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ssion

Vision

The KCC’s Mission is to promote healthy and independent living for all 
ages and to integrate the people with Korean Heritage into the great-
er community through culture & education, outreach, health & social 
services, and civic advocacy.

The KCC’s Vision is to provide practical tools and assistance for Korean 
immigrants to overcome their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and to 
preserve and promote Korean cultural heritage and social identity 
through self-empowerment and a spirit of participation and giving 
while building bridges to Americ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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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s Message

마계은, KCC 회장

안녕하세요. 

KCC 는 비영리 자선기관으로 2000년에 몇분의 씨니어들이 

모여서 김치담고 바느질하며 기금을 모아서 포트리에 작은 오

피스(1,000 sf)를 임대하여 시작하였습니다. 

활발한 기금모금 행사, 정부와 재단 그랜트, 프로그램의 발전

으로  2004년에는 잉글우드에 전체 건물(20,000 sf)을 장기

(10년) 임대하여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의료복지 써비스를 

모든 연령의 한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2008년에 20배 이상의 성장으로 연 

12,000한인들이 사용하는 한인동포회관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에 테나프라이에 건물부지를 매입하고 타운의 인정을 받아서 2014년에 신

축(21,000 sf, 3층건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2015년 1월에 새 건물에서 KCC

의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KCC는 모든 한인동포들이 모여서 서로 배우고 돕는 

보금자리가 되며 다음 세대로 영원히 이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한인의 후예임에 긍지

를 갖게 하여 주며 한인의 후세들에게 뿌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KCC는 회원의 힘으로 새워지고 발전되며 앞으로 회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후원하여 주

신 모든 분들께 다시 감사드리며 KCC가 미 주류사회에 힘있게 설 수 있도록 한인동

포 한분 한분 모두 KCC의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Korean Community Center           
100 Grove Street, Tenafly, NJ 07670         
T : 201-541-1200     F : 201-541-4060      www.kcc-u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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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 Living

비만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뿐만아니

라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대중건강 문제

로 부각되고 있은지 이미 수십년이되었습

니다. 1980년 이후 지금까지 비만과 그에

따른 합병증의 유병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만은 단지 어른

들만에 문제가 아니고 소아들의 비만도 같

이 늘고 있으며,  미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아들의 17%정도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

나고 있습니다. 소아 비만은 80%정도에

서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뿐만 아니라, 최

근들어 소아에서도 전에 성인병으로 여기

어지던 당뇨벙과 고혈압, 고지혈증들이 나

타나고 있으며, 그숫자가 증가추세에 있습

니다. 그러므로, 지금현재 아이들의 평균

수명이 현재 어른들의 평균수명보다 짧은

것으로 추측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

한 사실들이  전세계적으로 의료인들이나 

정부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있으며, 우리 

소아과 의사들은  소아 비만을 초기에  발

견하여 상담과 치료를 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과다한 지방을 의미하는데, 직접

적으로 체지방을 쉽게 재기는 어려움으로

흔히 키와 몸무게의 관, Body Mass Index 

(BMI) 로 비만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비만의 전단계인 과체중은 비만으로 넘어

갈 위험이 아주 큰상태로서, 어떤조치가 없

이는 비만의 합병증의 대부분이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미국통계에 따르면, 2세 부터 

19세 비만과 과체중을 합하면 전체의 33%

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소아 비만/과체중은 

많은경우 사회적문제를 겸하고있습니다. 미

국통계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능력과 교육정

도가 높을수록 비만/과체중 유병율이 줄어드

는것을 보입니다. 이것은 비만/과체중이 타고

난 성향이기 보다는 후천적요소가 많이 작용

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개인적인 문

제를 벗어나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야하는 

상황임을 말해줍니다. 동시에 소아 비만은 건

강계몽/교육을 통해서 고쳐질수있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비만의 예방/치료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간단

합니다. 비만이 생긴이유는 열량의 섭취가 열

량의 소비보다 많아서 과잉 열량이 몸에 지방

의 형태로 쌓인현상이므로, 그해결책은 첯째, 

열량섭취를 줄이고, 둘째, 열량의 소비를 늘림

으로써 치료/예방을 할수있다는 결론이 쉽게 

나옵니다. 다시말해서 식이요법 (Diet) 과 운

동 (Exercise)  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

으로 어떻게 실천을 해나가는가는 일선에 있

는 우리 소아과의사들과 부모들의 어려운 과

제인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미국 자료에서 2-5세 아이들의 비만/과

체중이 약간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보고

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육, 계몽, 실천이 결

실을 맺을수 있다는상당히 고무적인 자료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줄어든 폭이 너무 적어서 

아직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아이도

1)최근 한국/미국사회에서 심각한 만성질

환이나 거식증이 없는한은, 아이가 충분히 

안먹어서 자기가 받은 키가 안나올정도로 

될수는 없다.

2)어릴때 비만이 커서까지 계속되는것이 

대부분이다. (80%)

3)아이들한테 필요한양보다 더먹는것은 

건강을 해치는 일이라고 어릴때부터 교육

을 시켜야한다.

4)먹는양을 줄이지않고 운동으로 비만/과

체중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5)어릴때 운동을 하는 버릇을 기르는것이 

커서 운동을 계속하게 되는데 도움이 된

다.

6)한꺼번에 과감하게 식이요법을 하면 나

중에 비만/과체중이 다시 재발하기 쉬우므

로, 소아과의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점차

적으로 하는것이 좋다.

7)티비, 컴퓨터, 셀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어릴때부터 제한한다

8)규칙적인 식사습관. 간식은 최소한으로 

줄인다.

9)소아과 정기 건강검진때마다  BMI 도표

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야할지 계

획을 세운다.

BMI

키(m) X 키(m) 

체중(kg)

비만           같은성별, 같은나이 BMI 95 백분위수 이상

과체중        같은성별, 같은나이 BMI 85-95 백분위수

정상체중     같은성별, 같은나이 BMI 5-85 백분위수

저체중        같은성별, 같은나이 BMI 5 백분위수 이하

소아비만?

박종효 
Chonghyo Thomas Park, M.D.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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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 Living

운동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

Children and Youth Exercise & Dance
다양한 운동으로 유연성과 신체균형에 도움

Fee: Member-Free ONLY

● Children Sports Club (K-5th grade)
    Tue. & Thu. 4:45-5:45pm

●  Teen Sports Club (6th-8th grade)
    Wed. 4:30-5:30pm

매주 화, 수, 목 오후 4시 30분이면 Chuldren & Teen Sports Club 

학생들의 재잘 거리는 소리가 울려퍼진다. 신나서 계단을 뛰어 올

라가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활기차고 긍정적 에너지를 뿜어낸다. 음

악소리가 울려퍼지고 학생들은 나무바닥을 구르고 뛰고 몸을 흔들

며 함께 춤도 추고 단체 게임도 하고 운동을 즐긴다. 아이들의 깔깔 거리며 뛰는 소리는 밖

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들과 스텝들 마저 미소짓게 만든다. 클럽 시간을 참여한 한 학생

은 “매일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다보니 공부가 더 잘되는거 같아 좋아요”라며 해맑게 웃는

다. 한 학부모는 “수줍음이 많아서 학교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던 아이인데 클럽 활동을 하면

서 목소리도 커지고 활동적인 아이로 점차 변화가 되었어요. 자신감도 많이 생긴거 같아요. 

운동을 하면서 신체적 건강도 도움을 받지만 정신적으로  아이가 긍정적으로 자라는거 같아 

감사하다” 라고 하였다.

Senior Exercise (over 65 years old)

스트레팅과 근력운동으로 신체 건강에 활력을 줌

Fee: Member-Free ONLY
Wed. & Fri. 1:00-2:00pm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1시 30분이면 Senior Exercise Club이 진

행된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관절에 도움이 되

는 운동, 몸의 균형유지하는 방법, 넘어짐 방지를 위한 근력강화 

운동을 한다. 한 어르신은 “함께 운동을 하니 재미도 있고 내 건

강도 지키고 긍정적 에너지를 받아 활력있는 생활을 할수 있어

서 좋다”며 운동의 즐거움을 표현하였다. 이 시간 건강운동으로 

100세 시대를 향해서 전진해나아가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는 활

기차다. 

Adult Exercise & Dance

Super Slimdown 
필라테스, 요가 동작으로 근력강화 및 바디라인을 살려줌
Instructor: Jung Mee 
Date & Time: Mon.10:00-11:00am
Fee: $40/4times

Somatics 자이로토닉(GYROTONIC)

요통, 근육통, 관절염, 오십견 치료에 탁월한 효과
Instructor: Se Hyoung Jang  

Date & Time: Mon. 10:00-11:00am

Fee: $80/4times

Ballroom Dance Basic 
블루스의 부드러운 동작과 리듬을 즐기는 수업
Instructor: Se Hyoung Jang 

Date & Time: Mon. 11:30-12:30pm

Fee: $40/4times

Adult DanceSport
댄스 스포츠로 소셜 댄스를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배움
Instructor: Se Hyoung Jang

Date & Time: Mon. 1:00-2:00pm, Thu. 12:10-1:10pm

Fee: $80/4times

Tai Chi (태극권)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기운 보호 및 근력 강화
Instructor: TBD 

Date & Time: Tue. 11:00-12:00pm

Fee: $40/4times

The BodyFlex I & II
근육의 이완/수축을 통한 근력 강화 및 유연성을 높임
Instructor: Jung Mee 

Date & Time: Wed. 10:00-11:00am, 5:30-6:30pm

Fee: $40/4times

Latin Line Dance
경쾌한 음악과 함께 다양한 댄스동작과 스텝을 배움
Instructor: Se Hyoung Jang 

Date & Time: Thu. 11:00-12:00pm

Fee: $40/4times

Stretching
근육 뭉침, 통증 등을 해소하며 잘못된 자세 교정
Instructor: Jung Mee

Date & Time: Fri. 10:00-11:00am

Fee: $40/4times

Diet Dance
음악에 맞춰 체지방을 낮추고 칼로리 소모에 도움
Instructor: Jung Mee

Date & Time: Fri. 11:00-12:00pm

Fee: $40/4times



제 4회 Healthy Living Festival (건강 박람회) 10월 17일 10시에서 2시

에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많은 한인 동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KCC건강 박람회를 통하여 한인동포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검진

