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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ends Of Grace Seniors, Inc.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In 2000, a group of elderly Korean immigrants in Fort Lee, New Jer-

sey, founded the non-profit organization, Friends of Grace Seniors, 

Inc. (FGS), in a 1,000 square foot office space to serve and empower 

the growing Korean-American community with a dream of building 

a Korean Community Center and Retirement facility. 

In 2004, the FGS was able to move to a 20,000 square foot building 

in Englewood, New Jersey. There the FGS offered a variety of cultur-

al and educational programs as well as health and senior services for all ages. These 

services were made possible through many fund-raising events, receipt of government 

and foundation grants, and active program development. The FGS is now known as the 

Korean Community Center (KCC) and is registered by the state of New Jersey. In 2013, 

the KCC purchased a building site in Tenafly, New Jersey, and was granted approval 

to build the center. The new Korean Community Center, a modern, three-story, 21,000 

square foot facility, opened its door for a brighter future in January 2015.

Since moving to the new center, we’re thrilled to see greater participation by the young-

er generation, including young families and children, in addition to the older members. 

The KCC truly has become a home for Korean Americans to gather, share, teach, and 

learn from each other. The KCC will continue to empower future generations, as well as 

our retired members, making Korean Americans prou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KCC depends on its members and donors. Your generosity sustains and advances 

programs and services to better meet the needs of our members as well as the local 

community. Thank you again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for the confidence that you 

have placed in us.

Ko r e a n  C o m m u n i t y

코리언 커뮤니티

Kye-Eun Ma, M.D.
KCC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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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Women’s Club Presents

2017 Benefit Concert

날 짜: 9월 14일 (목) 7- 9pm
장 소: KCC 한인동포회관
            100 Grove st. Tenafly, NJ 07670

KCC 웰빙 건강 축제
Healthy Living Festival

날 짜: 10월 21일(토) 10am-2pm 
장 소: KCC 한인동포회관
               100 Grove st. Tenafly, NJ 0767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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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Childhood

엄마는 부모교육세미나에서 이야기나누며 힐링을 하고

아이들은 오감놀이에서 신나게 놀면서 힐링해요! 
Five Senses Activities
(콕콕콕 오감놀이터)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면서 사회성, 표현력, 리더
쉽 등을 배우고 즐겁게 자존감을 높이며 재미있
게 똑똑해지는 놀이수업입니다. 다양한 자극으로 
두뇌 발달은 물론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Instructor: Sunwook Park (아동교육전문가)
Date & Time:                             
          Orange(3-4세)  Mon. 4:20-5:00pm                                                                                                      
          Blue(7-8세)  Fri. 4:20-5:00pm                          
Fee: $120/4times

Round Table Seminar
자녀가 커가면서 부모는 많이 힘듭니다. 어떻게든 아
이를 이해해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
다. 주변의 조언도 별 도움이 되지 않죠.
다급한 마음을 잠시 진정하고 함께 생각을 해 보는건 
어떨까요?
아이가 어떻게 어른이 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조금 더 이해함으로써 보다 여유로운 부모가 될 수 있
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Instructor: 
김승업 (정신과 전문의, Institute for 
                 Psychoanalytic, Traning & Research)
김승룡 (정신과 전문의, Institute for 
                 Psychoanalytic, Education)
이현정 (소아정신과 전문의)
Date & Time : 
              매달 세째주 금요일 10:00-11:30 am
Fee: 무료
  9월 15일  아이와 애착 (이현정)
10월 20일 청소년기의 엄마와 딸 (김승룡)
11월 17일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김승업)
12월 15일 아이의 발달 (이현정)

Sponsored by 

Behavioral Wellbeing Screening
 아동 행동/ 정서 건강 검진 (by appointment only)
Counselor: Sunwook Park (아동교육전문가)
Fee: 무료 (테스트 및 결과분석)

Sponsored by

정말 열심히 듣고 계시죠?
서로의 고민과 경험을 

이야기 나누며 
때론 심각하게, 

때론 걱정스럽게, 
때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Round Table Seminar 에 
모두 초대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표정 보이시나요???
화난얼굴, 슬픈얼굴, 

기쁜얼굴, 행복한 얼굴…
서로의 표정을 보며 깔깔깔 넘어가는 

귀여운 모습!!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함께 활동하며 배려를 배우고 
올바른 리더쉽을 배워나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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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Childhood

