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xico

한인신문사 보도 일지

2008년
07월19일 김까탈리나 피격, 강도범에 다리 총상병원후송
08월06일 한인신문 창간
08월30일 골든벨 멕시코지역에서 첫 녹화방송
09월10일 안모씨 에이즈감염, 교민사회 패닉 
09월17일 에이즈감염 안모씨 무사히 서울도착
11월12일 박성천 한인회장 선거공약 5만불 기탁
11월17일 멕시코 문인협회 문학지 ‘깍뚜스’ 발행
11월26일 옥타주최 ‘중국산 상품 반덤핑 관세해제’ 설명회
11월27일 에이즈감염으로 귀국한 안모씨 병원에서 결국 사망
12월01일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개막, 
         작가 황석영씨 멕시코번역본 출판기념회 참석 강연
12월02일 멕시코 문인협회 ‘문학강좌’ 개최
12월20일 박성천씨 기탁금수표 최종부도처리

2009년
01월02일 멕시코 주요교민인사 신년사 
01월09일 10대 한인회 임원회의 개최(박모씨 수표 부도처리 해명요구)
01월19일 교민 박모씨 곗돈 등 거액횡령후 과테말라로 잠적
01월31일 10대 한인회장 박성천씨 공식사퇴
02월06일 전한인회장 회합, 새로운 한인회 구성에 협력키로 의견일치
02월07일 교민청년 이모씨 강도에 피습 집에서 사망
02월09일 교민 이모씨 장례식, 많은 교민참석 애도
02월12일 빈발하는 한인대상범죄 강력대척키로 의견
02월21일 한인회장 선거 3월22일 실시키로 결정



02월27일 원종찬대사 이임 인사차 한인상가 방문
03월17일 10대 한인회장 서완수씨 당선
03월18일 조환복 신임대사 부임
03월20일 연합뉴스 해외특파원 80% 외신베끼기 기사게제
03월24일 조환복대사 신임 한인회장단 면담
03월25일 조환복대사 동포언론 3사 면담(한인신문/한인매일/동포신문)
03월27일 2009년 한인체육대회 개최공고
03월31일 조환복대사 신임 인사차 한인상가 방문
04월02일 레온거주 교민 멕시코 공항 11만달러 미신고 출국시도 적발
04월03일 10대 한인회 첫 이사회
04월08일 조환복대사 레포르마 신문사 방문(한인 마피아 보도 자제요청)
04월24일 멕시코 신종플루(돼지독감) 창궐, 60명 사망, 전국학교 휴교령
04월28일 조환복대사 교민단체장 긴급회동 신종플루 대책회의
05월02일 본국정부 재멕시코 동포위해 마스크 1만장 타미플루 약제공급
05월04일 국립의료원 신형식박사 및 간호사 멕시코 방문, 
         신종플루 예방활동
05월06일 한국정부 신종플루 창궐 멕시코에 50만불 지원품 긴급전달
05월09일 계주 최모씨 아들 잠적, 교민 7백만페소 피해액
05월18일 질병전문가팀 출국, 출국전 한글학교 방문 예방교육
05월21일 조환복대사 시청회의 참석 (한국인 안전에 관심요청)
05월27일 조환복대사 경찰청 방문 (교민안전대책 협의)
06월01일 한인 정모씨 가게 권총강도침입, 파라과이인 남편 피살
06월03일 경찰청 책임자회의 교민 간담회
06월04일 양말 제조업자 모임 (교민 불법연행 대책회의)
06월07일 멕시코시의 ‘세계우정의 축제’ 개막 (멕 주재 60개국 참여)
06월11일 멕시코 양말 관계자 협의회 구성 (과당경쟁 자제)
06월12일 교민상가 강도살해범 검거 
         (범인은 3명으로 주범은 피해가게앞 노점상)
06월21일 하나교회 찬양대 발표회 (살론 세뇨리알)
06월22일 신종플루 깔데론 대통령 한국정부에 감사서한
06월24일 한인여성만노리는 택시강도 활개, 소나로사 연이어 피해자발생