을 통해 확인함과 동시에 건강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세미

나를 통하여 얻고 직접 체험하며 생활속에서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많은 분들은 자녀

들의 정신건강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와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 

받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KCC는 한인 동포들의  “Help Self Help Oth-

ers” 를 위한 건강 지킴이로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Healthy Living

FESTIVAL

2015 KCC 웰빙 건강 축제

HEALTHY
LIVING

건강검진과 진료

Blood Screening
혈당, 간기능, 신장기능, 콜레스트롤 검사 - $35
갑상선, 간염, 빈혈, 소변 검사 - 추가비용
Date & Time: 2nd & 4th Mon. 9:00-10:30am

Medical Clinic
일반내과 전문의가 진료해드립니다.
Date & Time: 2nd Tue. 5:00-7:00pm

Fee: $40  예약요

Health Education
Diabetes Education
‘식이요법’ 당뇨관리로 합병증 예방을 돕니다.
Instructor: 정순양 (컬럼비아 대학병원 영양사)

Date & Time: 2nd Tue. 7:00-8:00pm (예약 필수)

Health Seminar
To be announced

Health Insurance
NJ Family Care, Obamacare등 보험 상담

Behavioral Wellbeing Screening
아동 행동/ 정서 건강 검진 (by appointment only)
Counselor: Dr. Anna Lee (아동 심리학 박사)

Fee: 무료 테스트, 결과 해석 $50

Aptitude Test (적성검사)
적성 검사를 통하여 성격, 특성, 관심 분야 확인
Counselor: Dr. E. Christina Kim
Fee: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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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욱
아동교육전문가

통합예술교육전문가

Early Childhood

오감을 통한 

다양한 자극이 필요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오감으로 자신과 주위 환경을 탐색하고 반응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전

반적인 감각의  발달과 신체의  발달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자신과  주변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

게 된다. 이러한 발달은 영유아기 때 주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유로 영유아기  교육이 아주 중요

하고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은 널리 퍼져 있다. 이는 첫째로 인간의 초기 경험이 장기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데 그 주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영유아기는 후기 발달의 결

정적 시기라는 것이다. 여기서 결정적 시기란 영유아의 특정 발달을 위해서는 적절한 경험이나 

자극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가 있다는 것이다.

놀이는  인지 놀이,  생활 습관 놀이,  신체/감정놀이,  어휘놀이 총 4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인지놀이를 통해 상상력과 사고력 지적능력

을 키워준다

놀이에 관심이 많은 아이일수록 호기심이 많고, 행

동도 매우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이것은 놀이를 통

해서 다각적인 탐색을 하고 여러가지 신기한 경험

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아이는 놀이로 접할 수 있

는 다양한 소재와 설정되는 상황들을 통해 상상력

과 사고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인지는 지식을 

쌓고 문제를 해결하며 주위의 세계를 이해하고 적

응해가는 과정으로 아이의 지적 능력과도 관계가 

깊다. 아이의 두뇌는 관찰이나 놀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도전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

으며 스스로 인지력을 키워 가기 때문에 경험의 폭

에 따라 인지 발달에 차이가 나게 된다.일상 속에

서 보고 듣는 과정, 작은 놀이만으로도 충분히 인

지력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부모님의 관심과 긍정

적인 상호작용이 효과적이다

생활습관 놀이를 통해 아이의 흥미를 자극 

시켜준다

생활 습관은 스스로 해 보고 싶고, 할 수 있는 것들

을 늘려 가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며 이런 중요한 

생활 습관 들이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어리면 어릴

수록 좋다.아이들은 자아가 생겨나면서부터 ‘좋다’ 

‘싫다’의 감정으로 미리 판단하여 하기 싫어하고 귀

찮아하는 나쁜 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쁜 인식이 쌓이기 전에! 아이의 흥미를 자극하고 

반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즐겁고 재미

있는 하나의 놀이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또 하

나의 중요한 점은 생활습관이 아이의 발달 단계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초기에는 성장과 밀접한 

식사 습관, 잠자기 습관, 씻기 습관 등 기초생활 습

관을 우선으로 가르치고 이후 자아가 발달하고 사

회성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에 맞게 태도나 질서, 

예절 등에 관한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신체/감정 놀이로 오감을 충분히 자극시켜

준다

몸을 마음껏 움직이는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신체

와 감성이 발달한다.아직은 몸도 마음도 미성숙 단

계인  아이들은 사물을 받아들일 때 머리만으로는 

아직 이해나 정리가 어려운 시기이다. 또한 주변 

사물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흥미를 가지게 된다.

때문에 직접 만져 보고 움직여 보며 확인하는 놀이

를 통해 사물의 특성과 느낌을 오감으로 충분히 느

껴 볼 수 있다. 신체와 감성 영역을 체계적으로 키

워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을 직접 접해 볼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여 오감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놀이가 좋다.

어휘 놀이를 통해 언어발달 및 표현력을 

길러준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다양한 어휘를 배우게 되

고 역할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방

법을 익히게 된다. 부모님께서 끊임없이 말을 걸어 

주거나, 재미있는 그림책을 읽어주고, 말할 계기나 

의욕을 마련해 주는 놀이는 아이의 언어 발달에 매

우 좋은 자극제가 된다.더 즐겁게 듣고, 더 쉽게 따

라 말할 수 있고, 반복되는 의성어와 의태어, 어휘

로 리듬감을 살려 표현력을 키워주는 말놀이를 자

주 해 준다

저건 뭘까? 이건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호기심이 시작되는 놀이는 터득하고, 상상하

고, 인지하고, 습득하는 등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발달의 매개체가 된다.  이러한 매개체

가 되는 놀이를 음악 미술 독서 연극 동작 등

의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오감을 자극해 

줌으로서  놀이가 단순한 기쁨과 즐거움에 그

치지 않고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돕는 바람

직한 성장으로 유도되게 도와주어야 한다.  

이는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를 다양

하게 함께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아주 어릴 때

부터 감각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늘 아이

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여야 

함을 명심해야한다.

아이에게 놀이는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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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Childhood

어린이 발레

뮤지컬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노래, 춤, 연기 등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상황과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예술적 상상력과 감수성과 더불어 자신감을 

기르며 또래 친구들과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Musical Theater

자녀들을 위한 교육 워크샵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만
한 정보와 발달에 대한 교육, 양육 방법에 대
한 정보를 드립니다.
워크샵에서 행동/정서 건강검진의 결과와 부
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발달교육, 문제 행
동의 대처하는 방법 등 정보를 드리고 서로 
의논하며 자녀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

게 돕습니다. 

Date & Time: Every 3rd Mon.10:00-11:00am

아이들의 신체에 균형감, 유연성을 키워주며, 우아하고 아름다운 

감정 표현을 통해 신체 표현력과 창의력,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Instructor
Alison Miller

Round Table

Toddler Mother’s Club (1.5-2.5yrs)

Toddler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아
이들을 번갈아 가며 돌보아 줌으로 KCC 프로그램에도 참
여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
머니들의 자원봉사로 진행되며 KCC 의 Toddler Roo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콕콕콕 오감놀이터 (3-6yrs)

미술, 음악, 연극, 독서, 놀이 통합예술 프로그램으로 다
양한 접근을 하여 아동의 정서, 언어, 인지,사회성 등의 전
반적인 발달에 도움을 주며 자존감 향상으로 행복하고 긍
정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 부모 
상담 진행)
Instructor: Sun Wook Park (예술 치료학 석사)

Date & Time:  3-4yrs Mon. 3:45-4:35pm 
                        3-4yrs Thu.  10:00-10:50am 
                        5-6yrs Thu.  3:45-4:35pm 

Kids Clay (Pre K-2nd grade) 

자연의 재료인 흙으로 빚으며 소근육 발달과 더불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키우고 창의력과 협동심을 기릅니다.
Instructor: Michael Preston (Former Instructor at JCC)

Date & Time: Wed. 4:40-6:00pm 
Fee:  $240/10times (Material Fee included)

Foods & Crafts (Pre K-2nd grade)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미술 활동과 페이퍼 크래프트, 
클레이 아트 등 조형활동으로 미적 감수성을 길러줍니다. 
Instructor: Jin Park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졸업, 미술 교육 20년)

Date & Time: Fri. 3:30-5:00pm
Fee: $100/4times (Material fees are NOT included)

Basic Art (Pre K-2nd grade)

미술 재료를 통해 조형 활동으로 이루어져 아이들의 미적 잠
재 가능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Instructor: TBD
Date & Time: Tue. 3:45-4:45pm 
Fee:  $100/4times

Floral Art (Pre K-2nd grade)

미술 재료를 통해 조형 활동으로 이루어져 아이들의 미적 잠
재 가능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Instructor: Jaieun Park
Date & Time: Tue. 3:45-4:45pm 
Fee:  $90/4times (Material fees are not include)

Ballet 1 (2.5-4yrs)

발레의 기초인 스트레칭부터 체계적인 내용으로 좋은 자
세를 배우고, 유연성을 키워주며, 집중력과 표현력을 발달
시켜 줍니다. 
Instructor: Jung Mee (I KADA 안무가, KoDaFe 뉴욕 국제 페스티

발 안무 / 예술감독)

Date & Time: Wed. 3:30-4:30pm
Fee: $80/4times

Ballet 2 (4-5yrs) 

아이들의 신체에 균형감, 유연성을 키워주며, 우아하고 아
름다운 감정표현을 통해 신체표현력과 창의력, 정서발달에
도 큰 도움을 줍니다.
(To be announced)
 

Musical Theater (K-3rd grade) 

어린이들의 예술적 상상력과 감수성을 노래, 춤, 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즐겁게 표현해 보며 클래스 쑈도 진행
된다.  (Start Jan, 14)
Instructor: Alison Miller
Date & Time : Thur. 3:45-4:45pm
Fee: $300/Spring Semester (수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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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School Enrichment

a+b=c

[Math] 수학 교육

Math 1 (1st-4th grade) 

산수 영재 교육 반으로 초등학교 4학년수준의  
Common Core Standards 교과과정내용을 
습득할 수 있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지속적인 
복습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입니다.
Instructor: Salina Kim (Former Instructor at 
Honors Review, Tenafly)
Date & Time: Wed. 3:45-4:45pm
Fee: $65/4times

Math 2 (4th-5th grade) 

학교 교과과정 심화 학습으로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내용

을 각각 학생들의 특성과 성취 수준에 맞추어 진행됩니다.

