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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한인 입양인 협회 e-zine

세계	 한인	 입양인	 협회	 IKAA	 e-zine 
첫	 간행본	 방문을	 환영합니다!

	 	 	 	 세계	 한인	 입양인	 협회	 (IKAA)	 
네트워크를	 통해	 지난	 2010년	 서울
에서	 열렸던	 IKAA	 만남의	 날에	 600
여명의	 입양인들이	 함께	 모인지	 정확
히	 1년이	 되었다.	 올해부터	 IKAA	 단
체들은	 그동안	 우리의	 지속적인	 관여
와	 헌신에	 힘입어	 한국	 지방	 공무원
들	 주최로	 한국	 입양인	 공동체를	 소
개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기회들이	 
많이	 제공되었다.
한국에서	 열린	 모임의	 날	 행사	 외

에	 각	 지역	 입양인	 협회의	 지속적인	 

참여를	 소개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IKAA	 e-zine을	 발행하였다.	 여기에
는	 각	 지역의	 한국대사관,	 영사관과	 
다른	 파트너	 협력기관에서	 주최한	 특
별행사는	 물론,	 각국	 입양인	 협회	 회
원	 단체에서	 마련한	 이벤트와	 프로그
램들이	 실려있다.
IKAA는	 최초이자	 가장	 큰	 규모

의	 입양인	 단체들의	 네트워크가	 되어	 
자랑스러우며,	 세계	 각국	 한인회에서	 
받는	 후원에	 힘입어,	 우리의	 임무를	 
이전보다	 더	 잘	 수행하게	 되었다.

세계	 한인	 입양
인	 협회	 네트워
크의	 임무는	 세
계	 입양인	 협회
를	 돕고,	 입양인	 
협회	 간	 정보와	 
자원	 교환을	 하
도록	 홍보하며	 
다양한	 문화관계
를	 강화하고,	 더	 
큰	 국제	 입양인	 
단체가	 되도록	 
입양	 이후	 서비
스를	 혁신시키는	 

것이다.

Racines	 Coréennes	 회장
데이비드	 하몬,	 파리에서	 한
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다

2011년	 5월	 14일
Racines	 Coréennes

호텔	 스크리브	 (Hotel	 Scribe),	 파리,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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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AA	 부회장이며	 전	 Korea	 Klubben(덴마크)	 협회	 회장
리스로트	 해진	 비르크모스	 (Liselotte	 Hae-Jin	 Birkmose)가,	 
덴마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다	 

덴마크	 주재	 김	 
병호	 한국대사
가	 IKAA	 부회
장이며	 전	 Korea	 
Klubben	 (덴마
크)	 협회	 회장	 리
스로트	 해진	 비
르크모스를	 대한
민국	 이명박	 대
통령을	 대신해
서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있다

2011년	 8월	 1일
IKAA	 &	 Korea	 Klubben

한국	 대사관
코펜하겐,	 덴마크

(사진	 왼쪽)	 김병호	 한국대
사,	 다른	 두	 덴마크	 자문위
원회	 회원인	 이형식과	 유윤
선과	 함께	 한	 리스로트	 해진	 
비르크모스

(사진	 아래)	 김	 한국	 대사,	 
두	 덴마크	 자문위원회	 위원,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한	 	 리
스로트	 해진	 비르크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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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를	 방문한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이배용	 위원장

Also-Known-
As,	 Inc.	 (뉴욕)
(사진	 왼쪽)
IKAA	 사무총장이
며	 전	 Also-
Known-As	 협회	 
회장	 미현	 걸스틴	 
(Mee	 Hyun	 
Gerstein),	 이배용	 
위원장과	 현	 Also-
Known-As	 협회	 
회장	 마리사	 마틴	 
(Marissa	 Martin)

(사진	 아래)
국가브랜드위원회	 
대외협력국	 국장	 
이찬범,	 미현	 걸스
틴,	 이배용	 위원
장,	 마리사	 마틴과	 
김영목	 주뉴욕	 총
영사	 

국가브랜드	 대통령위원회는	 2010년
서울	 IKAA	 만남의	 날의	 큰	 후원자였다.