07월01일 한글학교 교장 김혜경 선출, 교감에 이성옥씨
07월02일 잠적계주 최모씨아들 한모씨,마약소지혐의로 쁘에블라에서체포
07월02일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위촉장 전달식 (대사관)
07월03일 외교부 김유철 참사관 한인회 임원과 간담회
07월10일 옥타 정기총회, 정관 개정 및 임원선출
07월10일 국악연주단 ‘다스름’ 공연
07월13일 서완수씨 국립의료원 방문, 의료진 감사인사
07월23일 한국연수 다녀온 멕시코 경찰 교민들과 간담회
08월01일 조환복대사 멕시코 정부로부터 신임장 제정 받아 공식 활동
08월02일 호남지역 모범학생, 호남향우회 초청 멕시코방문, 
         첫 일정 대우공장 방문
08월15일 광복절64주년기념식행사 멕시코시티에서 최초로 해외경축행사
08월15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중미, 카리브 협의회 출범
08월23일 옥타 무역스쿨, 제4기 수료식 열려, 차세대 무역인 47명배출
09월14일 유니베라 남양알로에 멕시코 알로에 원유 신축공장 기공식
09월16일 한인체육대회 ‘찰코 소녀의집’에서 개최
09월17일 멕시코 연방경찰(AFI)기습단속, 교민4명 연행
09월21일 천세택씨(57세) 대통령표창, 정부세계 한인의날 기념
10월01일 4342주년 개천절 경축식 기념식, 대사관저
10월09일 멕시코시티 국제공항 4만2천달러 현금소지 한국인 체포돼
10월12일 양말공장 박모씨 거액빚 남기고 잠적
10월20일 한인회주최 범죄예방 세미나개최
11월07일 제17차 세계한인 지도자대회 (칸쿤에서 개최)
11월10일 시티 경찰청 치안장관 한인시민 경찰대 면담
11월16일 월드태권도투어 멕시코 대회 (쁘에블라)
12월06일 소망교회 이전예배
12월07일 멕시코 한국상공회의소 설립
12월08일 주멕시코 2009년 한국우수상품전 개막 (BANAMEX본점)
12월11일 주한멕시코 대사 지명자 마르타 마리아 과달 오리티스 데 로  
         사스 고메스 상원인준 통과
12월27일 한인체육대회 JARDIN CRI CRI에서 개최



2010년
01월02일 멕시코 동포단체장 신년사 발표
01월13일 이경태 리녹스대표 한글학교 건립기금 1차 입금(216,000불)
01월21일 한국상공회의소 현판식 (코트라 사무실)
01월29일 조환복대사 신년인사차 센트로 교민상가 방문
02월01일 한글학교 졸업식, 대사관 관저에서 행사
02월24일 김모씨 235만불 착복의혹 보도
05월15일 한,멕 국제결혼 가정모임  창립총회
05월27일 주멕시코 홍보관 김모씨 공금횡령, 검찰고발
06월10일 한글학교 건물 총회에서 가결
06월12일 소깔로 광장, 월드컵 한국-그리스 단체응원
06월14일 이명박 대통령 멕시코 국빈방문
06월30일 한글학교 현판식행사, 대통령 영부인 참석
07월08일 멕시코 옥타 제4대 신임회장 오병문씨 선출
08월24일 한글학교 운영위원회 결성
09월04일 멕시코 ‘세계음식축전’
09월13일 한글학교 개관식
09월27일 재외동포 모의 재외선거 실시 및 선거인단 모집안내
11월20일 오세훈시장 멕시코시티 방문 동포간담회 (식당 장원)
11월27일 대사배 참피언쉽 골프대회 개최 (한인신문사 주최)
12월03일 김모씨, 백모씨 곗돈횡령, 피해액 8백만페소
12월18일 교민 박모씨, 권총강도에 피격 사망
12월28일 멕시코판 ‘린다김’ 사건 발생

2011년
2월9일 아카풀코 해변서 물놀이 한국인 관광객 숨져
2월21일 제 11대 한인회장 조성필씨 당선
2월25일 옥타 주최 경제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3월7일 혜성병원 개원



4월16일 한국어 능력시험 TOPIC 시행
5월4일 중앙선관위 28개국 55개 공관에 재외 선관위 파견
5월6일 한국인 마약 공급책 멕시코서 압송수색
5월15일 레포르마 우정의 축제 한국 참가 
6월4일 삼성 LNG기지공사 멕시코 여종업원 입술 꿰메고 단식 투쟁
6월11일 재 멕시코 재향군인회 지회 설립
6월15일 박모씨 권총강도 살해범 체포 범인은 3명
6월23일 양말 협회 창립 판매자와 제조업체
6월25일 재향 군인회 창설
6월29일 조환복대사 부인 백희영 화백 개인전 개최
7월1일 중남미 지역 첫 한국과 개설
7월23일 한주빈국 멕시코 과나후아또 영화제개막
8월5일 멕시코 대우 법인 조모씨 오늘 아침 피살체로 발견
8월13일 교민 박모씨  또 괴한에 표적 살해 당해
8월16일 66주년 광복절 기념식 행사 한인회관
9월5일 박통준씨 한인신문 보도국장 및 논설위원
9월17일 한마음 추석 대잔치 개최
10월8일 조성필씨 한인회장 사퇴
11월11일 선관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13일 개시
11월26일 최초의 재외국민 선거 참여를 위한 신고 신청서 접수
11월28일 박모 이모씨 부부 거액의 곗돈 횡령 후 잠적