Instructor: Salina Kim 

Date & Time: Wed. 4:50-5:50pm

Fee: $65/4times

Math 3 (5th-6th grade) 

학교 교과과정 심화 학습으로 초등학교 6학년수준의 
내용을 각각 학생들의 특성과 성취 수준에 맞추어 
진행됩니다.
Instructor: Salina Kim 
Date & Time: Wed. 6:00-7:00pm
Fee: $65/4times

Critical Thinking Math (6th-8th grade) 
AMC8, Math League, Math Counts, Math 
Kangaroo 등의 Math Competition 대비반으로, 
학교에서는 다루지 않는 다양한 Number Theory 
문제들을 품으로써 Problem Solving Skill 향상
을 돕습니다. 
Instructor: Kevin Ahn (UC San Diego (2013) 
Math dept.)
Date & Time: Fri. 3:45-5:15pm
Fee: $140/4times 

Pre-Calculus (9th-10th grade)

Pre-Calculus의 핵심인 Trigonometry와 기본
개념이 적용된 고난이도 문제를 집중 공략합니
다. 새롭게 바뀐 SAT와 기존의 SAT Math 2C
의 고득점을 위해 필요한 Conic Sections/Tri-
onometry/Limits 집중 수업입니다.
Instructor: Kevin Ahn
Date & Time: Sat. 9:20-10:50am
Fee: $140/4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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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School Enrichment

[English] 영어 교육

Reading 1 (3rd-4th grade)

4학년 수준의 학교 추천도서의 핵심을 파악 훈련 및  
스토리 분석, 재해석 등으로 창의력,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웁니다.
Instructor: Sarah Kim (Montclair University (2018), Math and Education) 
Date & Time: Wed. 4:50-5:50pm
Fee: $65/4times

Reading 2 (5th-6th grade)

추천도서를 통해 토론으로 글의 이해도를 높이고 
논리력 및 사고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Instructor: Sarah Kim 
Date & Time: Wed. 3:45-4:45pm
Fee: $65/4times

Reading 3 (7th-8th grade)

시사, 역사, 사회, 예술 등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하여 
지식을 넓히고, 논리력, 사고력의 확장에 큰 
도움을 줍니다. (To be announced)

Writing 1 (1st-3th grade) 

3학년 수준의 학교 교과 과정에 따라 문법, 단어와 
유사어 그리고 글쓰기의 기본 틀을 배우며, 논리적 
사고를 발전시키도록 도와줍니다.
Instructor: Sarah Kim 
Date & Time: Mon. 3:45-4:45pm
Fee: $65/4times

Writing 2 (4th-6th grade) 

문법의 기본과 응용을 통해, 글쓰기의 구성력을  
발전 시켜주며 문장의 문맥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문장의 독해력을 향상시켜줍니다.
Instructor: Sarah Kim 
Date & Time: Mon. 5:00-6:00pm
Fee: $65/4times

Writing 3 (7th-8th grade)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부터 수정(revi-
sion) 까지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각 학생 개
인에 맞추어 수업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강한 
주제(thesis)을 개발 하고 스펠링과 그래머 뿐 아
니라 논쟁, 전환,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의 흐름을 
배웁니다.
Instructor: Sarah Kim 
Date & Time: Mon. 6:00-7:00pm
Fee: $65/4times

Book Publishing Club (3rd-5th grade)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글쓰기의 기본기를 배우고 
창작활동의 재미를 함께 체험하며 글쓰는 것에 대
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을 통해 완성된 글들은 소책자 형태로 발간됩니다. 
Instructor: TBD
Date & Time: Tue. 3:45-5:15pm
Fee: $300/10times (Publishing fees are NOT included)

Research & Presentation (6th-7th grade) 

개인별, 그룹별로 토론, 발표 수업을 활성화 
함으로써 발표력, 자신감과 리더쉽을 기르고, 
타인의견의 수렴, 통합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To be announced)

초등학생 멘티들의 멘토가 되어 독서 

클럽을 이끌어갈 제1기 고등학생, 대학

생 멘토를 모집합니다. 멘토들은 일주

일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모여 학생들

과 함께 독서와 토론을 통하여 독서 습

관을 지닐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학생들

의 공부 노하우에 대한 조언도 하며 멘

티들의 자신감 증진과 자기 발전에 도

움을 줍니다. 고등학생 멘토들에게는 자원봉사 시간이 제공됩니다.  

문의: 201-541-1200 ext. 113.

커뮤니티에 재능을 기부할 멘토 1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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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School Enrichment

KCC Junior, Youth Orchestra & Chorus 

2005년에 창단된 KCC 유스 쳄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은 음악적 재질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

고 이들의 예술적 재능을 향상시키고 이민2세,1.5세 ,1세등의 문화적 차이와 갈등을 연습과 연주

를 통하여 하나되는, 아름다운 유대관계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Community 연주 후

에는 사회 봉사 점수가 주어집니다.

(1년에 2번 Community정기 연주,  2-4번 양노원 봉사연주)

2016 봄학기 단원 모집

1.날짜: 1차- 1월 11일-23일 (월,수,목)   2차-  3월 7일-19일 (월, 수 ,목)
2. 참가 대상: 2학년~12학년                  

3. 곡목: 자유곡 1곡 & Sight Reading 1곡

4. 오디션 분야:           

Youth오케스트라 6학년~12학년
Violin, Viola, Cello, Double Bass, Flute, Clarinet, Oboe, 
Bassoon, Horn, Trumpet, Trombone, B.Trombone, Tuba, 
Harp, Percussion

Junior 오케스트라 3학년~9학년 Violin, Viola, Cello, Double Bass, Flute, Clarinet, Oboe

[Art] 미술 교육

Young Ceramic Arts (3rd grade and up) 

손으로 직접 도자기를 빚거나 물레를 사용하여 
창의적 도자기 작품을 완성하게 됨으로, 독창성, 
표현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Instructor: Michael Preston
                          (Former Instructor at JCC on the Palisades)

Date & Time: Tue. 4:40-6:00pm
Fee:  $250/10times (Material Fee included)

Intensive Art Training (9yrs and up)

15주 완성으로 드로잉(연필, 목탄, 파스텔), 컬러링 
(수채화, 유화), 조각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미술을 배웁니다.
Instructor: Sung Ho Choi 
                   (Pratt 석사, 홍대 학사, 영구벽화 커미션 수상)

Date & Time: Fri. 3:30-5:00pm 
     Sat. 10:30-12:00pm
Fee: $450/15times

[Music] 음악 교육

Musical Theater (K-3rd grade)

어린이들의 예술적 상상력과 감수성을 노래, 춤, 
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즐겁게 표현해본다. 
Instructor: Allison Miller
Date & Time : Tue. 3:45-4:45pm
Fee: $300/Spring Semester (수시모집) 

Guitar  (1st-8th grade)

클래식, 가요, 팝송 등 다양한 음악 장르에 맞
는 멜로디 연주법와 반주법을 동시에 배우며,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Instructor: Jae Young Jeong (NYU JAZZ 석사)

Date & Time : Wed. 5:00-6:00pm
Fee: $80/4times (Private Lesson Available $50/hour by appointment)

[Language] 언어 교육

Chinese (K-12th grade)

발음 성조와 기본 단어를 이용해 다양하고 중요한
어휘, 문법, 표현 등을 심도있게 배웁니다.
Instructor: Ji Seon Kim (현 Primoris Academy Chinese instructor)

Date & Time:  Basic Mon. 4:00-5:00pm
Intermediate Mon. 5:00-6:00pm

Fee: $80/4times (Private Lesson Available $60/hour by appointment)

어린이 독서클럽 (1st-5th grade)

멘토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바른 독서  
습관을 기르고, 학습 기술 능력을 키워나갑니다. 
Date & Time: 1st-2nd grade Tue. 3:45-4:45pm
                       3rd-5th grade Thu. 3:45-4:45pm

Fee: Member-Free

Children
Reading Club

빙글빙글 물레를 돌려 매끈한 형태의 도자기를 만들어 그 위에 

예쁜 색을 입히고 뜨거운 가마에 구워 내면 멋진 나만의 도자기

가 완성됩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집중력과 성취감을 

키우며, 심리 안정과 동시에 창의력을 발달시킬 수는 수업입니

다. 또한 같은 클래스 메이트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협동심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는 수업입니다. 

   Intensive
  Art 

Training

Young Ceramic Arts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미술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예술 

감각을 키우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도

록 이끌어 줍니다.

