 있
는 Enertek 공장의 연결망을 을
끊었다.
1998년 가동을 시작한 이 공장
은 지난해 허가 변경을 추진했으
나 에너지규제위원회가 이를 거
부 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

2022 법정 공휴일
1월 01일 신년
2월 07일 헌법의 날
3월 21일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일
4월 14일-16일 부활절*
5월 1일 노동절
5월 5일 뿌에블라 전승기념일*

책에 외국기업의 영업이 눈엣가
시 같은 존재인데 허가를 연장해
줄리가 만무했던 것이다.
144메가와트 발전소의 단전은
누에보레온주
페스케리아
(Pesqueria)에 있는 이베르드롤라
(Iberdrola)의 발전소가 올해 초
같은 운명을 겪은 후 연이어 발생
했다.
정부는 또한 Iberdrola가 과나후
아토에 건설한 미화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풍력 발전 단지에 제
동을 걸었고 현재 폐지된 전력법
을 위반한 스페인 에너지 대기업
에 90억 페소 이상의 벌금을 부과
하기도 했다.
15개 주에 진출해 있는 이베르
드롤라는 멕시코 시장에서 가장
큰 민간 에너지 기업 중 하나이지
만, 2022년 1분기 투자액은 불과
1,610만 달러로 5년 전에 비해
93% 감소했고, 1년 사이 60% 감
소했다. 국영 연방 전력 위원회
(CFE)를 "구출"하기로 결정한 확
고한 '에너지 민족주의자' 인 로페
즈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국가를
약탈한 파렴치한 외국 기업의 예
로 이 회사를 지목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행정부는
풍력 및 태양열과 같은 자원에서

DÍAS FESTIVOS OFICIALES

(Días de descanso obligatorios)

5월 10일
9월 16일
11월 2일
11월 21일

어머니 날*
독립기념일
망자의 날*
혁명기념일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산하는 외
국 및 민간 에너지 회사가 멕시코
에서 사업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려고 한다.
이같은 멕시코 정부의 국가주의
적 에너지 부문 정책은 USMCA(
미국, 캐나다, 멕시코 무역협정)로
알려진 3자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정부의 강
한 항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에너지 분석가인 빅터 라미레즈
는 "알타미라 발전소의 단전과 같
은 조치로 정부는 기업들이 CFE
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도록 강요
하는 것이며 정부는 경쟁을 피하

한인신문, 연합뉴스와 뉴스 제공 및 전재 계약서 작성

멕시코 유일한 교민신문인 '한
인신문' 이 국가기간 뉴스 통신
사인 '연합뉴스'와 상호 뉴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뉴스 사용
에 대한 계약서를 교환하면서
합법적으로 연합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앞

환율 정보 (오전10:00분 현재 - Banamex)
멕시코 페소 / USD
살때

19.41

한국 원화 / USD
살때

1,412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축일*

12월 25일 성탄절

(*비공식: 일반적으로 휴무이나 법정 공휴일은 아님)

팔때

20.57

고 경쟁할 수 있는 [민간 에너지
기업]을 차단하기 위해 책에 있는
모든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
했다.
라미레즈는 "고객들이 가장 저렴
한 전력 공급업체가 아닌, 국영 전
기회사인 CFE로부터 구매를 강
요하고 있다" 면서 "고객의 선택
권을 없에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쟁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체에 따르면,
지난 2월 이베르드롤라의 Dulces
Nombres 공장이 단절된 누에보
레온에서는 스페인 회사의 상업
적 고객들이 최소 5년의 기간으로
고가의 CFE 계약을 체결해야 했
다고 폭로했다. 멕시코 국영전기
회사인 CFE가 제시한 요금은 민
간기업인 Iberdrola가 청구한 요
금보다 최대 30%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제 멕시코에서는 국영
전기회사만이 유일한 전력공급회
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기
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높아졌다.

팔때

1,363

으로 연합뉴스가 실시간 제공
하는 뉴스를 한인신문사가 인
용하면서 더욱 빠르고 정확한
뉴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방침
이다. 아울러 홈페이지도 대대
적인 개편에 나서 조만간 새로
운 모습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안내
번호판

끝자리 검사 기간

1, 2번

04-05월 / 10-11월

3, 4번

03-04월 / 09-10월

5, 6번

01-02월 / 07-08월

7, 8번

02-03월 / 08-09월

9, 0번

05-06월 /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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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2022년 09월 12일

독자와 함께하는 멕시코

한인신문

멕시코 재무부, 2023년 8조3천억 페소 예산안 국회 제출
멕시코 연방정부가 내년 예산을
2022년에 승인된 것보다 실질 기
준으로 11.6% 인상된 8조 3천억
페소(미화 4,170억 달러)액수로
지난 목요일에 의회에 전달했다.
예산안을 마련한 재무부(SHCP)
는 이 패키지가 "2019-24년 국
가 발전계획과 연계된 것"이라며
"멕시코 국민의 안보와 일반 복지
의 환경 달성이 목적"이라고 밝혔
다.
특히, 인프라 프로젝트, 노인 연
금, 의료 및 사회 프로그램이 주요
예산안 항목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 SHCP(멕시코 재무
부)는 성명을 통해 "복잡한 국제
정세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공공
재정을 유지하겠다는 멕시코 정
부의 약속을 이번 예산안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관
광부는 2022년 보다 무려 111%
증가한 1456억 페소를 배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멕시코 정부
가 관광산업에 큰 관심을 나타내
고 있다는 반증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지만 이 금액의 98%는 정부
의 우선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
인 마야 기차 철도 건설에 할당되
어 있어 실질적인 예산증가는 아
니라는 평가다.
아직 50%가 완성되지 않은 이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현재 2300
억 페소(미화 115억 달러)로 예정
되어 있다.
환경부도 2022년 428억 페소를
받았지만 내년에는 77% 증가한
756억 페소를 받을 예정이다.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일
반 시민들에게 정부 혜택을 주는
복지부는 30%의 재원을 더 적게
늘릴 예정이지만, 제안된 예산인
4,000억 페소가 조금 넘는 예산은
그 어떤 부처 중 가장 크다.
그 금액의 80% 이상이 수백만
명의 멕시코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SHCP는 또한 의료에 대한 상당
한 지출의 개요를 설명했다.
주요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인
멕시코 사회보장연구소(Imss)는
올해에 비해 거의 10% 증가한 1
조 1000억 페소를 받을 예정이며
보건부는 2096억 페소를 받을 예