이	 행사는	 젊
은	 한국	 미국
입양인	 협회	 
임원들이	 이배
용	 회장과	 뉴
욕	 한국영사	 
대표들을	 만나	 
친교하는	 기회
가	 되었다.	 

2011년	 7월	 11일
IKAA	 &

Also-Known-As
뉴욕,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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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Klubben	 
(덴마크)
Korea	 Klubben	 협회	 
위원들이	 이명박	 대
통령과	 영부인	 김윤
욕	 여사가	 코펜하겐	 
소재	 나이	 칼스베르
그	 글립토테크에서	 
마그레트	 2세	 여왕,	 
콘소트	 왕자,	 프레데
릭	 황태자,	 베네틱트	 
공주,	 요아킴	 왕자,	 
마리	 공주를	 위해	 베
푸는	 특별	 리셉션에	 
초대되었다.

2011년	 5월	 12일
Korea	 Klubben
코펜하겐,	 덴마크

(사진	 왼쪽에서	 오른쪽)
니콜라이	 유	 안드선,	 카
밀라	 런,	 미	 루이스	 한
센,	 리스로트	 해진	 비르
크모스,	 라스	 비요르느스
코프,	 요한	 크레스티안
센,	 러뜨	 춘	 란,	 레느	 크
루거,	 키르스텐	 스럿,	 도
뜨	 펠드후센

한국에	 있는	 IKAA
2010	 년	 여성지도자	 
세미나:	 한국미래의	 
여성들과	 클린턴	 포	 
필러스	 총무

2010년	 12월	 15일-16일
IKAA

미국	 대사관
서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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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Known-
As	 (뉴욕)
외교통상부	 김
성환	 장관이	 수
여하는	 2006미
국	 프로미식축
구협회	 수퍼볼	 
최우수선수,	 하
인스	 워드의	 한-
미	 미래비전	 홍
보대사	 위촉식
2011년	 6월	 21일

IKAA	 &
Also-Known-As

대한민국	 총영사관
뉴욕,미국	 

IKAA	 사무총장이며	 전	 
Also-Known-As	 협회	 
회장	 미현	 걸스틴,	 현	 
Also-Known-As	 협회	 
회장	 마리사	 마틴이	 뉴
욕	 한국총영사관에	 의
해	 UN에	 초대되어	 UN	 
사무총장	 반기문의	 제	 
2차	 임기	 서원식을	 바
라보고	 있다.	 

2011년	 6월	 21일
IKAA	 &Also-Known-As

국제	 연합	 (UN)
뉴욕,	 미국

하인스	 워드는	 한국
에서	 한국인	 어머니
와	 아프리카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
어나	 미국에서	 한	 
살	 때부터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었다.	 	 
2006년	 한국에	 돌
아온	 후,	 혼혈로	 인
한	 인종차별을	 위한	 
“돕는	 손	 한국재
단”을	 창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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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The	 Hague)	 IKAA

국제	 한국	 입양인	 협회는	 국가간	 입양관련	 헤
이그	 컨벤션에서	 열린	 특별위워회에	 참석했다.	 	 
국제입양인	 협회는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국가
간	 성인	 입양인들의	 입장을	 대표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기관이다.	 	 85개국에서	 총	 260	 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국제	 한국	 입양인	 협회
의	 특별위원회	 참석은	 이번이	 두	 번	 째이다.	 

2010년	 6월	 
17일-25일
IKAA
헤이그	 

Adopterade	 Koreaners	 Förening	 (AKF)	 스웨덴이	 제25회	 
창립기념일을	 축하하고	 있다	 
스톡홀름,	 2011년	 8월	 12일-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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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F	 스웨덴	 제25회	 창립기념일
유럽	 8개국과	 미국	 각	 지역에서	 모인	 200	 여명의	 한국인	 입양인들이	 세계에

서	 가장	 오래된	 입양인	 협회를	 후원하기	 위해	 참석하였다.	 