청소년 미술 심화과정

5. 오디션비: $20

6. 오디션 문의: 강혜미 선생 201-982-4433 (미리 예약해 주시기 바람)

7. 오디션 장소: KCC 한인동포회관, 큰 볼룸 100 Grove St. Tenafly, NJ 07670

8. 수강 문의: Dr. 강혜미 (KCC Music Director & Conductor)  

    연세대 교회 음악과, 맨하탄 음대 석사, 박사(DMA), 현 Te Underwood Chorus & Orchestra Music Director, Concert Artist

9. KCC Music Teachers: 주현정, 안수지, 정재원, 최수현, 김눈송이, 유진아, 모니카 지, 이보람, 장연지, 이나

래, 엄인호, 김소리, 김용신, 정재연  (줄리아드, 맨하탄, 메네스, 예일,뉴 잉글랜드 콘서바토리,버클리 음대 출신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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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변호사란 직업이 꼭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일 할 

분야가 엄청 많대~”
하나뿐인 딸아이 Boyoung, Bella가 활짝 웃으며 들어온다. 마음이 잘 통하

는 친구는 딸아이 것까지 티켓을 샀다며, Tenafly로 이사 온 Korean Com-

munity Center의 Young People’s NetworkNight에 아이를 초대했다. 변

호사가 되고 싶은 꿈을 어렵사리 발견한 아이는 말수 적고 내성적인 성격에 

그나마 찾은 꿈을 내려놓으려고 하던 차였다. “그런데 내가 변호사 언니한테 

손들고 물어봤어.” 아이는 연신 싱글벙글 미소를 띠며 이야기를 이어간다. 아

이에게 활짝 웃어주며 속으로 생각한다. 다시 한 고개를 넘었구나, 감사합니

다. 엄마의 부족한 영어 실력 탓에 혹시 기를 못 펴는 건 아닐까, 내가  아이

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 하루. 그것은 

마치 보이지도 않고, 예측도 할 수 없는 길을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걸어

가야 하는 것.  서른 넘어 이주해온 땅 미국에서 내가 엄마로서 걸어가야 하

는 길이었다.

우리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생각났다.  건넛집 앞, 창문 너머로 두 가족이 

작별 인사하는 것을 물끄러미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본다. 딱히 방문할 지인

도, 찾아와줄 사람도 없는 미국 하늘 아래 단 세 명, 우리 가족뿐 이었다. 그

러다 어느 날 FGS라는 한인 Community Center를 알게 되었고 아이는 도

자기도 만들고, 그림 그리기 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왔다. 거기서 알게 된 한 

엄마는 지금까지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아이

의 스케줄은 엄마의 스케줄. 보영은 피아노를 치고, 수영을 하며 한글 학교에 

다녔다. 나는 한동안  FGS라는 존재를 잊고 바쁘게 살았다.

접으려 했던 아이의 꿈을 잡아준 YPN, 아이는 리더쉽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

에 지원서를 냈다. KCC는 그동안 아주 멋진 새 건물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

로그램으로 놀랍게 변신해 있었다. 오랜만에 KCC를 이끌어오신 마 계은 회

장님을 뵙고 나니, 내가 지내온 미국 생활과 KCC가 걸어 왔을 세월이 겹쳐

져 왠지 마음이 뭉클해졌다. “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한인 센터를 키

워주셔서, 그동안 잘 버텨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각 과별 리더를 뽑는 날, 보영이는 Alumni 회장이 되었다. 그것도 자원해

서.. 아무리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도 사춘기에 접어들면 자기주장이 강해진

다. 엄마가 아무리 정보가 많고 앞서가도 아이가 함께 움직여 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다. 그래서 자원해서 회장직을 맡아준 아이가 더욱 고맙고 대

견했다. YPN은 특히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부분에 엄마들의 봉사가 필요한 활동이다. 아

이는 엄마의 적극적인 뒷받침에 리더십을 배우며 한국인으로서의 분명한 색

깔을 찾아간다. 앞으로 주류사회로 진출할 아이들은 더욱이 뚜렷한 한인으

로서의 정체성이 바탕이 되어야 당당하게 주류와 어깨를 겨눌 수 있다.

아이는 엄마를 보고 배운다. 아이가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엄마

가 나서야 한다. 내 아이만을 위한 이기심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엄마

들이 모두 마음을 모아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워 나갈 때, 바로 내 아이가 속

한 사회가 깨끗하고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아이가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그 커다란 나무의 뿌리는 KCC가, 엄마들은 뿌리가 흡수할 자양

분을 만들고, 아이들은 그 영양분을 마음껏 흡수하며 푸른 잎사귀를 키워 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나며 그 나무가 거대한 푸른 숲을 이루게 

될 날을 나는 행복하게 꿈꿔본다.

Young People’s Network(YPN) is to create opportunities for 
high school students to meet and network with accomplished and successful 
young adult members of our Korean American community.  Each year from Sep-
tember to May, a student committee consisted of selected high school students 
(8-12th grade) meet twice a month for planning and organizing a YPN Night and 
YPN Alumni Dinner by selecting topics, inviting panelists and motivating local 
high school students to attend and engage in lively discussion and soliciting 
advice in career pursuits. Throughout the process, the student committee mem-
bers will learn to develop; 

1. Leadership     2. Civic Responsibilities     
3. Networking   4. Pride in Korean Heritage

YPN Program Schedule
YPN welcoming orientation:     

Friday, September 10 at 6:00 at KCC

Student Committee Meeting Dates: September, 

2015 – June, 2016 at 6:30pm (2nd and 4th Thursdays) 

YPN Night: Sat. April 9, 2016 at 6PM

YPN Alumni Dinner: 1st Saturday of June, 2016

Recruiting of new YPN members: 

Be completed by August, 2016

College & Career Prep

꿈을 잡은 아이

Young People’s Network Night
Sat. April 9, 2016 

The 11th Annual

김윤진
YPN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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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year’s YPN Night focuses around the 
theme of “fueling one’s passion” which 
is extremely relevant to today’s society 
where many young Korean Americans 
struggle with finding their passion. In 
the path to finding this year’s catch 
phrase, the YPN board started off with 
vague topics such as expectations and 
stress until they narrowed it down to 
passion. As Korean American students, 
YPN found that they all had similar expe-
riences with searching for and more im-
portantly managing their passions. 

As a result, this year’s YPN Night hopes 
to answer questions that many students 
have about passion and how it grows. 
Like past YPN Nights, where panelists 
are invited to speak about key topics 
pertaining to all Korean American stu-
dents, this year’s YPN Night will feature 
panelists from a wide range of career 
fields who will talk about dedication, 
passion, and opportunities. YPN hopes 
that this theme allows students to reflect 
on their interests and ignite the passion 
they have. Additionally, YPN expects 
the audience to ask thought provoking 
questions to the panelists due to the fact 
that passion is an interesting issue that 
many Korean Americans face. To start 
the panel process, YPN created a ques-
tionnaire that is divided into three dif-
ferent sections: Pursuit, Mentoring, and 
Passion. For example, the pursuit section 
deals with questions centered on search-
ing for passion. It discusses questions 

like, “What do you do when someone 
discourages you from following your 
passion?” and “What extent should your 
passion dictate your actions?”. The men-
toring section deals with finding advi-
sors who can direct the students. Some 
questions from the mentoring section 
are, “Who and what inspired you to fol-
low your passion?” and “What is the im-
pact that your mentor left on you?”. Fi-
nally, the last section deals with passion 
and the evolution of passion. 

As of now, YPN is working to create a 
night filled with insight and impact. They 
work with different mentors from an ar-
ray of backgrounds every meeting and 
have engaging discussions where they 
talk about common struggles and expe-
riences. As they have just finished final-
izing this year’s catch phrase, the next 
step for YPN is to find and invite panel-
ists for the annual night. As everyone in 

YPN has different aspiring career paths, 
they hope to invite panelists who have 
experiences in field that mirror the stu-
dents’ interests. Whether it is a career in 
architecture or a career in finance, the 
panelists that are invited and come can 
encourage students to follow, find, and 
maintain their passions. And looking 
towards the future, YPN aspires to be a 
group that can serve the entire Korean 
American student community. Further-
more, through YPN Night, YPN wants to 
encourage students to find and fuel their 
passion so that they could lead lives with 
purpose. 

 YOUR PASSION
FUELING

College & Career Prep

Ah Jin Youn 
12th grade, Bergen County 
Academies

The 11th Annual YPN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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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 Boarding School 

College & Career Prep

Admission Consulting and BEYOND!

전문가와 함께 하는 1:1 입시 상담

KCC는 한인 아이들의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이들의 Boarding School과 College 입시 
상담을 시작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문가에게 1:1 상담을 받으며, 아이들의 
적성과 특성에 맞춰 지원할 학교와 전공을 선정하고, 희망하는 학교 입학을 
위한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시 전략 뿐 아니라 SSAT, SAT, SAT 
Subject, TOEFL Tests 등 필요한 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계획까지, 성공적인 
진학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Math]

Math2C (10th-12th grade)

May 7, 2016 SAT Math Subject Level 2 800점 목표!

STEM (Science/Technology/Engineering/Math) 전공을
위해 꼭 필요한 시험이며, Top College 지원 시 application을 
더욱 돋보이게 해 줄 SAT Math Subject 시험 준비반입니다. 
개념정리와 문제풀이로, 키워드를 캐치해 빠른시간 안에 
정확히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집중 훈련하며, Pre-Calculus를 
공략하여 SAT Math 공부도 겸하게 도와줍니다.
Instructor: Kevin Ahn
Date & Time: Sat. 11:00-2:00pm
Fee: $560/14times

[Reading & Writing]

Be Ready for New SAT (9th-10th grade)

SAT 실전반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SAT 기초반 
수업으로써, 필수 암기 단어를 매 시간 누적으로 외움으로써 
실전 문제 풀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Math 제외)
Instructor: Terry Clark
Date & Time: Tue. 6:00-8:00pm 
Fee: $400/8times

New SAT 실전반 (9th-10th grade)

실전처럼 시험을 본 후, 고민하며 풀었던 문제에 대한 
해설과 강의를 그날 당일 들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또한 
문제 풀이 뿐 아니라 매시간 누적으로 단어를 암기하며 단어 
실력을 향상시켜 근본적인 문제 풀이 실력을 키웁니다.
Instructor: Terry Clark
Date & Time: Sat. 9:30-2:00pm 
Fee: $1,000/8times

[Art]

Portfolio (9th-12th grade)

예술 전공 학부 입시를 위한 포트폴리오 준비과정입니다.
Instructor: Sung Ho Choi  *전원 장학 입학 Pratt, SVA, Parsons, FIT, Carnegie Mellon 외 

Date & Time: Sat. 10:30-12:30pm or By Appointment
Fee: $210/4times

[Project Development]
(To be announced)

[Seminar]

Education Seminar
학부모 대상
Date & Time: Every 2nd or 3 Thur. 10:00-11:00am

 “성공적인 입시, 모든 것을 답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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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로운 생활의 꿈..