정이다. 2023년 예산이 많이 책정
된 다른 부처로는 공교육(4020억
페소)과 국방(111억 페소)이 있
다.
전자는 멕시코 학교에서 새로운
커리큘럼 모델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공
안, 관습의 관리, 기반 시설 건설
을 포함한 다양한 비전통적인 과
제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방전기위원회(CFE) 예
산을 6.9% 삭감해 4400억페소로
책정한 반면, 국영석유회사 페멕
스는 올해에 비해 소폭 늘어난
6784억페소를 받을 예정이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두
국영기업 모두를 수년간 방치된
상태에서 "구출"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대폭 삭
감될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 반대
로 석유회사는 오히려 증액됐다.
또한 마야 기차, 타바스코 해안

의 도스 보카스 정유소, 테후안테
펙 지협을 가로지르는 태평양과
멕시코 만 연안을 연결하는 새로
운 철도를 포함한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것과 저소득
층 가구 생활 환경개선에 막대한
예산투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
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뜻이 예
산안에 담겨있다.
거의 8,300억 페소는 내년에 전
략 프로젝트 건설에 사용될 예정
이고, 1조 7,500억 페소는 연금
제도, 청년 미래 건설 도제 제도,
파종, 재조림 및 고용 프로그램을
포함한 사회 프로그램에 할당되
어 있다.
2022년 예산 대비 14% 증가한
1조2000억 페소 가량이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갈 예정이다.
정부의 예산 문건에는 2023년
예상소득 7조1000억페소 등 다양
한 경제 전망도 담겨 있다.
SHCP는 2022년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을 2.4%로 전망하
고 연말 연간 물가상승률은 7.7%
로 8월 수준보다 1%포인트 낮아
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무부(SHCP)는 또 2022년 말
미 달러화에 대한 환율이 20.6페
소,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현재보
다 1포인트 높은 9.5%로 전망했
다.
(관련기사 5면)

2022년 광고료 및 구독료 안내
1. 광고 크기 및 광고료

3. 전단지

5. 계좌안내

전면 컬러 (27cm×38cm) $27,000

A4용지 흑백 1회당 $600
A4용지 컬러 1회당 $1,500
지방 포함할 경우 추가 $500

예 금 주: HANINSINMUN S.A DE C.V

(전단지 배달만은 하지 않습니다)

문

4. 참조사항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전면 흑백 (27cm×38cm) $15,000
1/2 크기 (23.5cm×16cm) $8,000
1/3 크기 (23.5cm×16cm) $5,000
1/6 크기 (23.5cm×16cm) $3,500

2. 구독료
6개월 $2,700, 온라인 신문 1년 $4,000

1. 모든 광고비는 선불 입니다.
2. 광고는 1개월 단위입니다.
(1개월 미만도 1개월 계산)
3. Factura 발행시 IVA 별도
4. 고정 광고주는 신문 무료

계좌번호: 018 460 4237 Bancomer
계좌이체: 01 2180 0018 4604 2375
의: 5522-5026, 5789-2967

www.haninsinm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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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기억하며
1983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멕시코 푸에르토 바야르타 방문
에 대한 유나이티드 프레스 인터
내셔널의 기사는 "공작의 파란색
과 회색 드레스와 어울리는 모자
를 쓴 여왕은 지역 고위 인사들과
영국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환
영을 받았다"고 썼다.

린이들은 여왕 일행을 환영하기
위해 리듬 보드, 체조 시범, 합창
단, 화려한 폼폼으로 수도의 소칼
로를 가득 채웠다.
시티에서 왕족 부부는 카미노 레
알 호텔에 머물렀다.

스코틀랜드의 발모럴 성에서 96
세의 나이로 그저께 사망한 이 군
주는 70년 통치 기간 동안 그녀가
행한 많은 국제 국가 방문 중 두
번의 멕시코 여행이 포함되어 있
는데 영국 군주의 가장 긴 여행이
었다.
첫 방문은 1975년 2월24일부터
3월1일까지 이루어졌는데 멕시코
시티, 과나후아토, 오아하카, 유카
탄, 베라크루스를 두루 방문했다.

56세였다) 두번째 방문인 83년 2
월17일부터 25일까지는 게레로
주의 아카풀코, 미초아칸주의 라
자로 카르데나스, 할리스코주의
푸에르토 바야르타, 바하칼리포
르니아 수르의 라파스를 방문하
면서 태평양 연안에 머물렀다.