2012년
1월9일 한글학교 및 한인회관 증축사업 경과보고
1월11일 한인회장 선출위한 비상대책위 발촉
1월16일 조환복대사 내년 한,멕 직항로 기대
1월16일 제12대 한인회장 후보자 등록공고
1월25일 한,멕 수교 50주년 기념우표 발행
1월30일 12대 한인회장 후보등록 장인학씨
1월30일 2012년 한국어 능력시험 공고



1월31일 후보자격 둘러싸고 비대위 위원간 격론
1월31일 제12대 한인회장 선거 및 정기총회 공고
2월2일 제12대 한인회장 입후보자 등록공고
2월4일 내일 선거 “교민들의 민심은 누구를 선택할까?“
2월9일 한글학교 별관증축 착공식 공고문
2월13일 한글학교 별관 착공식, 학교발전의 획기적 전기
2월15일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재외국민선거 공고
2월20일 조환복대사 이임 인터뷰 “첫 취항 비행기타고 오고싶다“
2월22일 홍성화대사 등 정부 공관장 23명 임명
3월1일 중남미 한류중심 멕시코에 한국 문화원 뜬다.
3월6일 과나후아또 양말업체 JJ 제3공장에서 화재발생
3월9일 멕시코서 첫 한글학 국제 학술대회 개최
3월12일 “함께 잘해 봅시다” 신임 홍성화대사 부임인사
3월12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멕 50주년 축하공연 한마당
3월14일 멕시코 한류문화의 구심점역할 한국문화원 개원
3월14일 골프협회장배 재멕시코 한인골프대회 공고
3월22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공고)
3월28일 사상 첫 재외국민투표 개시, 투표소 한산
3월28일 대북 규탄선언문 
3월29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 첫 실시
4월13일 해병대의 날 개최공고
4월16일 2012년 멕시코 한인체육대회 행사안내
4월16일 재멕시코 12대 한인회 공지사항
4월19일 서초구청 멕시코 방문을 환영합니다.(공고)
4월19일 멕시코 시티 고려대학교 입학설명회 개최예정
4월23일 “약속 지켰소!” 서초구청 한글학교에 컴퓨터 21대 기증
4월23일 2012년 멕시코 한인체육대회 공고
5월2일 화합의 한마당 한인체육대회
5월3일 멕시코 최초 고려대 입학설명회, 학부모 큰 관심
5월14일 2012국제 우정문화축재 (한국관 만원사례)
5월15일 제5회 재멕시코 한인 청솔회 골프대회



5월15일 한인체육대회/문화축제 결산공고
5월23일 연합뉴스 파업 참가한 특파원 보복인사하나?
5월28일 통일강연회 안내
5월31일 골프협회 고문배 대회공고
6월25일 6.25동란 62년 상기대회
6월26일 2012년 멕시코옥타 정기총회공고
7월04일 교민부부 납치 ,몸값 지불 후 풀려나
7월5일 홍성화대사 본지 인텨뷰 “한인사회가 매우 역동적이라는 인상 받
았다”
7월17일 호남향우회 12차 고국청소년 초청
7월19일 젊은세대의 동참은 곧 한인사회의 발전-신임옥타회장
8월8일 멕시코 순복음교회 창립14주년기념 부흥성회 및 임직식
8월20일 “한국의 실체를 보여주다“ K-POP월드페스티벌 지역예선전
8월29일 한,멕 수출기업지원 통관애로 해소합의
9월17일 한인골프협회 부회장배 재멕시코 한인골프대회 공고
9월20일 ‘속보’ 오늘오전 9시경 떼삐토에서 김모씨 괴한이 쏜총에 맞아 
숨져..
9월21일 김모씨 피살사건 구구한 억측에 교민사회 뒤숭숭
9월24일 숨진 김모씨 애도속에 어제 장례식, 유해는 화장
9월24일 한글학교 및 한인회관 별관 신축관련 공고문
10월1일 멕시코에서도 ‘강남스타일’ 열풍, 싸이 말춤 경연대회 열려..
10월15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10월20일까지
10월25일 과테말라서 20대 한인남성 납치피살
11월1일 마약원료함유 청국장 위장 멕시코 밀수출
11월13일 한글학교 및 한인회관 별관 준공식
11월16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멕시코 방문 재외동포 영사 대사
11월16일 재멕시코 한인골프협회 대사배 골프대회공고
11월27일 김황식 국무총리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문
12월6일 옥타 송년회
12월7일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안내문
12월29일 2012년 재멕시코 한인사회 7대뉴스