“예술”로 채워지는 활기찬 삶

유영은, KCC 서예 강사 
서울대학교 사범대 및 동대학 교육대학원 졸업

한국문화미술대전 초대 작가

제 12회 대한민국 동양서예 대전 5체상 수상 (2015)

서예 개인전 및 단체전 다수

Adult Continuing Education

[ART] 아트

Calligraphy 
한문, 한글 등 서예의 다양한 기법을 배우며, 개인
의 인격수양, 평상심, 인내심 그리고 강인함을 기르
는데 도움을 줍니다.
Instructor: Grace Y. Kim
Date & Time: Tue. 9:30-12:00pm
Fee: $100/4times

Pottery 

실생활에 사용되는 컵, 꽃병, 그릇 등을 물레기법, 
꼬박 밀기, 성형, 유약 바르기, 초벌/재벌 구이 등의 
방법으로 제작하는 것을 배웁니다.
Instructor: Jong Sook Kang
                  Young Sil Song
Date & Time: Tue. 10:00-12:00pm
                       Wed. 10:00-12:00pm
Fee: $120/4times

Watercolor Painting 
정물, 풍경, 인물 등 그림의 기본 구도 및 구사와 질
감표현, 빛과 그림자, 명암과 그 대비까지 회화의 
다양한 기법을 배웁니다.
Instructor: Ho Bong Kim 
Date & Time: Tue. 10:00-12:00pm
Fee: $145/4times

Basic Drawing & Painting
기초 회화 수업으로 소묘와 채색를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Instructor: Sungpil Lim
Date & Time: Wed. 10:00-12:00pm
Fee: $130/4times

Explore Korean Art
한국 문화를 감상하며 새로운 해석으로 배웁니다. 
Instructor: Kyunghee Pyun 
Date & Time: Wed. 12:30-2:00pm 
                         (3/23, 4/27, 5/18)
Fee: $20/time

Art History 

미술사적인 지식을 배워 고전과 현대미술의 이해도
를 높여, 개인의 문화적 교양을 높일 수 있습니다.
Instructor: TBD
Date & Time: Thu. 1:00-2:00pm
Fee: $60/4times

Calligraphy 서예학습 인격수양에 최고!
서예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중국 전통 문화의 한 중요한 예술이다. 중국 문화권에 있는 한

중일은 중국에서는 서법으로. 한국에서는 서예로, 일본은 서도라는 용어로 쓰는 경향이 있

다.서예는 붓을 이용하여 흰 종이에 먹으로 점과, 선, 획의 모양, 필압의 강약, 운필의 지속, 

먹물의 농담, 문자 상호간의 배치등 미묘한 조형을 표현하여 자신의 가치관이나 미 의식을 

문자라는 매개물을 통하여 마음껏 아름답게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서예는 흔히 말하기를 인격 수양은 물론 침착성과 인내심 그리고 강인함을 기르는데 아주 

유익한 예술이라고 한다. 그래서 근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예를 택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특히 은퇴후의 취미 생활로는 이 서예를 적극 권하고 싶다. 

그 이유는 다음의 몇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두뇌를 움직이는 지적인 활동이며, 개인의 사상 및 덕행에 대한 수양이다.

둘째, 손을 많이 움직이기에 치매 예방에 매

우 유익하다.

셋째,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자아 성취감을 

맛볼 수있다.

넷째, 후손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다.

다섯째, 동호인과의 아름다운 교류를 할 수

있다.

KCC 서예반 안내
*  한자와 한글교습은 학습자가 선택함. 

*  한자 : 해서, 행서, 예서, 전서 (각 체마다 비첩으로 공부)

*  한글 : 궁체

*  작품지도 : 공모전 출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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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lt Continuing Education

『 뉴욕의 특별한 미술관 』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까

지 예술 도시 뉴욕의 대표 미술관 일곱 곳과 함

께 다양한 분야로 특화된 작은 갤러리와 박물관 

들을 소개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미술계 전문가

인 저자가 소개하는 미술관을 통해 뉴욕이 어떻

게 현대미술의 중심지이자 미술계의 수도로 군

림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뉴욕의 특별한 미술관』에서는 미술관의 시작

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술관의 역사와 

대표 컬렉션의 소장 경위와 가능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기증자들의 이야기 등이 담겨져 있다. 

이를 기반으로 뉴욕 미술의 발전상도 함께 보여주고자 있다. 하드웨어(미술관)에 대한 이

해 없이는 소프트웨어(컬렉션과 예술가)에 대한 이해도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술

관이 어떤 발전상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 현재 어떤 특징과 체제로 구성되고 운영되

는지 알게 된다면 미술사뿐 아니라 작품에 대한 이해도도 한층 높아진다. 또한, 최근 중요

성을 더하는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의 거점으로 미술관의 역할도 함께 고민해보고, 그 안

에 담겨 있는 미술계의 현재와 미래를 파악하고 있다.

각 미술관 소개가 끝난 후 만나는 ‘컬렉션 하이라이트’에서는 각 미술관의 대표 작품 다

섯 점을 선정해 그 작품을 그리게 된 시대 상황부터 예술 사조, 그림에 대한 세부 설명, 그

림에 사용한 기법, 그림에 사용된 모티프, 감상 포인트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예

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봐야 할 포인트를 꼭꼭 짚어주어 예술 이해에 깊이

를 더했다. 

이 책에서는 미술관 컬렉션 외에도 미술관 건물의 건축배경, 각 미술관의 기증자와 후원

자의 이야기도 담고 있다. 뉴욕 현대미술관 설계자이자 뉴욕의 대표 건축가인 필립 존슨

의 이야기부터, 휘트니 미술관의 대표 작가인 에드워드 호퍼와 로이 릭턴스타인, 구겐하

임의 대표 작가인 바실리 칸딘스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는 대부호이자 미술관의 대

표 기증자인 록펠러 일가와 월터 아넨버그 등 아트 스토리는 뉴욕의 예술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작은 팁이다. 

마지막으로 맨해튼 외곽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최근의 뉴욕 예술 경향과 브루클린과 퀸스

의 대표 미술관도 소개하고 있다. 매년 여름이면 웜업 파티 등을 통해 뉴요커들을 예술 파

티로 불러들이는 퀸스 PS1부터 뉴욕 영화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무빙 이미지 미술관, 

할렘 문화의 바탕을 엿볼 수 있는 할렘 스튜디오 미술관 등 맨해튼뿐 아니라 브루클린과 

퀸스까지 아우르며 뉴욕의 전반적인 예술 분야를 총망라해서 보여준다. 

권이선 Liz Kwon
뉴욕에서 활동하는 큐레이터, 평론가. 고려대학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하

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이론으로 석사학위를, 프랫 인스티튜트에

서 문화예술경영을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

관과 노구치 미술관의 인턴을 거쳐, 국제적인 예술 기획 및 프로덕션 회사

인 NY Projects Inc.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다년간 활동하였다. 뉴욕의 

여러 예술재단에서 큐레이터로 전시를 기획, 개최하였으며 뉴욕 갤러리 

HO 디렉터를 역임하였다. 전시큐레이팅과 평론글을 통해, 한국작가를 뉴

욕에, 또는 미국과 유럽의 작가들을 한국에 소개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

뉴욕의 특별한 미술관’이 있다. 현재 뉴욕 기반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서울에 소재한 유중아트센터의 운영위원 및 유중재단의 상임이사로 있다.

Museum Tour
유명 전시 투어로 작가의 사상, 스타일, 시대적 배경 
등을 전문가의 설명으로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나
아가 예술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To be announced)

Floral Art (꽃꽂이)

고풍스러움과 현대적인 감각으로 “Living Art”의  
표현 방법을 배웁니다. 본인이 만든 작품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약필수)
Date & Time: 2nd Thu. 10:00-11:30am
Fee: $35/time (Material fees are NOT included)

Asian B & W Painting 

한국화의 미로 한국적 감성을 이해하고 절제와  
여백의 미학을 배우며, 채색으로 현대화의 절묘한 
조화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Instructor: Soo Jin Han
Date & Time: Thu. 10:30-12:30pm
Fee: $120/4times

Digital Photo
사진의 기본 개념과 테크닉을 배우며 사진의 정리 
및 리터칭, 구성의 미학을 배우며, 출사를 통해서 이
론을 실습해 볼 수 있습니다.
Instructor: Bo June Kwon 
Date & Time: Advanced Fri. 10:00-11:30am
                      Basic  Fri. 11:30-1:00pm
Fee: $120/4times

Oil Painting 
풍부한 색조, 확장된 명암까지 조형 요소 및 원리, 
재료의 다양한 표현 방식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개
인별 다양한 잠재능력을 깨워줍니다.
Instructor: Sung Ho Choi
Date & Time: Fri. 10:00-11:30pm
Fee: $120/4times

[MUSIC] 음악

Guitar Class 
테크닉과 음악성을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To be announced)

서병선의 가곡교실
발성법, 노래하는 법, 악보 읽는 법을 배웁니다. 
Instructor: Byung Sun Soh
Date & Time: TBD
Fee: $60/times

Singing Club 
한국 가요 “불후의 명곡” 을 배웁니다. 
(To be an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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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4일 ‘미국의 정체성을 찾아서’란 제목

으로 역사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36회 강

의의 여정이 끝났습니다.시간으로 환산해서 72

시간 동안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를 묻고 답하며 

지적(知的) 씨름을 벌였습니다.