멕시코를 가로지르는 첫 방문은
1953년 6월2일 왕위에 오른 지
20년이 넘은 시기였는데 당시 여
왕의 나이는 48세, 두번째 방문은

여왕의 첫 방문때는 남편인 에든
버러 공작 필립과 함께 였으며
멕시코의 대통령은 루이스 에체
베리아 알바레즈(Luis Echeverria

Alvarez)였다. 멕시코와 영국의
관계는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
가지만, 영국 군주가 멕시코 땅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은 이때가
첫 번째 사례이다.
왕족 부부는 412피트 길이의 로
열 요트 브리타니아를 타고 코스
멜에 도착했는데, 에체베리아와
대통령 내외가 왕족들을 맞이했
다.
시티 방문은 Dia de la Bandera
( 국기의 날)와 겹쳤기 때문에, 어

다음 여행에는 과나후아토로 가
는 기차 여행을 했으며 피필라 독
립 기념물, 후아레스 극장, 과나후
아토 대학교, 알혼디카 데 그라나
디타스 (멕시코 독립 전쟁에서 중
요한 장소였던 곡물 창고에 있는
박물관) 및 지역 시장을 둘러보고
라코요를 시식한 것으로 당시 언
론보도는 밝히고 있다.
특히, 1983년 방문시에는 왕립
공군 항공기를 타고 아카풀코에
도착했는데 왕실 일행은 여행 막
바지에 3일간의 회담을 가졌는데,
보도에 따르면 포클랜드 제도, 유
가와 중앙아메리카의 다양한 분
쟁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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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일자리 창출 증가 등, 펜데믹 침체에서 완연한 회복세
지난달 공식 부문 일자리가 총
15만7000개 이상 순 창출돼 8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멕시코 사회보장연구소(IMSS)는
8월 전체 IMSS 관련 일자리가
2123만개로 15만7432개 늘었다
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실적은 7
월 대비 0.7% 개선됐다.
금융그룹 방코베이스(Banco
Base)는 2020년 2월보다 전체 직
급이 3% 증가하는 등 공식 고용
이 팬데믹으로 인한 침체에서 완
전히 회복됐다고 밝혔다.
IMSS는 올해 8월까지 총 61만
6718개의 일자리가 순 창출됐으
며 이 중 76.2%가 정규직이라고
밝혔다. IMSS 관련 일자리 2,100
만 개 중 거의 87%가 정규직이
다.
특히, IMSS는 지난 8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81만6000여 개의 일
자리가 창출돼 공식부문 전체 취
업자 수를 4% 끌어올렸다고 밝혔
다.
지난 8월 멕시코시티에는 32개
연방기관 중 가장 높은 2만명에
가까운 일자리가 창출됐다. IMSS
장부에 18,000개 이상의 공식 부
문 일자리가 추가된 누에보 레온
이 2위를 차지했고 할리스코, 멕
시코 주, 코아우일라가 그 뒤를 이
었다. 지난달 공식 부문 일자리가
줄어든 주는 모렐로스와 게레로
뿐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바하칼리포르니
아 수르는 전체 직급이 13.6% 증
가하며 백분율 기준으로 가장 강
력한 일자리 증가율을 기록했다.
타바스코(13.5%)와 퀸타나 루
(10.7%)가 공식적인 부문 일자리
증가율이 10% 이상인 유일한 주
였다. 로스 카보스와 칸쿤과 같은
관광지가 대부분인 바하칼리포르

니아 수르와 퀸타나 루의 경제는
모두 전염병과 관련된 제한으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에 크게 의
존하고 있다.
현재, 관광업이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관광 관련 사업체들
이 인력 확보에 나서는 등 구인에

적극적이다.
도스 보카스 정유소와 마야 기차
와 같은 정부 기반 시설 프로젝트
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고향인 타바스코의 고용을 증가
시키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32개 주 모두 지난 12개월 동안

순 일자리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7개 주인 이달고, 나야리트, 유카
탄, 케레타로, 멕시코 주, 틀락스
칼라, 누에보 레온주는 5~9%의
수치를, 16개 주는 ~4%의 일자
리 증가를 기록한 반면, 6개 주는
2%를 밑돌았다.
후자 그룹 중 시날로아는 지난
한 해 동안 공식 부문 일자리의
총 수가 0.7% 증가에 그쳐 최악
의 실적을 기록했다. 산루이스 포
토시, 사카테카스, 아과스칼리엔
테스, 캄페체, 미초아칸은 1.3%에
서 1.5% 사이의 일자리 증가를
기록했다.
퀸타나 루의 칸쿤처럼 관광에 의
존하는 주와 지역 경제가 강하게
회복되었으며 경제 분야별로 보
면 교통과 통신이 전체 일자리 수
가 8.6% 증가하면서 연간 기준으
로 가장 큰 일자리 증가율을 기록
했다.
2위는 건설업으로 고용인원이
5.3% 증가했고, 4.1%의 성장률
을 보인 상업 업종이 뒤를 이었다.
IMSS는 또 지난 8월 공식 부문
근로자의 하루 평균 기본급이
484.3페소(24달러)라고 보고했
다.
"이 [평균] 급여는 지난 20년 중
가장 높은 11.5%의 연간 증가율
을 나타내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멕시코의 실업
률(공식 및 비공식 부문 근로자를
고려)은 2022년 2분기에 3.2%에
불과했지만, 인구의 거의 40%인
4,900만 명 이상의 멕시코인이 낮
은 급여로 인해 직장 내 빈곤 상
황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성은 남성보다 일은 더 하지
만 기본적인 필수품을 구매하는
데도 부족할 만큼 급여가 낮아 남,
녀간 임금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서 도로에 떨어진 기름탱크에 버스 충돌…최소 14명 사망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북동부
지역 고속도로에서 10일(현지시
간) 달리던 버스가 앞서가던 화
물차에서 떨어진 기름탱크를 들
이받아 최소 14명이 숨졌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고는 이

날 새벽 타마울리파스주 시우다
드빅토리아∼누에보리온주 리나
레스 구간에서 발생했다. 관광객
등을 태우고 달리던 버스가 앞서
가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고(高)
인화성 유류 3만여ℓ가 실린 기