말랑 몰랑  Kids Clay (Pre K- 2nd grade)
형태력, 만드는 순서, 색감, 길이감, 두께감, 구성력 
까지 모두 한번에 키워주는 복합적인 자극!
클레이를 통해 아이의 집중력도 높이고 상상력도 
높일 수 있어요. 클레이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속 
캐릭터를 만들어 보아요
Instructor: Michael Preston
Date & Time: 9/6-11/22 (10/4, 10/11 휴강)
         Wed. 4:40-6:00pm 
Fee: $240/10times (Material Fee included)

신나는 창의 미술 (Pre K- 1st grade)
행복과 창의력이 자라는 즐거운 미술시간!
즐겁고 자연스러운 미술활동을 통해 의사표현 능력
과 창의력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림따라 그리기부터 
종이접기, 그리기, 만들기까지 창의적이고 다양한 미
술활동으로  흥미없던 아이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미술놀이수업입니다. 
Instructor: Rachel Kim 
                       (FIT Fine Art 학사, 어린이 미술 전문강사)
Date & Time: Thur. 4:40-5:30pm
Fee: $160/8 times

도레미팡팡(3yrs and up, 5 students max.)
유아의 음악놀이에는 소리를 활용한 놀이, 리듬을 활
용한 놀이, 멜로디를 활용한 놀이, 악기를 활용한 놀
이, 신체표현을 활용한 놀이, 창작놀이, 음악이론 놀
이, 전래음악놀이 등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음악
놀이를 통해 정서발달과 지능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Instructor: Yeonsil Kwon
                          (이화여대 음악치료 석사, 
                            영유아 음악프로그램 전문강사)
Date & Time: Fri. 3:30-4:20pm
                4:20-5:10pm
Fee: $120/4times (Material Fee included)

My First Orchestra (6-10 years) 
아이들이 합주 활동을 통해 상호학습과 협력을 배우
고 다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서 함
양과 타인과 화합하는 방법을 가르쳐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 나갈 구성원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문
화 예술 교육수업입니다.
모집분야: Violin, Viola, Cello, Bass 
                  (악기지참필수)
Instructor: Tomoya Aomori, Music director/                             
                        Julia Kang, Creative Director
Date & Time: Wed. 4:40- 5:40pm
Fee: $320/8 times

Kids Fitness Club (4yrs and up) 
( 배쏘옥~ 키쑤욱~ 어린이 건강교실)
우리 아이들 운동하자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요? 어린이 짐볼, 키크는 스트레칭, 신나는 블럭놀이 
등 여러가지 도구를 이용하거나 게임,  놀이의 방식
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성장 및 체형교정 어린
이 피트니스!
Instructor : Mee Jung 
                (I KADA 무용단 단장/ KoDaFe in NYC 국제 무용제 디렉터 )
Date & Time : Wed. 3:30- 4:30pm
Fee : $120 /8 times

우리 아이들이 악기를 통해 꿈을 연주할 수 있도록 
도전해보세요. 이제는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
리 아이도 직접 연주하고 무대도 서 볼 수 있으면 더
욱 좋겠죠!!!

Tomoya Aomori
Music Director 
Composes and arranges music to fit 
the level of the students 

• Graduated from The Juilliard School (BM, MM)
• Faculty at The Juilliard School MAP, Queens College
• Over 10 years of experience in conducting a youth  
   orchestra
• Highly experienced in both Classical and Jazz music

Julia Kang
Creative Director
Develops in-class activities to 
further their musical creativity and 
imagination

• Graduated from Manhattan School of Music (BM),      
   The Juilliard School (MM), Stony Brook (DMA)
• Recording artist for major films, plays with various  
   professional orchestras and ensembles
• Highly experienced in teaching all ages

어린이 오케스트라가 시작하자 마자 첫번째 연주를 
벌써 했어요! 제 13회 KCC ART CONTEST 에서
Tomoya 선생님이 작곡하신 “Walking my way” 
와 Sound of Music에 나온곡 “My favorite 
things” 을 Tomoya 선생님이 재미있게 편곡해서 
선생님 두분과 친구들이 함께 멋지게 연주했답니다.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며 리듬에 맞춰 두발을 콩콩 구
르며 연주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정말 귀엽고 멋졌답
니다.  오신 관객분들의 힘찬 박수와 응원의 함성이 
연주한 친구들의 얼굴을 활짝 웃게 만들어 주는 소중
한 시간이었습니다.  

“악기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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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ENGLISH]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차별화
된 수업과정. 다양한 주제를 통해 단어, 문법, 표현력, 
이해력, 사고력, 작문 능력을 배우며 언어에 대한 이
해와 창의력을 향상시켜줍니다.