(위,	 왼쪽에서	 오른쪽)	 개회식	 참
석자들;	 스웨덴	 주재	 한국대사관	 
석정엄	 대사와	 스웨덴	 입양인	 협
회	 AKF회장	 다니엘	 리

(오른쪽)	 창립기념일	 중	 찍은	 참
석자들의	 사진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강사	 패
널,	 워크숍	 참석자들

(위,	 왼쪽에서	 오른쪽)	 스웨덴	 인
기	 음식	 소개;	 세계	 각국에서	 모
인	 한국	 입양인들이	 스웨덴의	 음
식을	 먹고	 있다
(왼쪽)	 제	 25회	 창립기념일	 만찬
(오른쪽)	 페어	 빈터	 (덴마크),	 디
트	 리	 턴보	 라슨	 (덴마크)과	 앨런	 
메이저스	 (미국	 일리노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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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AA	 2011	 컨벤션
AKF에	 의해	 주관
IKAA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사진	 오른쪽):
Tim	 Holm	 (IKAA	 휘장	 -	 워싱턴,	 미국)
Liselotte	 Hae-Jin	 Birkmose	 (IKAA	 부회장	 -	 덴마크)
Mee	 Hyun	 Gerstein	 (IKAA	 사무총장	 -	 뉴욕,	 미국)
Kim	 Verhaaf	 (Arierang	 -	 네덜란드)
Floor	 Eusterbrock	 (Arierang	 -	 네덜란드)
Martin	 Im	 (AKF	 -	 스웨덴)
Daniel	 Lee	 (AKF	 -	 스웨덴)
Hélène	 Charbonnier	 (Racines	 Coréennes	 -	 프랑스)
Rasmus	 Sang	 Petersen	 (Korea	 Klubben	 -	 덴마크)
Nanna	 Falk	 (Korea	 Klubben	 -	 덴마크)
Marissa	 Martin	 (Also-Known-As	 -	 뉴욕,	 미국)
Geanna	 Barlaam	 (Also-Known-As	 -	 뉴욕,	 미국)
Sonya	 Oh	 (Asian	 Adult	 Adoptees	 of	 Washington	 -	 워싱턴,	 미국)

2011년	 8월	 12일
IKAA

스톡홀름,	 스웨덴

Also-Known-As	 협회가	 제	 15회	 마일스톤
창립기념일을	 축하하고	 있다
뉴욕,	 2011년	 4월	 29일	 -	 5월	 1일

(사진	 윈쪽)	 강종석	 주뉴욕	 영사
(사진	 위,	 왼쪽에서	 오른쪽)	 Also-Known-As	 이사회	 
(2010-2011):	 안나벨	 스러스버그,	 수산	 베커,	 베스	 사코비치,	 
마크	 퍼미,	 마리사	 마틴,	 지나	 발람,	 터미	 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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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erang
(네덜란드)
(오른쪽)	 드럼	 캣,	 한
국	 타악기	 그룹과	 함
께
(아래	 왼쪽에서	 오른
쪽)	 네덜란드	 아리랑
협회	 비치발리볼	 팀이	 
입양인	 협회	 대상	 경
기에서	 우승을	 하였
다.	 	 입양인	 주방장이	 
개발한	 한국식	 타코,	 
프리스란드	 항해여행

AK	 Connection	 
(미네소타)
(왼쪽)	 한국요리강좌	 
참석자

(아래	 왼쪽에서	 오른
쪽)	 입양인,	 친구들과	 
가족이	 모여	 요리강습
에서	 만두를	 만들고	 
있다.	 	 수진	 페이트	 
입양인	 연구원이	 진행
한	 교육강좌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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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Adult	 
Adoptees	 of	 
Washington
(워싱턴주)
(왼쪽	 맨	 위)	 입양인	 영
화	 “차정희	 문제”와	 
“나를	 닮은	 얼굴”	 시
사회	 참석자들	 
(왼쪽	 아래)	 봄	 정기	 포
트럭파티
(아래,	 왼쪽에서	 오른
쪽)	 스키와	 스노우보드
의	 날;	 볼링의	 밤