름 탱크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큰 불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최소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
다. 사망자들의 국적이나 성별
등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

다. 버스는 전날 저녁 이달고주
우에후틀라 데 레예스를 출발해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를 향하
던 중이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일대를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경
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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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前 구금 폐지案, 결국 철회

특정 범죄로 기소된 용의자에 대
해 재판 전 강제 구금을 적용하는
헌법 조항의 폐지를 주장한 대법
원(SCJN) 대법관이 제안을 결국
철회했다.
Luis Maria Aguilar 대법관은 지
난 목요일 자신이 제안한 안을 자
진 철회했는데 11명의 대법관 중
과반수가 헌법 수정에 반대를 표
명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헌법에 명시된 재판전 구금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와는 별
도로 대법원 대법관의 자체 표결
을 앞두고 있었는데 일부 대법관
이 반대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
하자 자진 철회를 한 것이다.
현재 살인, 강간, 납치, 인신매
매 등 강력 범죄 용의자에게 적용
되는 의무적 예방 교도소의 구금
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일반 절도
범에게도 적용하는 등 법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
이 일어나자 대법관이 이의 폐지

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대법관의 이런 제안이 위헌에 해
당한다는 법조계의 지적에 대해
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실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
해야 하지만 대법원의 이같은 취
지는 하위법원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종의 시행
령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해
석된다.
체포된 피의자들이 재판전 구금
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 협박과 계
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는 연방정부도 대
법관의 폐지 방침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경미한 범죄
를 저질렀음에도 재판없이 수년
간 구치소에서 구금되어 있는 경
우도 허다해 재판전 '무죄추정원
칙'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철회는 했지만 최초 제안을 했던
대법관은 "현재의 법대로라면 인
권침해가 심각하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만 피해를 본다" 면서 "의
무적 예방 구금의 폐지는 결국 이
루어져야 한다" 고 말해 이 문제
는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거리로
남아 있을 전망이다.

2면에 이어.
아울러 2022년 멕시코산 원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93.60달러, 생
산수준은 하루 183만 배럴로 전
망했다.
특히, SHCP는 2023년 성장률
을 1.2%~3%대로 전망하고 인플
레이션이 연말까지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인 3% 이내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준금리는
8.5%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원유 가격은 미화 68.70달러로
예상되지만 생산량은 하루 187만
배럴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SHCP는 또한 2023년 말에 공
공 부채가 GDP의 49.4%가 될 것
으로 예측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촉발된 경
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이후 "4%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
다봤다.
한편, 멕시코 연방정부는 신중한
재정 정책을 통해 정부 부채 수준
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 Rogelio Ramirez 재
무장관은 목요일 의원들에게 행
산 연설에서 "2023년 경제 패키
지가 균형 있고 책임감 있고 현실
적이며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 침
체에서 국가의 경제 회복을 이끌
어 내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예산은 정부가 약속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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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명 이상의 유튜브 구독자
보유한 미초아칸 할머니
시골 미초아칸에 사는 71세
할머니 도냐 앙겔라가 유튜브
에서 요리 아이콘 고든 램지
(Gordon Ramsay)와 마사 스
튜어트(Martha Stewart) 의 시
청률을 넘어섰다.
그녀의 채널인 "De Mi
Ranco a Tu Cocina"는 구독
자가 400만 명이 넘으며 이는
램지의 1,900만 명보다 훨씬
적지만 그녀의 비디오는 램지
와 스튜어트(80만 명이 조금
넘는 구독자)보다 더 많은 조
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라틴계 웹사이트에 따르면
도냐 앙겔라의 마지막 25개 영
상은 30만 건 가까이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램지의 25만
건을 넘어섰으며 스튜어트의
10만 건도 안 되는 조회수를
훨씬 추월했다고 한다.
이로써 "De Mi Ranco a Tu
Cocina"는 현재 유튜브에서
네 번째로 인기 있는 요리 채
널이 되었다.
2019년 그녀의 첫 비디오가
공개된 지 두 달 만에 앙겔라
가르디아스는 100,000명 이상
의 구독자를 얻었다.
도냐 앙겔라는 미초아칸의 아
리오 데 로살레스 시(Ario de
Rosales) 파블로 쿠인(Pablo
Cuin) 마을에 살고 있으며, 그
녀는 州의 지역 요리와 그 밖
의 지역 요리에서 나온 고향
스타일의 멕시코 요리법을 선
보이며 바이러스성 히트를 쳤
다.
엔칠라다 베르데를 만드는 방
법에 대한 그녀의 첫 비디오는
2019년에 출판된 이후 1,100
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
다.
큰 제작팀, 화려한 시연용 주
방, 무대 뒤에서 보조원들이 없
는 도냐 앙겔라의 아이들은 그
녀가 시골의 나무 판넬로 된
부엌에 있는 커다란 납작한 석
탄 난로 앞에서 요리하는 것을
배정되도록 보장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을 멕시코 국민의 복지에 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
도냐 앙겔라의 채널은 더 길
고 복잡한 레시피와 agua de
bugambilia 의 레시피와 같은
짧은 비디오를 공유한다.
도냐 앙겔라는 요리법에서 옥
수수의 타말화와 같은 멕시코
요리의 전통적인 과정을 강조
하고 자신이 직접 기르고 재배
하는 현지 식재료를 사용한다.
그녀는 독특한 지역 억양으로
말하며 고향의 향수를 갈망하
는 전 세계 멕시코인들의 시선
을 받고 있다.
멕시코시티 최초의 여성 시장
이자 2024년 대통령 후보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같은 유
명 인사들과 함께 포브스지에
2020년 멕시코에서 가장 영향
력 있는 여성 100인 중 한 명
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녀는 전통적인 요리뿐만 아
니라 멕시코 시골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풍부한
식재료와 지역 문화를 전파하
는 것으로 크게 환영받고 있다.
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사용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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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2022년 양국 교역 크게 증가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는 올 들어 7월까지 미국의 두 번
째로 큰 무역 상대국으로 거의
4,500억 달러 상당의 양자 무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발표된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양자
교역은 4천498억 달러로 19.8%
증가했다. 무역금액의 거의 60%
인 2,619억 달러는 멕시코가 미국
에 수출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879억 달러였다.
멕시코의 대미 수출액은 2021년
7월까지 대비 20% 증가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9.5% 증
가했다.
멕시코는 또한 2021년에 캐나다
의 뒤를 이어 미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였다. 올해 초 잠깐
동안 1위 자리를 잡기도 했었다.
멕시코 수출의 대부분은 자동차,
기계, 컴퓨터, TV를 포함한 공산
품에서 나온다. 이외에도 원유, 과
일 및 채소, 화학 물질, 맥주, 테킬
라, 메즈칼, 와인과 같은 알코올