공부를 마치면서 미국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아이러니’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흑인 

작가인 제임스 볼드윈 (James Baldwin 1924-

1987)은 미국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미국 역사는 이제까지 그 누가 말한 것 이상으

로 장구하고, 위대하며, 다양하고, 아름다우며, 

동시에 가혹합니다. 정확히 이같은 이유로 나는 

미국을 이 세상의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나는 미국을 끊임없이 비

판할 권리도 갖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Ameri-

can history is longer, larger, more various, 

more beautiful, and more terrible than 

anything anyone has ever said about it. I 

love America more than any other country 

in this world, and, exactly for this reason, I 

insist on the right to criticize her perpetu-

ally.) 제임스 볼드윈은 미국 사회의 역사 깊은 

인종 차별에 분노를 느껴 미국을 등지고 유럽에 

정착한 경우 입니다. 이런 그에게도 미국은 사랑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미움도 컸던 

것입니다. 애증이란 모순의 극치입니다.

미국사는 아이러니의 연속입니다. 역설적 역사

의 사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미국 역사를 논

할 때 자주 시작점으로 사용되는 청교도정신부

터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창조주 보기에 아름다

운 성서에 기초한 공동체를 건설하려한 청교도

들은 인류역사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

는 사회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Theocracy, 즉 

신권정체 (神權政體)란 토양에서 민주정치 (de-

mocracy)가 싹텄습니다. 인간이 존엄할 수 있

어야 영성이 살아있는 사회, 사람이 행복해야 신

이 기쁜 사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독립 투쟁도 역설입니다. 미국은 분명 영

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을 미

워하거나 영국의 문화에 반기를 든 혁명이 아니

었습니다. 미국인 대다수는 자신들의 삶이 영국

의 문화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자랑스럽

게 생각했습니다. 한 예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조지 워싱턴은 말 그

대로 버지니아에 사는 영국 신사였습니다. 영국

에서 옷을 지어다 입어야만 만족할 정도로 친영

(親英) 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자

유를 억압하고 침해 한다는 인식은 형제사이일지

라도 장장 7년 동안 전쟁을 이어가게 한 동력이

었습니다. 

미국의 독립과 관련된 더 지독한 아이러니는 노

예주들이 자유를 부르짖으며 궐기했다는 사실입

니다.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선언한 독

립 선언서는 수백명의 노예를 소유했던 토마스 

제퍼슨이 썼습니다.

독립후 미국의 나라 만들기에서도 아이러니를 발

견합니다. 독립선언서와 헌법은 사회 구성원간의 

평등을 말하지만 미국은 계급사회였습니다. 자본

주, 기업가, 농장주가 상류층을 이루고, 그 밑에는 

중농과 기술인구가 존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민자가 대부분인 서부 개척지의 자급농업 인

구. 거의 빈농 수준의 가정에 태어난 아브라함 링

컨은 소규모 자급 농업을 운명처럼 받아들인 아

버지를 증오한 경우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는 

신분상승에 삶을 걸었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이 생겨납니다. 동서를 막론하

고 토지는 사유재산의 기본입니다. 땅=재산가=

지배계층의 등식이 사회구조의 근본이었습니다. 

적은 수가 많은 땅을 소유하고 다수 대중은 이를 

빌려 농사를 지음으로서 피지배자의 힘에 승복하

는 구도였습니다.  미국은 거꾸로 역사를 전개 시

켰습니다. 땅을 쉽게 소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

중에게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 자유

를 추구하고 지키는 풍토를 만들었습니다. 등식

으로 전환하면 ‘땅=시민의식=민주주의’가 됩니

다. 이 등식을 흑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잘못

된 역사는 남북정쟁으로, 그 후의 인종갈등을 낳

아 미국 사회를 아프게 합니다. 인종문제는 지금

도 미국의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입니다. 뇌졸중

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정체성을 찾아서
이창환 기념 역사 강좌를 끝내며

[COOKING] 요리

Monica Sull’s Cooking Class
쉽고 간단하게 가족들의 입맛을 당기고 손님상에 
내 놓아도 손색없는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Instructor: Monica Sull 
                   (요리 연구가, 요리 강사 경력 다수)

Date & Time : Mon. 10:00-12:00pm

Fee: $145/4times (Material fees are NOT included)

Hyun Jung Choi’s Cooking Class
건강한 간식을 만드는 수업으로 아이들의 입맛을 
살리고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시크릿 레시피를 선
보입니다.
Instructor: Hyun Jung Choi 
    (French Culinary Institute 수료, 요리 강사 경력 10년)

Date & Time: Tue. 10:00-11:30am

Fee: $145/4times (Material fees are NOT included)

Marie Kim’s Pastry Art Class
베이킹의 기초 이론과 함께 자세한 설명, 도구와 재
료 선정법 등을 배웁니다. 타르트, 파이, 치즈 케익 
등 다양한 베이킹을 배울 수 있습니다.  
Instructor: Maire Kim 
                   (Institute of Culinary Education)

Date & Time : Thu. 10:00-12:00pm
Fee: $145/4times (Material fees are NOT included)

Hyun Woo Kim’s Cooking Class
특별한 날 손님 접대를 위한 가정요리 특시을 만듭
니다. 색다른 풍미의 소스로 맛을 더한 요리를 쉽
게 배우고, 정갈하고 멋스러운 상차림도 즐길수 있
습니다. 
Instructor: Hyun Woo Kim 
                   (궁중요리 연구원 수료, 요리 강사 경력 5년)

Date & Time : Thu. 10:00-12:00pm
Fee: $145/4times (Material fees are NOT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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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로서의 미국의 아이러니는 생산성만큼 

소비성이 강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타 산업

화에 앞섰던 나라들을 보면 더 효율적으로 더 많

이 생산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산업화는 일상의 편함을 위해 끊임없이 개

발, 연구, 생산을 이어갑니다. 단순화 하면 미국의 

산업화는 즐기자고 생산하는 구도입니다. 즐기기 

위해 생산을 하니 생산성이 더 올라갔고, 미국은 

결국 혁대를 졸라매는 것이 아니라, 혁대를 푸는 

소비 시장 개척을 통해 세계 경제를 지배합니다.

미국의 냉전은 치열했습니다. 원근대소(遠近大

小)를 가리지 않고 도처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하고 군사적 개입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역설적 요소를 봅니다. 건설을 위한 파

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나라를 만들기

를 위해서는 비민주적

도전에 압도적 파괴력을 동원해 응해야 한다고 했

습니다. 비민주적 요소는 물론 공산주의를 말합니

다. 최악의 사례였던 베트남 전쟁의 경우를 봅니

다. 결코 민주주의적이지 못했던 월남(남베트남)

의 자유체제를 지킨다며 호찌민의 지도력에 힘입

어 사회민주주의에 일정 성공한 월맹 (북베트남)

을 상대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했습니다. 

결과는 월남의 패망이고 미국의 치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설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부터 새로운 사람들을 미국에 받아

들여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 갑니다. 비유를 하자

면, 오래된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섞었는데 긴 세

월 숙성된 오래된 포도주의 맛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배여 나는 신비한 현상과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기이할 것도 없습니다. 된장국을 생

각하면 됩니다. 미국 역사의 가치의 지속성은 된

장국과 같습니다. 온갖 야채를 썰어 넣고, 해물, 

또는 고기를 더합니다. 말 그대로 삼합(三合)입니

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무슨 재료를 넣어도 구

수한 된장 맛이 그대로인 사실입니다. 된장을 제

외한 다른 재료는 된장국의 악센트를 줍니다. 하

지만 된장국 맛은 잘 발효된 된장이 정해줍니다.

된장 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의 정신과 정체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소중함입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를 가능케 하기 위해 공동체, 국가가 존재

한다는 정신입니다. 링컨의 철학을 빌리면, “인

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나라를 말합

니다. 따지고 보면 미국이야 말로 분열사회입니

다. 민주 공화 양당제를 달리표현하면 양분된 사

회라는 뜻입니다. 개인의 행복추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모습으로 개인의 삶속에 존재

해야하는가 그 방법론을 놓고 양당은 싸웠고, 경

쟁했습니다. 극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니 좋은 

대결구도입니다.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싸움을 

하니 오히려 정치권이 평화스럽습니다.

미국의 모순덩어리 역사를 한 강의 참석자 선

생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미국을 알면

서 이 땅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마음을 드려 기

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자랑거리만이 아니

라, 미국의 불완전함과 부끄러움까지 모두를 공

부하고 나니 미국 사회를 더 위하게 되었다는 이 

아름다운 아이러니를 접하면서 우리의 공부가 

헛되지  않았다는 자평을 내립니다.

그간 이창환 기념 역사 강좌에 관심을 갖고, 또 

직접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과 공부가 가능토록 

협조해 주신 KCC 한인동포회관 관계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길주
역사학 박사
버겐 커뮤니티 컬리지 교수

[LANGUAGE] 언어

KCC Daily English
(Including English Practice Lounge)

상황별 영어로 미 문화에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
도록 도와드립니다. 
Instructor: Jenny Kim 
  (TOFEL 강사 4년, High School English Tutor 9년)

Date & Time: Tue. & Thu. 9:30-11:00am
Fee: $180/3months ($10 교재비 별도)

English Book Club 

(최복림과 함께 하는 문학 산책)

한달에 한번씩 모여, 책에 대한 배경 지식을 듣고 심
도있는 독서 토론을 함께 합니다. 
Instructor: Boklim Choi (Author of the Mountain Rats)

Date & Time: First Friday of Every Month.    
                         10:30-12:00pm
Fee: $10/times 

Citizenship Prep. Class 
기본 영어부터 시민권 시험 인터뷰를 준비합니다. 
Instructor: Keun Lee                 
Date & Time: Thur. 10:00-11:00am

Fee: Member-Free, Non Member-$40/8 classes

Chinese for Adult 
중국어 입문 회화부터 발음 및 문장 첨삭 지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어를 쉽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돕습니다.
Instructor: Sun Mi Lim (중문학 박사/ 대학 강사 역임)

Date & Time: Basic: Thu. 11:00- 11:55am 
          Intermediate: Thu. 12:00-12:55pm 
Fee: $100/4times 

Korean for Adult
한인 2세와 외국인에게 한국어의 이해와 의사소통
을 돕기 위해 기본적인 필수 단어들을 중심으로 정
확하고 실용적인 한국어을 배웁니다.
(To be an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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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Session II
 

1/13 역사란 무엇인가?