Korean	 Adoptees	 of	 
Hawaii	 (하와이)
(오른쪽)	 지역	 한국의	 날	 행사
의	 KAHI	 자원봉사자들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카히가	 
제	 5회	 창립기념일을	 축하하고	 
있다;	 카히	 친교의	 밤,	 미네소타	 
출신	 한국	 입양인	 목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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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ines	 
Coréennes	 
(프랑스)
(왼쪽)	 설날	 행사	 
참석자들	 
(2011)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박호	 영
사;	 한복	 콘테스
트;	 6월	 월간	 정
기	 점심식사

Also-Known-As	 (뉴욕)
(오른쪽)	 월간	 십대	 멘토십	 프로그램	 
–	 볼링	 행사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십대	 멘토십	 
프로그램-	 암벽등반;	 암벽등반	 그룹;	 
베스	 사코비치와	 캐티	 리;	 어린이	 멘
토십	 프로그램

AKF
(스웨덴)
(오늘쪽)	 한국	 과
자를	 즐기며;	 인
천공항에서	 기다
리면서



친구	 여러분에게,
e-zine	 첫	 간행본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
합니다!	 이	 e-zine을	 통해	 최근	 저희가	 참석
한	 몇	 가지	 행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협회로서	 어떻게	 국제	 입양인	 단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간
행본은	 저희가	 세계	 한인	 입양인	 협회	 회원
과	 단체들을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앞으로	 발간될	 호도	 기대해	 주십시요.
팀	 홈	 드림

팀	 홈
IKAA	 회장

전	 Asian	 Adult	 
Adoptees	 of	 
Washington회장

Adopterade Koreaners Förening (AKF) - 스웨덴
www.akf.nu

Korea Klubben - 덴마크
www.koreaklubben.dk

Arierang - 네덜란드
www.arierang.nl

Racines Coréennes  - 프랑스
www.racinescoreennes.org

Also-Known-As, Inc. - 뉴욕주 / 뉴저지주
www.alsoknownas.org

Asian Adult Adoptees of  Washington - 워싱턴주
www.aaawashington.org

AK Connection - 미네소타주
www.akconnection.com

Korean Adoptees of  Hawai’i - 하와이
www.kahawaii.org

IKAA	 이사회
IKAA	 집행위원회:
회장	 /	 미국:	 Tim	 Holm
부회장	 /	 유럽:	 Liselotte	 Hae-Jin	 Birkmose
한국사무	 부회장:	 Lisa	 Ellingson
사무총장:	 Mee	 Hyun	 Gerstein

IKAA	 회원단체

IKAA	 이사회:
Martin	 Im	 -	 Adopterade	 Koreaners	 Förening
Daniel	 Lee	 -	 Adopterade	 Koreaners	 Förening
Kim	 Verhaaf	 -	 Arierang
Floor	 Eusterbrock	 -	 Arierang
Rasmus	 Sang	 Petersen	 -	 Korea	 Klubben
Nanna	 Falk	 -	 Korea	 Klubben
David	 Hamon	 -	 Racines	 Coréennes
Hélène	 Charbonnier	 -	 Racines	 Coréennes
Marissa	 Martin	 -	 Also-Known-As,	 Inc.
Geanna	 Barlaam	 -	 Also-Known-As,	 Inc.
Sonya	 Oh	 -	 Asian	 Adult	 Adoptees	 of	 Washington
Lisa	 Medici	 -	 AK	 Connection
Peter	 Savasta	 -	 Korean	 Adoptees	 of	 Hawaii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를	 방
문해	 주세요.	 :	 www.ikaa.org

아니면	 info@ikaa.org로	 메일주십시요.

IKAA	 회장의	 인사말

LIVE	 IN	 SEATTLE
덴마크	 입양인인	 니코	 
유	 안델센과	 토비아스	 
초	 (한국클럽-덴마크)가	 
시에틀	 입양인	 고웨와	 
지역밴드인	 “더	 멜랑콜
릭스”과	 함께	 시애틀에
서	 공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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