2013년
1월17일 미국내 한인교회 4233개
1월24일 박통준 본지 논설위원 별세
2월8일 아카풀코 콘도미니엄 숙박사기 빈발 주의요망
2월25일 5년 만에 한인신문 페이지 개편 단행
3월8일 홍성화대사 바하칼리포니아 방문
3월20일 휴양지 20대 한인 여학생 성폭행 피해
3월24일 대북 규탄 궐기대회
4월19일 센트로 시장에서 교민 양모씨 피습당해
6월25일 제 2대 제향군인회 회장 취임 이근교씨
7월5일 교민 황모씨 숨진 채 발견, 자살로 추정
8월12일 한류의 중심 K-POP “아즈텍의 나라 멕시코 강타하다”
8월13일 Puebla 주민 한국기업 오염배출 항의시위
8월16일 현대차 멕시코 법인 추진
8월20일 제68주년 광복절 행사, 이민사회의 요람 메리다에서 개최
8월23일 신임 문화원장 장치영씨 부임
10월7일 복합 물류업체 Pantrans 홍금표사장 대통령 표창
11월8일 슈퍼쥬니어 멕시코 공연
11월11일 기획취재 멕시코 한류문화의 실체 “그들은 누구인가?”
11월25일 “안보없이는 조국도 없다” 멕시코 북한 대사관 앞 규탄시위
11월26일 포스코 MPPC 멕시코 셀레야시에 공장 준공
12월23일 똘루까소재 공장, 교민 청년사업가 강도피격 사망

2014년
01월13일 교민 장모씨 거액 곗돈횡령 도주, 피해액 1200만페소
01월14일 해병전우회회장 강석원씨 제13대 한인회장 입후보등록
01월15일 교민 김모씨 귀가길 괴한으로부터 피격, 생명지장없어..
01월28일 곗돈 횡령도주 장모씨, 인천공항에서 잡혀 구금
02월02일 한인회장 당선 단독 입후보한 강석원씨
02월07일 신규 구독자 특별혜택 제공, 전면광고



03월03일 상습적으로 식대속이는 일부 교민식당 불매운동 벌여야..
03월14일 한인신문 광고지면 AZUL색상으로 변경
03월29일 호남향우회 회장 김오씨 당선
04월01일 한국종합인쇄소 설립 광고
04월13일 해병대 창설 65주년 기념식, 살론 세뇨리알
04월22일 탈북난민 허남철씨 지난 17일 심장마비로 사망
04월28일 현대자동차 5월부터 멕시코 판매시작
05월15일 구원파 유혁기씨 멕시코 잠적설 보도
06월06일 SECCION COREANA 발간 발표
06월09일 티후아나방문 한인10대 모텔서 숨진채 발견
06월13일 월드컵 공동응원전, 한글학교 강당
06월30일 현대자동차 정유석 법인장 본지와 단독 인터뷰
07월03일 휴가 계획시 공항3시간 전 도착해야..
07월31일 국순당 멕시코 막걸리 직접판매
08월08일 재외동포재단 조규형 이사장 멕시코 방문 교민간담회 
             (식당 영빈관 오후1시)
08월09일 한인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골프협회)

08월13일 재외동포 언론인 협회 가입
08월16일 방정엽 산본스 점심1시
08월26일 최영한 공사 이임(후임자 인사소개)
08월28일 옥타 정기총회 (박홍국회장 연임) 메리엇 호텔
09월 2일 성남시 시장개척단의 멕시코시티 방문 
             (9개사의 국내 유망 업종의 제품이 참석) Sheraton Hotel
9월4일 델레만쥬 취재 전시장 방문 (banamex전시장)
9월8일 한인회 체육대회 연기 안내 공지사항 발표
9월12일 재맥 상공회의소 호찬세미나 (멕시코 에너지개혁법안 설명)  
9월15일 교민 김모씨 (김성수 71년생,알렉스김)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
9월17일 교민 여모씨(여규태) 곗돈 횡령 잠적, 떼삐또에서 장사
9월22일 교민 전준종씨 셋째딸 교통사고 장례식
09월28일 기아차 10억불투자 멕시코 공장설립(몬테레이)



10월2일 교민업소돌며 절도행각 교민보도기사
10월03일 개천절 행사 대사관저
10월10일 정의화 국회의장 교민 간담회 18:30  
         하이야트 호텔 constelaciones A      
10월17일 한국어 능력시험 TOPIK(장소: 한국문화원)
10월29일 경찰청 방문 경찰청 차장 인터뷰 (한국언론진흥재단 기획취재)
10월30일 KBS뮤직뱅크 멕시코 공연 
         (장소:ARENA CIUDAD DE MEXICO)
11월1일 한인후손 추석행사 (한인회 강당)
11월7일 한글학교 교사연수회 (한글학교 강당)
11월8일 골프협회(한인골프협회장배) 참피언십 (코랄골프장)
11월9일 초청가수 한인축제 (한인회) 살론 세뇨리알
11월16일 주이레교회 창립예배 (Liverpool no.143 4층)
11월19일 메리어트 호텔 (한류포럼 토론회)
11월20일 법륜스님 멕시코 방문 강연 (천주교 성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