추석 연휴 멕시코로 간 이재용…
“과감한 도전으로 기회 만들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추석
연휴에 멕시코를 방문해 오브라
도르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요청했다. 또 삼성전자 케
레타로 가전 공장 및 삼성엔지니
어링의 도스보카스 정유 공장 건
설 현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
했다.
12일 삼성전자는 지난 8일 이재
용 부회장이 멕시코시티의 대통
령 집무실을 찾아 안드레스 마누
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오브라도르 대통령
에게 삼성전자의 멕시코 현지 사
업 현황 등을 설명하고, 삼성에 대
한 멕시코 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전했다. 양측은 삼성과 멕시코 기
업들 사이의 중장기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2030년 세계
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릴 수 있도
록 지지해줄 것을 오브라도르 대
통령에게 요청했다. 그는 박람회
가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위
한 비전과 혁신 기술을 제시하는
장(場)이 될 것임을 설명하고, 부
산이 개최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월에도 마르
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를 만나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바 있다. 박람
회 개최지는 내년 말 국제박람회
기구(BIE) 회원국 투표를 거쳐 결
정된다.
지난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
회장이 멕시코 도스보카스 삼성
엔지니어링 정유공장 건설 현장
을 방문해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이 부회장은 지난 9일과 10일에
는 삼성전자 케레타로 가전 공장
과 삼성엔지니어링 도스보카스
정유공장 건설 현장을 각각 방문
해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임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해외 오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음료를 포함한 다양한 다른 제품
들을 미국과 더 먼 다른 나라들로
보낸다.
멕시코가 수입하는 제품들 중에
는 휘발유와 다른 정제된 연료들
이 있는데,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
통령이 식량(옥수수 포함)과 휴대
전화 같은 소비재도 포함되어 있
다.
캐나다는 올해 7월까지 캐나다미국 무역 총액이 4,667억 달러로
멕시코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미국의 1위 무역 상대국으로 올라
섰다.
중국은 지난 1~7월 중·미 무역
액이 4,023억 달러에 달해 미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꼽혔
다. 멕시코는 미국과 캐나다 등 국

경 북쪽 국가와의 무역에서 올해
들어 지금까지 거의 740억 달러
의 흑자를 남겼다. 그러나 모든 무
역 상대국을 포함했을때 멕시코
전체는 2022년 무역 적자를 내고
있다.
국가통계기관 INEGI의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멕시코가
전 세계 국가에 수출한 금액은
3,273억 달러였다. 같은 기간 수
입은 총 3462억 달러로 멕시코는
189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냈다.
무역 흑자는 올해 2월과 3월 두
달 동안 달성된 반면 1월과 4월
과 7월 사이에 4개월 동안 적자가
발생했다. 멕시코는 2021년 109
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 한
바 있다.

Cuauhtemoc區, 소나로사 도로 재정비 추진
멕시코 대표적인 구도심 중심
가인 소나로사가 도로 재정비
사업에 나서게 된다.
관광 명소임에도 도로파손,
지저분한 상가 주변 등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도
심 미화작업에 다시 돌입하게
된다. 코로나 이전에 일부 도로
를 재정비했지만 아직도 주요
도로가 훼손 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전체 소나로사 재정비 사업
중 첫 구간은 Hamburgo 길에
서 시작하게 되며 1차 사업비
는 2천만 페소가 투입될 예정
이다. 총 사업비는 약 6천만 페
소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가능한 영업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밤11시부터 오
전 5시 까지로 정했다.
주변에서 영업하고 있는 200
특히 삼성전자와 함께 멕시코에
동반 진출한 국내 협력회사도 찾
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부회장
이 방문한 대영전자는 지난 1996
년부터 25년 넘게 삼성전자와 협
력 관계를 이어 왔으며, 가전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력제어 부품 등
을 현지에서 생산해 케레타로 공
장에 납품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이 부회장은