1/20 한민족의 천부경: 물의 여인 하백의 

         따님 유화와, 불에 남자 햇님의   

         아들 해모수

1/27 광개토태왕과 세계최강의 철갑기병이

           었던 고구려의 기마병

2/3 허황후는 과연 누구인가?

2/10 일본으로건너간 가야의 건국신화: 구지봉

2/17 신라의 보검과 거미핥기토우의 비밀

2/24 당골손님 당신은 누구세요?

3/2 왜 신라왕족들은 스스로를 흉노족의 후예라 하였을까?

3/9 페르시아의 지상천국: 신라!

3/16 미륵불교에 나라 백제

3/23 중국의 경극에 등장하는 연개소문 

3/30 남북국시대: 대진국의 영토는 어디까지?

[COMPUTER] 컴퓨터

Computer - Internet
컴퓨터의 기본 활용 능력(웹 정보, 이메일,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신문과 드라마 보는 방법)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Instructor: Seong Hwan Seo
Date & Time: Wed. 9:30-11:00am

Fee: $60 / 4 times
  

Computer - Google Apps
인터넷 상으로 사용 가능한 Docs(워드),  
Spreadsheets (엑셀), Slides(프리젠테이션), 
Google Drive(파일 저장/나눔) 등을 배웁니다.
Instructor: Seong Hwan Seo
Date & Time: Wed. 11:00-12:30pm
Fee: $60 / 4 times
 

Smart Phone - Android/  iPhone/iPad

복잡한 스마트폰과 타블렛 PC 등의 사용법과  
숨겨진 기능들을 배웁니다.
Instructor: Seong Hwan Seo
Date & Time: Wed. 1:00-2:00pm
Fee: $60 / 4 times
  

Quick Book
비지니스를 시작하는 분들 또는 회계장부를 일일히  
손으로 기록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
업입니다. Quick Book은 회사의 인벤토리를 비롯
한 모든 재무 구조와 네트워킹을 통한  회계  “어카
운팅”  능력이 뛰어난 프로그램입니다. 
 (To be announced) 
 

*Private Lesson available. 
$50/hour by appointment

[HISTORY] 역사

한국역사 Session II
[한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민족의 뿌리를 찾아가 봅니다.
Instructor: 김재남 
             (고등학교 교사 전 테너플라이 한글학교 교장)

Date & Time: Wed. 4:00-5:30pm 
Fee: Member-Free, Non Member-$10/clas

Classic Music History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 음악에 이르는 서양 음악
사를 생활속에서 쉽게 접하는 음악들로 친근하게 접
근 합니다.
Instructor: Chan Kim ((New York Music School Di-

rector, Columbia University 음악교육학 석사))

Date & Time : Wed. 10:00-11:30am
Fee: Member-Free, Non Member-$10/class

KCC 컴퓨터 교실
KCC에서는 컴퓨터 초보분을 위한 ‘기초반’, 중급자를 위한 

‘MS-Office반’,  개개인의 활용도에 따라 맞춤형 강의인 ‘

컴퓨터 클럽’,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아이패드 사용자를 위한 ‘스마트폰 강좌’를  운영하

고 있다.  서성환 강사는 중 장년층의 수강생들이 늘고 있으며 현재 클라스를 수강하시는 

중장년 분들은 컴퓨터 기초 사용법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인터넷 컨텐츠 이용법도 배우

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러 소셜 네트워크도 참여하여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찾

는다고 하였다. 또한 컴퓨터 교실을 수강하고 있는 한 시니어 수강자는 “컴퓨터를 배우

고 나니 삶이 외롭지 않다. 틈만 나면 손자 손주들에게 이메일도 보내고, 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넷에서 정보도 바로바로 구할수 있어 좋다. 요즈음은 인터넷을 통해서 만

난 등산 동호회를 참석하면서 더욱더 삶을 즐기고 있다”며 중장년 층의 분들이 컴퓨터를 

배울것을 권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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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Life
KCC 회원을 위한

Long Term Care Program
창립부터 지난 15년동안 KCC는 회원을 위한 Long Term Care 

Program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지속적으로 계획해 오고 있다.  

Long Term Care란 노후에 건강이 약해져서 혼자 생활이 힘들때 도

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다.  

KCC는 한인동포회관과 노후주택의 건립을 목표로 해왔다. 노후주

택의 건립은 Long Term Care Program을 위해서 시작되었고 한인

동포회관의 건립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2015년에 한인동포회관의 

건립에 성공했다. 내년부터는 노후대책을 위한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

할 계획을 하고 있다.  

지난 15년 버겐카운티의 한인 노인 인구가 숫적으로도 늘었지만 노

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차이도  많이 다양해 졌다. 10년 전

만해도 평생 미국에서 일을 해 보지 않고 자녀들을 따라서 미국에 오

신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1965-1970년도에 30세 전후

로 이민오신 분들이 65-75세가되어 은퇴를 시작하고 있고 은퇴하시

는분들이 예전과 달리 건강하시고 오래사신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80-85세가 되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것을 볼 수 있다.  

Long Term Care를 필요로 할때 메디케이드가 있는 분들은 요양원

에 입주함으로 도움을 쉽게 받지만 Medicaid나 Long Term Care 보

험이 없는 중산층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고 자녀들에게 

의존하기도 어렵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KCC는 그동안 노인

들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건강교육등 예방프로그램에 주력해 왔다. 

이제는 은퇴하신 KCC회원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당면할 Long Term 

Care Program에 대해서 의논하고 대책을 간구하는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 함께 힘을 합쳐서 서로 도우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확신

하고 KCC는 우리 회원들과 함께  Long Term Care Program을 계

획하고자 한다.

노인법은 미국에서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후에 알아야 되는 상식중 

하나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만을 생각하기 쉽다. 아직은 경

제적 여유가 있고 건강해서 필요가 절실하지 않을 수 있다. 평생 어렵

게 이룬 재산을 보호하고 자녀들에게 남겨주고자 할때, 건강이 나빠

져서 재산관리를 할 수 없게 되거나 병원치료를 결정할 수 없게 될때, 

장기 간호를 필요로 하게 될때를 위한 준비등, 미리 계획하고 본인의 

경제사정에 맞게 Estate Planning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특히 노인들의 생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더욱 더 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부중 한사람이 만성질환으로 장기 간호시설에 입주하

여야 될때 어떻게 나머지 한 사람이 현재의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노인법을 알면 미리 준비할 수 있다. Durable Power of 

Attorney, Living Will, Healthcare Proxy, Advance Directives, 

Guardianship, Long term Care, Social Security, Living Trust, 

Gift Tax, Elder Abuse and Fraud 등 앞으로 이지면을 통해서 알려 

드리고 또한 변호사를 초대하여 쎄미나를 통해서 우리 KCC 회원들이 

미국 생활을 효율적으로 영유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Elder Law (노인법)   

Senior Life Club 회원을 위한

노인법 워크샵
2016년 1월 14일 시작

매달 둘째 목요일 10:30-12pm 

강사: Jenny Gill,JD

수강료: $10/session (점심 포함)

KCC Helps You!
내년에 62세가 되십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노인혜택

이 있는지 KCC에 문의하세요.

내년에 65세가 되십니까? Medicare A,B,C,D와 

Medi-Gap에 대해서 KCC가 상담해 드립니다.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신가요? KCC Care Management

Program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은퇴후 자원봉사를 원하시는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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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발생시
캐플란 파빌리온에 있는 응급센터는 골절과 같은 일반적인 손상에

서 부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와 같이 목숨을 위협하는 중증까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응급센터는 보다 나은 치료, 안전, 프라이버시를 위해, 2009년에 

35,000 스퀘어 피트의 크기로 새로 단장되었습니다. 각 방이 미닫

이 유리문으로 나뉘어 있고 어린이 환자들이 최대한 조용하고 안락

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충분한 공간을 갖춘 40개의 치료실

이 있습니다. 진료상담 간호사가 즉석에서 하는 효율적인 접수 시

스템은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해줍니다. 응급센터내 조영장비는 

분석과 진단을 신속하게할 수 있게 도와 줍니다.

잉글우드 종합병원의 심장마비 응급구조팀은 전국적으로 인정받

는 검진 및 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상동맥이 완

전히 막힌 심근경색 환자들을 위한 응급구조팀이 있습니다.

심장마비와  뇌졸중
만일 여러분 또는 가족 중 한사람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의심된

다면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됩니다. 증상

이 나타나자마자 911로 전화하는 것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의심

되는 상황에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가지입니다. 이

는 처음으로 대응하는 구급요원에서부터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팀

까지를 아우르는 전체 전문가 집단을 움직이게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잉글우드 병원은 국내 주요 뇌졸중 센터 지정병원으로서 분초를 다

투는 응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해왔습니다.