Wizards of Words (1st -2nd grade)
Building grammar and vocabulary to enhance 
writing skills
Date & Time: Mon. 3:45-4:40pm  (9월 개강)
Fee: $160 /8 times

Time Travelers (3rd-4th grade)
Relive history through researching and discus-
sions
Date & Time : Mon. 4:45-5:40pm (9월개강)
Fee : $160 /8 times

[SMART MATH] 
Smart Math 1 
산수 영재 교육 반으로 초등학교 1-2학년수준의 
Common Core Standards 교과과정내용을 습
득할 수 있습니다.. 숫자에 대한 개념을 익히면서 
돈을 세기, 시간에 대한 개념, 분수등도 배울수 있
습니다.
Instructor: Saelina Kim 
Date & Time:  Wed. 3:45-4:45pm
Fee: $180/12times

Smart Math 2 
학교 교과과정 심화 학습으로 초등학교 3-4학년수준
의 내용을 각각 학생들의 특성과 성취 수준에 맞추어 
진행됩니다. 더하기 빼기의 정확성에 중점을 두며, 
자리값, 연산 순서, 곱셈, 나눗셈, 소수, 분수에 대한 
개념을 완성시킵니다. 
Instructor: Saelina Kim 
Date & Time: Wed. 4:50-5:50pm
Fee: $180/12times

[CRITICAL THINKING MATH]
Algebra 1 (선행학습반 6th grade and up)
분수와 음수를 포함한 복잡한 일차방정식 풀이로 시
작하며 직선 방정식 그래프 그리기, 함수의 정의, 다양
한 word problem 문제풀이를 통해 Algebra 1의 가
장 중요한 core부분을 8주 과정으로 배우게 됩니다.
Instructor : Kevin Ahn 
                 (UC San Diego (2013) Math dept.)
Date & Time : Mon.  3:45-5:45pm
Fee : $240 / 8 times 

Geometry (선행학습반 7th grade and up)
기본개념정리 후 일/이차 방정식을 사용한 각 구하
기, 삼각형, 사각형, 원의 개념정리와 심화 문제풀이
등의 순서로 1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름
방학에 미리 배우게 됩니다.
Instructor : Kevin Ahn   
                (UC San Diego (2013) Math dept.)
Date & Time : Thur. 3:45-5:45pm
Fee : $240 / 8 times 

Competition Math (9월 개강) 
(7th grade and up) 
오는 10월에 있을 Bergen Academy Competition 
Math, 11월에 있을 AMC 8 두 시험을 대비하여 토픽
별로 정리된 기출문제와 다양한 응용문제를 통하여 
문제유형별 풀이법과 제한된 시간내에 효과적으로 
문제풀이를 도와줄 각종 노하우를 배웁니다. 
Instructor: Kevin Ahn 
                 (UC San Diego (2013) Math dept.)
Date & Time: Mon & Thur. 3:45-5:45pm                               
Fee: $240/8times 

AfterSchool Enrichment

KCC CREATIVE ENGLISH 수업에서는 
효과적인 실력향상을 위해 TA와 함께하는 
예습, 복습반을 Mon. 3:45-5:40pm 
무료로 진행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습 보이시죠? 
 읽고 생각하고  글쓰기 까지

집중력 짱이죠?
이렇게 꿈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는 친구들이 정말 
대견하답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Creative 하게 바꾸자!    
상황별 토론 능력을 키우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여 스스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일련과정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발표력과 자신감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저렇게 열심히 토론하며 
만들어 가는 걸까요? 

새로운 책을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신기한 신문을 만드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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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School Enrichment
[IMAGINATIVE ART]
Wire Art (3rd grade and up) 
꼬불꾸불 만들기 세상~~~!!!
와이어를 구부리고 감고 돌리는 작업을 통해 손가락 
끝 힘도 강해지고 작은 단추나 비즈를 사용하여 나만
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봅니다.
Instructor: Michael Preston 
Date & Time: 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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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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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8times

Portfolio (9th-12th grade)
예술 전공 학부 입시를 위한 포트폴리오 준비 과정 
입니다.
Instructor: Sung Ho Choi
Date & Time: Sat.10:30-1:00pm
Fee: $210/4times

[DANCE & EXERCISE]
Children Sports Club (K-5th grade)

다양한 운동으로 유연성과 신체균형에 도움을 주며 
요즘 가장 유행하는 아이돌 댄스를 쉽게 배움으로써 
춤 좀 출줄아는 센스쟁이로 만들어 줍니다.
Instructor: Mee Jung
Date & Time: Mon. 4:30- 5:30pm 
Fee: $10/4times