여개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임
시 장소를 제공하여 최대한 피
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
고 Cuauhtemoc 구청은 밝혔
다. 비교적 치안 확보가 잘 되
어 있는 소나로사 지역은 일종
의 관광특구 지역으로 이번 사
업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
하게 되면서 지역 상가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
고 있다. 본격 공사는 오늘(12
일)부터 시작된다.
멕시코 소재 하만 공장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생산 현장
을 점검했다. 그는 “명절을 가족
과 함께 보내지 못하고 고객들과
동료 직원들을 위해 현장에서 헌
신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며 “지금은 비록 어
려운 상황이지만, 과감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미래
를 개척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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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쿠바·베네수엘라와 반미연대 과시…"제국주의 반동 배격"
북한이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 우
방국들과 우호 관계를 과시하며 '
반미'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니콜
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북한
의 정권수립(9·9절) 74주년 기념
일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축전에서 "나는
미 제국주의와 그 추종세력과의
투쟁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의 창건 74돌에 즈음하여 당
신께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말
했다.
이어 "나는 또한 미국이 베네수
엘라 인민에게 가하는 범죄적이
고 비인간적이며 일방적인 제재
를 반대하여 귀국 정부가 연대성
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데 대하
여 사의를 표한다"며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의 거대한 잠재력에

토대하여 쌍무 정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다
시 한번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지난 6일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북한과 쿠바 수교 62
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고 소개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부
장관은 축사에서 "제국주의 반동
들이 두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위
업 수행을 좌절시켜 보려고 그 어
느 때보다도 악랄하게 책동하고

볼리비아서 인기끈 '마약 브라우니'…
안에 진짜 마약
(틱톡) 계정을 이용해 "당신을 행
복하게 한다"며 브라우니(작은 초
콜릿케이크의 일종) 사진을 여러
장 올리고 홍보했다.

대학생이 교내서 SNS로 홍보…"
콘서트 표 살 돈 모으려고"
볼리비아 한 대학가에서 '특별한
브라우니'로 입소문 났던 디저트
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매체 엘데베르에 따르면
경찰은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데
라 시에라에 있는 가브리엘 레네
모레노 대학 안에서 마약 성분을
포함한 브라우니를 판 대학생
A(2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께부터 소셜미디어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게 "우리가
당신을 날게 한다"라거나 "마법의
레시피로 만들었다"는 등 댓글을
남긴 A씨는 구매 희망자들에게
약 6주간 직접 브라우니를 배달하
며 내다 판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은 하나에 5천원 정도였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대학 측은
경찰과 함께 경위를 파악한 뒤 5
일 학교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마약 성분이 있는 초콜릿
과 젤리 등도 판 것으로 드러났다.
그희 범행동기는 콘서트 표 살 돈
을 모으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해 90일간
의 예방구금 명령을 내렸다.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쿠바 정부는 조선의 자주
권을 침해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견결히 반대 배격하며 부강 번영
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는 조선(북한) 당과 정부, 인민의
위업에 무조건적인 지지와 연대
성을 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이번 정권 수립 기
념일을 앞두고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법령'을 채택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를 위한 협
상은 없으며 미국에 맞서 핵을 절
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연설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대통
령의 축전과 쿠바와의 친선행사
는 국제사회에서 반미연대를 구
축하고 북한이 고립되지 않았음
을 주민들에게 과시하는 좋은 소
재라고 할 수 있다.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중국, 러시
아와 함께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
국이다. 북한은 미국과 각을 세우
는 이들 나라에 외교적 예우를 다
하며 우호 관계를 강화해 왔다.
특히 북한은 2019년 미국이 후
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
령으로 인정해 베네수엘라에서
반(反) 마두로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마두로 대통령에 대
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힘을 실어
줬다.

"반려견도 가족, 병가 허락하라"…
아르헨서 이색요구로 윤리공방
아르헨티나에 사는 한 직장인
여성이 아픈 반려견을 '딸'로
인정해 병가를 허락해 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현
지 언론들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살
타주에 거주하는 실비나 콜레
티씨는 지난달부터 고용주인
아르헨티나 국립농업기술원
(INTA)를 상대로 반려견을 '
딸'로 인정해 병가를 하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INTA에서 농업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콜레티씨의 9살
된 반려견 다르마는 현재 만성
신장 질환, 췌장염, 담석증, 복
부 혈전으로 위중한 상태로 알
려졌다.
미혼인 콜레티 씨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반려견 다르마와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졌다면서 "
다르마는 살타주에 있는 나의
유일한 가족이자 정서적 지지
자이며 진정한 딸이다. 내가 그
를 필요로 하는 만큼 그도 나

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이 집에서 25㎞ 떨어져 있
는 그는 동물병원에 다르마를
입원시키고 매일 찾아갔으나,
다르마의 분리불안 증세가 심
해지고 식욕부진으로 위중한
상태가 되자, 법적 자문까지 받
아서 직장에 공식적으로 병가
를 요구했다.
하지만, 직장 상사는 단체노
동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 아
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아르헨티나 노동법은 배우자,
부모, 자녀를 돌보기 위해 최대
30일간 무급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규정
은 없다. 알레한드로 힐-도밍
게스 헌법학자는 지난 7일 출
연한 방송에서 "아르헨티나 법
은 이미 인간이 아닌 동물을
지각이 있는 존재로, 인간이 아
닌 인격체로 법의 대상으로 규
정하고 있다"며 콜레티씨의 주
장은 법적 도움으로 목적 성취
가 가능하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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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하는 멕시코

한인신문

2023년형 달력 주문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인신문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www.haninsinmun.com

A형 (3단 달력) : 1매 12장
싸 이 즈: 86cmX34.5cm

금 액: $175 (상호 인쇄 포함)

최소 주문수량: 100매

B형 (탁상용 달력) 싸 이 즈: 18cmX14.7cm

금 액: $80 (상호 인쇄 포함) 최소 주문수량: 100매

C형 (1장짜리 달력) 싸 이 즈: 66cmX46cm

금 액: $40 (상호 인쇄 포함) 최소 주문수량: 100매

주문시 선금 70%, 납품시 30% (별도 디자인 불가)

문의: 55-6709-4554

독자와 함께하는 멕시코

전면광고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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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불구이 전문점

LA CASA COREANA
한려수도가 '숯불구이 전문점' 으로 변신합니다
내부 시설 공사 중, 10월 초 마무리 예정

넉넉한 실내 공간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손님 접대에 안성마춤,
각종 모임 환영! 귀한 손님을 위한 귀한 장소로 명성을 이어 갑니다!