우리의 헌신적인 뇌졸중 센터 팀원들의 고도의 협력체계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뇌졸중의 안좋은 예후를 예방하고 생존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Your Connection to  
High-Quality Care Is
Close to Home
‘머리부터 발끝까지’ 잉글우드 종합병원!
12년 연속 전미 최우수
최고의 시설, 최상의 의료진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FEWER THAN 100  

IN THE NATION

 

7 CONSECUTIVE  

TIMES

TOP 5% IN THE NATION, 

PATIENT SAFETY EXCELLENCE 

AWARD 2 YEARS IN A ROW

 

NURSING EXCELLENCE 

DESIGNATION SINCE 2002

 

WINNER 

2014 AND 2015

잉글우드 종합병원을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페이스북 이나 트

위터에서 찾아 주세요. Englewoodhealth.org를 방문하시거나, 

201-608-2341으로 연락 주세요.

EHMC_KCC_adv_8.5x11.indd   1 8/7/15   12:1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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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리  
사물놀이

덩~ 덩~ 쿵~따쿵 !! 듣기만 하여도 어깨춤이 절로 나는 한국의 소리 사물놀이

사물놀이는 꽹과리, 북, 장구, 징 등의 네가지

의 종류가 다른 타악기로 가락을 만들어 낸다. 

사물놀이는 우리나라 전통 서민 음악인 농악

의 여러 악기중 위의 네가지 악기로 크고 작은 

가락을 만들어 우리의 흥취를 돋우어 내며 주

로 앉아서 연주한다. 농악은 예로부터 모든 잔

치의 시작을 알리고 그 끝을 흥겹게 마무리 하

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또한 우리나라

의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한 전통 가락들이 있

다. 그 농악을 실내에서 주로 연주하는 것이 

사물놀이이다.

사물놀이 악기는 각각 다음과 같은 자연의 소

리나 모양을 담고 있다. 꽹과리는 천둥, 장구

는 비, 북은 구름, 징은 바람을 나타낸다. 그 

중 꽹과리가 가장 도드라지는 소리가 나며 리

더인 상쇠가 연주를  한다. 사물놀이는 가장 

서민적 취향으로 생활과 밀접하여 우리의 정

서와 잘 맞는 가락이다.그러므로 잘 모르는 채 

듣기만 하여도 저절로 흥이 생기고 어깨춤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인, 우리민족은 흥이 많다. 각자 다른 환

경과 배경을 갖고 생활하고 있더라도 마음 밑

바닥에 깔려 있는 민족적 정서는 동일하다. 재

외 동포로 미국에 살면서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정서를 다양하게 접할 기회가 부족한 현실 속

에서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 우리의 것을 알리

는데 있어서 사물놀이도 중요한 한 몫을 할 수 

있다.  일부러 관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 

것을 배우기가  어렵다. 

우리의 자손들이 부모 세대와 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음악적 교감을 통해서

가 아닐까 싶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문화와 

말이 틀린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공감대를 형

성하기가 어렵다. 우리의 역사나 문화 등 전통

적인 것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상들의 생

활 및 지혜들을 배우며 그 문화적 자산인 음

악, 무용등 예술적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

도록 격려 해야 한다. 자연스러운 배움을 통

해 우리의 문화가 이질적이지 않게 느끼고 나

아가서는 문화적 자긍심도 생기게 될 것이다.    

         

사물놀이는 두드리는 타악기이고 가락이 쉬

워 배우기 싶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다양한 서양 악기들과도 크게 다르

지 않다. 소리를 내는 방법과 악보는 다르지만 

단순하게 보이는 악기를 통해 다양한 가락과 

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매력적일 것이다. 온 

몸을 가락에 실어 치고 두드리고 때론 입으로 

소리내며 만드는 연주 과정을 통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자

신감도 회복 할 수 있다. 자신감은 곧 민족적 

자긍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의 문화 유산을 우리 스스로 배우고 지

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또한 우리

의 어린 자녀들이 우리의 전통을 계승 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아낌없는 지원

을 해 주어야 한다. 우리의 뿌리를 단단히 하

고 외국 생활에서 좋은 열매로 맺어 질 수 있

기를 바란다.

 “우리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다”.

김지선
사물놀이 팀 ‘신명’ 단장

한양대힉교 졸업
문화센터 및 공립학교등에서 
사물놀이 지도 및 공연 다수

경력 20년
 연령대 별 다양한 그룹 지도

응급상황 발생시
캐플란 파빌리온에 있는 응급센터는 골절과 같은 일반적인 손상에

서 부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와 같이 목숨을 위협하는 중증까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응급센터는 보다 나은 치료, 안전, 프라이버시를 위해, 2009년에 

35,000 스퀘어 피트의 크기로 새로 단장되었습니다. 각 방이 미닫

이 유리문으로 나뉘어 있고 어린이 환자들이 최대한 조용하고 안락

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충분한 공간을 갖춘 40개의 치료실

이 있습니다. 진료상담 간호사가 즉석에서 하는 효율적인 접수 시

스템은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해줍니다. 응급센터내 조영장비는 

분석과 진단을 신속하게할 수 있게 도와 줍니다.

잉글우드 종합병원의 심장마비 응급구조팀은 전국적으로 인정받

는 검진 및 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상동맥이 완

전히 막힌 심근경색 환자들을 위한 응급구조팀이 있습니다.

심장마비와  뇌졸중
만일 여러분 또는 가족 중 한사람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의심된

다면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됩니다. 증상

이 나타나자마자 911로 전화하는 것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의심

되는 상황에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가지입니다. 이

는 처음으로 대응하는 구급요원에서부터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팀

까지를 아우르는 전체 전문가 집단을 움직이게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잉글우드 병원은 국내 주요 뇌졸중 센터 지정병원으로서 분초를 다

투는 응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해왔습니다.

우리의 헌신적인 뇌졸중 센터 팀원들의 고도의 협력체계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뇌졸중의 안좋은 예후를 예방하고 생존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Your Connection to  
High-Quality Care Is
Close to Home
‘머리부터 발끝까지’ 잉글우드 종합병원!
12년 연속 전미 최우수
최고의 시설, 최상의 의료진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FEWER THAN 100  

IN THE NATION

 

7 CONSECUTIVE  

TIMES

TOP 5% IN THE NATION, 

PATIENT SAFETY EXCELLENCE 

AWARD 2 YEARS IN A ROW

 

NURSING EXCELLENCE 

DESIGNATION SINCE 2002

 

WINNER 

2014 AND 2015

잉글우드 종합병원을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페이스북 이나 트

위터에서 찾아 주세요. Englewoodhealth.org를 방문하시거나, 

201-608-2341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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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Heritage 
Resource Room

보자기와 규방공예
우리 전통 속의 독창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보자기와 

이를 응용한 공예품을 통해 장식품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까지 표현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자기를 이용해 테이

블 러너를 만들거나 물건을 포장하며 직접 만들어 실생활

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수업이 될 것입니다.
Instructor: Kumjoo Ahn
Date & Time: Thur. 1:00-3:00pm

Fee: $150/4times

전통자수
명주실을 이용해 가족들의 건강, 행복과 부귀영화 등 의

미가 담긴 문양들을 표현해볼 수 있습니다. 실용적일 뿐

만 아니라 장식적이고 예술적인 감각까지 갖춘 섬유부분 

최고의 종합예술인 전통 자수를 배워봅니다.
Instructor: Kumjoo Ahn
Date & Time: Tue. 10:00-1:00pm
Fee: $250/4times

KCC 한인 동포회관이 테너플라이로 이전해 새롭게 오픈하면서 마련한 Korean Heritage and Culture 

Resource Room에 대해 소개한다. 

뉴저지의 많은 한인 학부모회를 통해 기증되어진 물품과 자료들, 그리고 KCC 회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기

증한 물품들로 채워진 이 자료실은 우리 한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유산에 관심을 두고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단체에 개방되어 있다. 물품이나 자료를 빌리고자 하는 단체는 웹사이트 사진들을 먼

저 보고 방문하여 양식을 작성한 후 소정의 deposit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KCC 내 관련분야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Heritage and Culture Advisory Councill이 1달에 

1번씩 정기 모임을 통해 활용안을 논의하며 방향설정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료실 활용과 동시에 헤

리티지 및 문화 교육이 수시로 광고를 통해 유료, 무료로 제공될 계획이다. 

KCC에 마련된 이 귀한 자료실 방문을 적극 권장함과 동시에 앞으로 헤리티지 및 문화 자료실이 효율

성 있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자료 대여 및 자료실 사용 문의는 201-541-

1200 ext.121로 하면 된다.

보자기와 규방공예
우리 전통 속의 독창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보자기와 

이를 응용한 공예품을 통해 장식품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까지 표현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자기를 이용해 테이

블 러너를 만들거나 물건을 포장하며 직접 만들어 실생활

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수업이 될 것입니다.
Instructor: Kumjoo Ahn
Date & Time: Thur. 1:00-3:00pm

Fee: $150/4times

전통자수
명주실을 이용해 가족들의 건강, 행복과 부귀영화 등 의

미가 담긴 문양들을 표현해볼 수 있습니다. 실용적일 뿐

만 아니라 장식적이고 예술적인 감각까지 갖춘 섬유부분 

최고의 종합예술인 전통 자수를 배워봅니다.
Instructor: Kumjoo Ahn
Date & Time: Tue. 10:00-1:00pm
Fee: $250/4times

설장구
설장구란 장구꾼이 화려한 장구가락을 연주하며 춤을 선
보이는 것으로써 장구 연주의 기본이 되는 설장구의 여러 
기초 가락과 우리의 전통 춤도 함께 배워볼 수 있습니다. 
Instructor: Eunjoo Kang (우리가락 문화예술원 원장)
Date&Time: Tue. 3:30-4:30pm
Fee: $80/4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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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OUNTY ROAD, TENAFLY, NJ
Minutes away from the GWB, Rt. 4, Rt. 80, NJ Turnpike
201-374-8405 • HondaOfTenafly.com

Now you’re in your
comfort zone.

Welcome to your Comfor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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