Teen K-POP Dance (4th grade and up) 

신나는  음악과 함께 지루할 틈 없이 진행되는 스트
레칭, 파워 워킹, 점프동작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자
세교정과 성장발육에 도움을 줍니다.
Instructor: Mee Jung
Date & Time: Mon. 3:30-4:30pm 
                            Wed. 4:30- 5:30pm 
Fee: $60/4times 

[FU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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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inner Mon. 3:45-4:45pm

  Intermediate Mon. 4:45-5:45pm
Fee: $100/4times 
       (Private Lesson Available $60/hour by appointment)

Korean
한국인 부모를 갖고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말을 잘 구
사할 수 없어 한국어에 대한 이해와 순조로운 의사소
통이 요구되는 한인 2세 어린이들과 다문화 가정의 어
린이들에게 쉽고 즐겁고 재미있게 한국말을 배울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Instructor: Jonghee Park 
Date & Time: Pre K- K: Thur. 3:30-4:30pm
                           1st-3rd grade: Thur. 4:40-5:30pm 
Fee: $100/4times

우리 친구들이 KCC에 와서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춤도 추며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을 키워나간답니다.  

공부는 열심히!  운동과 댄스는 신나게! ART는 멋지게!

돌아라 돌아라 물레야~~~~ 
돌아가는 물레위의 흙을 쪼물쪼물 

만지며 새로운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아이들의 표정보이시나요?  천사같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상하고 따
뜻하게 설명해주시는 선생님과 친구들
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쭉 쭉쭉쭉~~~ 쑥 쑥쑥쑥~~~~ !!! 
이렇게 하면 키도 크고 

몸도 건강해지지 않을 수 없겠죠???

요리 흔들~ 조리 흔들~ 
요리조리 흔들흔들~~~
아이돌 부럽지 않네요!

내가 좋아하는 K-Pop 노래에 
맞추어 신나게 춤도 추어 

보시지 않을래요???

와우~ 정말 실력 대단하죠??? 
선생님이 잘 지도해주시는 걸까요? 

학생이 잘 그리는 걸까요?   
아마 둘다 이겠죠~~!!!

생각은 넓은 세상을 향해 쑥  쑥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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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학년 아들이 요즘 부쩍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냅니다. 뭐라고 하면 문을 쾅 닫
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 저 자신도 아이에게 화가 나고 온 가족이 살얼음판 위를 걷
는 듯 합니다. 어떻게 해야 대화로 우리 사이의 감정을 풀 수 있을 까요?

A.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 중의 하나입니다. 화를 지나치게 억누르면 화병(홧병)
이 됩니다. 화병은 미국 정신의학계에서도 인정하는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정식 
정신질환으로, 구체적인 신체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억눌러진 화는 아이들
에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등을 초래하거나 반대로 외부를 향해 공격적인 아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내되 잘 내는 것입니다. 

먼저, 아이들이 화를 낼 때 “왜 나한테 화를 내나” 하면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반
응하고 화를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화를 냈지만, 아이들이 화
를 낸 이유는  부모님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배가 고
파도, 몸이 아파도, 피곤해도, 선생님 때문에 화가 났거나 시험,숙제, 프로젝트 할 
것이 너무 겹쳐도 아이들은 편안하고 만만한 부모에게 화를 냅니다. 친구랑 무슨 
일이 있었든지 생각했던 대로 어떤  일이 안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에게 언제 부모에게 화가 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부모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들에게 시킬 때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방에서 한참 숙제를 하고 있는데 불러서 나가면 핸드폰이나 물을 갖다달라
고 할 때 정말로 짜증이 난다고 하네요. 아니면 안그래도 숙제나 방 청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숙제나 청소를 독촉할 때, 혹은 다른 형제와 비교당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화가 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의견이나 독립
심을 인정 안하고 어려서 무얼 아느냐며 부모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지나치게 간
섭할 때 매우 화가 난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부모가 화를 낼 때 자기들도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왜 본인이 화가 났는지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아이에게  실망했을 때, 부모의 자존심이 상처받아서, 너무 피곤할 때, 혹은 
배우자나 직장 상사 등에게 기분나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죄없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기 쉽습니다. 필자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마음이 힘들고 화가 나면 멀쩡히 
방에서 잘 놀고있는 아이들에게 방 치우라며 공연히 화를 냈던 미안한 기억이 있
어, 큰 다음에 ‘심심한 사과의 말’ 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사과할 일은 
사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과하는 부모를 아이들은 존경하고 자신들도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화가 나더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
지 못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부모의 언성이 높아지는 순간 귀가 딱 막힌다고 했습
니다. 그 다음부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안들린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가
족끼리 어느 단어나 몸짓으로 싸인을 정해서, 누가 화를 낼 때 그 싸인을 주는 것
을 권합니다. 싸인을 받은 사람은  잠깐 밖에 나가 걷든지 방에 들어가 조용한 시
간을 가지고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 생각해 본 후에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진짜 무엇 때문에 화가 났던 것인지, 그 일로 그만한 분량의 화를 내는 것이 적
절했던 것인지, 화를 나게 했던 문제점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말하고  의견이 다르면 중간점을 찾도록 합니다.