각종 모임 예약받습니다!
▶ 단체 40석 ▶단체 20석 ▶ 오붓한 가족모임 6석
▶ 귀한 손님을 위한 VIP 12석

예약 문의
T. 5514-8683, Cel. 55-1801-2313
Av.Chapultepec No.425 Col. Juarez (하림각 맞은편) 매주 월요일은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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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 조계종

독자와 함께하는 멕시코

한인신문

1년 연중 연등접수中

멕시코 관음사
멕시코 관음사가 조용하고 안전한 곳으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을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정기법회(주지

여산스님)

매주 첫째,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문의
관음사: 01-597-976-8747
휴대폰: 55-2716-0152
55-3983-6135
불교도는 물론 타종교인 및 무종교인의 탬플스테이 가능합니다.
(동참금은자율보시) 전화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주소: Montepio 38 Salto del Aqua 20 Mexico Viejo Popo Park
C.P. 56983 Atlautla de Victoria Estado de Mexico

龍島중식뷔페
"값도 싸고 맛도 좋다더라"

150명 수용
대형 연회석

32가지 음식
& 후식까지

친절한 서비스
각종 연회 환영(예약)

1인당 175페소 (3-8세 어린이 119페소) 디저트 포함)
Calle. Londres No.169 (Londres y Florencia esq.)
Tel. 55-5208-5725
본점 Torres Adalid No.15 Col. Del Valle 인수르헨떼스 Poliforum 옆

멕시코 한인병원

서울 클리닉
Grupo HAMECO S.A. de C.V.

원장 Dr. 문장호 (의학박사/전문의 : CEDULA No. 4155018)
내과 / 외과, 소아과 / 산부인과, 피부비뇨, 미용성형, 한방과
진료 시간

상근 진료 의사

평 일 9 : 30 am ~ 7 : 00 pm
토요일 9 : 30 am ~ 5 : 00 pm

Dr. 문장호 (소화기내과/피부비뇨기과)
Dr. Juan .M. Avalos (일반내과/가정의학과)
Dra. Doris C. Jimenez (산부인과, 여의사)

※ 산부인과, 한방과 예약요망

외부협진
전문의

심장내과 Dr. J. Cesar Ayllon(Hosp. Espanol)
일반외과 Dr. B. Jimenez Bodadilla(Hosp. Santa
Fe)
성형외과 Dr. J.L. Perez Avalo(Hosp. Obregon)
한방과 Dra. Jin Xuan (중의, 중국 정통침)

TEL. / FAX. (55)5208-5448
CEL. 55-1513-7716

우남 나비치과
최고의 한국 치과
의료술로 진료합니다.
최신 기술과 고급 치과 재료를 선택하
여 좀 더 나은 치료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남 나비치
과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한국외국어 대학교 스페인어과 졸업
- 멕시코 국립 미술 학교 I.N.B.A
“La esmeralda” 수료
-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
U.N.A.M 대 치과 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치과 보존학 Mini Residency 수료

- 댄티움 치주 임플란트 과정 수료
- 함병도 원장님의 I.P.I 치주
임플란트 과정 수료
- 강서구 최용현 STM 교정 치과
연구회 과정 수료
- 강남 최재영 얼굴 턱 미용 치과 연구회 정회원
- 최병건 한국 치과 치의학 임상연구회 정회원

※ 산부인과, 한방과 예약요망

공휴일은 전화 예약 바랍니다

일반진료, 건강상담, 수술상담, 응급처치, 예방접종, CO2 레이져, 점/검버섯제거, 자궁암검진
미용성형/비뇨기수술, 영양제주사, 위내시경, 임상병리, 학교진단서, 예방접종 번역, 각종 서류

Londres #227, Zona Rosa (Varsovia Y Praga)

진료시간 : 월,화,수 am 10:30 ~ pm 8:00 / 목,금,토 am 10:30 ~ pm 6:00

전화: 55)-5207-0026, Cel. 55-4882-2676
Copenhague 24, Juarez, Cuauhtemoc, 06600
Ciudad de Mexico, CDMX Zona Rosa

독자와 함께하는 멕시코

정통 침

전면광고

한인신문

타이완한의원

Clinica Acupuntura y Herbolaria DR.Chu
☞ 한약 다이어트 (14일분) $1,000페소(4킬로 빠짐)
☞코로나 바이러스19, 페렴을 위한 한약
★한약 14일분 $1,500페소 ★7일분 $800페소
진료과목: ▷편두통, 스트레스, 신경통, 불면증, 주의력 결핍, 위장염,

대장염,위 역류성, 변비, 설사, 안면마비, 틱, 신경통, 감기, 천식, 정맥염,
기관지염, 마른기침,비강건조,루마티스, 관절염, 폐경기, 생리불순, 당뇨,
갑상선 기능저하, 성장통, 정맥류, 발부종=> 한약 14일분 $1,000 페소

2022년 09월 12일

11

코리아타운 식품점
신선하고 우수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님들께 제공하는
프리미엄 종합 식품점, 코리아타운 식품점입니다!
◆ 가장 편리한 교통
◆ 가장 저렴한 가격
◆ 모든 것을 갖춘 종합 식품점

종로떡집

☞한약은 진맥 후 제조 해드립니다.

코리아타운 식품점이 종로떡집
으로 떡을 다시 시작합니다.
각종 떡 주문 및 판매합니다.

침 진료: ▷두통 ,편두통,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 팔꿈치, 손목, 손가락, 관
절, 복통, 발바닥, 근막염, 좌골신경통, 안면마비, 신경통, 정맥두염, 섬유근통

백일, 첫돌, 생일, 환갑, 고희,
폐백, 이바지, 개업떡

주소: Articulo 123 Ext. 97 int. 103 Col. Centro a lado
del Metro Juarez. CDMX
Consultorio 55 2345 3199
Whatsapp 55-1425-4378 (Sra. Lan)

수라상
※ 퓨전 한정식 (2인 이상 가능)

코레아나 여행사
www.asiamextour.net

언제나 최고의 여행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EL: 55- 5208-1122/3

한식 & 숯불구이 전문점
*편백상(1인 $400)

*백합상(1인 $300)
<14가지 식단>

보쌈+불고기+월남쌈+잡채+야채샐러드
+전+흑미밥+삼치조림+된장찌개+김치
+떡갈비+연어회+새우튀김+과일

<17가지 식단>
백합상+구절판+갈비찜
+베이컨아스파라거스구이

* 3시간 전 예약 필수! * 계모임, 각종 기념일, 손님접대에 안성맞춤

※모든 메뉴
주문 포장 가
능

수라상
←

← Varsovia

←

수라상은 음식을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Calle Varsovia No.13 Zona Rosa
Tel. (55)5511-7929 Cel. 55-4027-7137

※ FACTURA 발행
신용카드 결제 가능

←

※ 특별 보양식 메뉴!
염소전골 대$800 소$600
한방오리백숙 $800
삼계탕 $300

Hamburgo No. 238, Zona Rosa
Tel 55-5514-6062, 55-5533-4686

Reforma
Hotel Galeria
Plaza Reforma

Hamburgo

항공권 발권

저가 요금,
편리하고 빠른 여정!
국내 외 출장티켓
한국 휴가티켓
아에로멕시코
한국 직항노선
저가 판매

여행 패키지
남미 여행
항공권, 호텔 등
유럽, 북미 여행,
성지순례(유럽),
북경, 하노이,
앙코르와트 여행 등
(하나투어 대리

E. asiamex88@hotmail.com
T. 55-5208-1122/23, 8586, 8706
M. 55-5431-9292 또는 55-4095-

차량/호텔 등
VIP 의전 및
각종 행사 지원
차량(기사 포함) 대여,
호텔 예약 등
★멕관광부(SECTUR)
등록 여행사

Mex74,
1205oh

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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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레이 / 시티

스페인어 배우실 분

비자문제,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19년 경력의, 최고의 강사가 여러분의
스페인어 학습을 도와 드립니다
교수: Daniel Ibañez
경력: 관련학과 졸업, UNAM대 Cepe 학습
대상: 어린이 / 청소년 / 성인 모두 가능

'개인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유형의 비자업무 취급
◆취업비자 $10,000
◆비자연장 $5,000
◆임시 및 영주권자 신분 변경 $6,000
◆직장, 주소, 결혼 여부 변경 $4,000 ◆국적변경 $4,000
◆일 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 $6,000
◆고용주 등록 증명서 발급 $6,000 ◆이민서류 교환 $4,000

스페인어 자격시험(dele) , 학생들 숙제,
회화 등 스페인어 관련 개인 교습

문의: Cel. 5531272866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RYF CONSULTING, S.A. de C.V.
주소:Aguilas # 200 A Colonia, Las Golondrinas Apodaca N.L.
전화: Tel(oficina) (81) 83324197, Cel. 8119445318 Lic.
메일: rsalas@ryfconsulting.mx / ysalas@ryfconsulting.mx

2022년 구독료 및 광고료 안내
1. 광고 크기 및 광고료
전면컬러 (27cm x 38cm)
전면흑백 (23.5cmx 32cm)
※ 전면흑백 맨 뒷면은
1/2 크기 (23.5cm x 16cm)
1/3 크기 (23.5cm x 10cm)
1/6 크기 (11.5cm x 10cm)

예 금 주 : HANIN SINMUN S.A DE C.V
: $25,000
: $13,000
: $15,000
: $7,000
: $4,500
: $3,000

전단지

계좌번호 : 018 460 4237 BANCOMER

[A4용지 / 흑백] 1회당 $500

계좌이체 : 01 2180 0018 4604 2375

[A4용지 / 컬러] 1회당 $2.000
5회 이상일 경우 회당 $1,500

문의처 : 55-5522-5026, 55-5789-2967

※ 전달지 배달만은 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 haninsinmun@gmail.com
   

haninsinmun@hanmail.net

2. 구독료(1개월) $500 페소, 온라인 구독료(1년) $4,800 페소
- 모든 광고비는 선불입니다. (단순 디자인은 무료, 복잡한 디자인은 별도 디자인료)
- 모든 광고는 1개월 단위입니다. (1개월 미만도 1개월 광고료 부과)
- 세금영수증(Factura) 발행시 16%의 부가세 추가 / 광고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www.haninsinmun.com

Monterrey

오-마트
도매&소매 전문

1호점 San Pedro
Tel. 811-365-9598
Calle Fundadores 1001 #2
Col. Alfareros, C.P. 64753,
Monterrey Nuevo Leon

CEL: 818-258-8523, 카톡ID: guapobilly
E-mail: astecasungjun@hanmail.net
CEL: 812-018-1731, 카톡ID: guapoandres

2호점 Apodaca
Tel. 812-134-9933
Carretera a Huinala #100
Monterrey Nuevo Leon

독자와 함께하는 멕시코

한인신문

전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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