틴에이져들은 본인들 생각과는 달리 인격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지성과 판단
력의 발달이 감정적이므로 상황을 한 쪽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화를 낼 때는 자녀의 감정(feeling)에 촛점을 맞추지 말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
지 사실(facts)을 자세히 물어보되, 자녀의 말을 이용해서 “이러저러 해서 화가 났
니”라고 물어보고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십시오. “네가 왜 화가 
났는지 이해가 될것 같다”고 말해주십시오.  자녀가  대답을 바로 안할 때는 아무
리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Tell me when you are reday”  하면서 자녀의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자녀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의 탱크를 평소에 넉넉히 채워주세요. 부모님
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격려의 말과 인정해주는 말을 들으며 자
란 아이들은 왠지 마음에 여유가 있고 든든하여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민감하
게 반응하는 일이 적습니다.

AfterSchool Enrichment

화내는 아이들, 화내는 부모들

김선주 

포트리 고교 교사, 뉴저지 교육자협의회 (KAEANJ)회장.  
CarePlusNJ 상담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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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 Career Prep

[COLLEGE ADMISSION 
SEMINAR]
For Parents of 7-12th Grade Students
July 13th, 1pm : 
Helping your students choose the right major 
and college.

August 3rd, 1pm : 
Choosing Early Admission, Early Decision and 
Regular Decisions for College.

August 24th, 6:30pm : 
Choosing the right courses to prepare for col-
lege admission.

[COLLEGE CONSULTING 
PROGRAM]
Ten 90 min. weekly sessions divided into 
3 different groups
Instructor: Jimmy Kim
                      Certified College Planning Specialist

- To help students get ready for
college admission
- Group based classes to prepare 
students to increase chances of 
getting accepted

For 7-8th Grades 
Exploring my future College
Date & Time: Thus. 5:00pm - 6:30pm
Fee:  $200/10times

For 9-10th Grades
Building My Foundation 
for College
Date & Time:  Mon. 5:00pm - 6:30pm
Fee:  $200/10times

For 11-12th Grades
College Bound Juniors and 
Seniors
Date & Time:  Wed. 5:00pm - 6:30pm
Fee:  $300/10times

College Admission Seminar Series I
for parents of 7-12th Grade students

Thursday, May 11, 2017  at 1-2pm
Instructor: Jimmy Kim
                     Certified College Planning Specialist
                     KCC program director

“How can I position my kids to 
get into a good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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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 Career Prep

Is to create opportunities for high school 
students to meet and network with accom-
plished and successful young adult members 
of our Korean American community. Since the 
first YPN Night in 2005, the number of past stu-
dent committee members and past panelists 
has grown throughout the years, generating a 
YPN Alumni.

YPN Student Committee
Selected high school students (9-12th)
meet twice a month from September to June
to organize annual YPN night and to partic-
ipate in group workshops. Throughout the 
process the members learn to develop lead-
ership, civic responsibilities, networking and 
pride in Korean heritage. Members are award-
ed 45 hours of community service credits.
Meeting dates: 2nd and 4th Thursdays at 6:30pm 
Application Deadline: May 31
Announcement: June 30
Information: jimmy.kim@kccus.org

Annual YPN Night
Is organized by YPN student committee by 
choosing topics, inviting panelists and moti-
vating local high school students to attend, 
engage in lively discussion, and solicit advice 
in career pursuits. The event strives to intro-
duce high school students to many different 
paths they can take to succeed and provide 
guidance so that they may be able to achieve 
their dreams and goals. 
Date: 1st Saturday of April at 6:30-9:30pm 
(Dinner is served)

Annual YPN Alumni Dinner
Provides student committee members and 
panelists an opportunity to meet and net-
work each other. All past and current panelists 
and student committee members are invited. 
Honored guests are also invited to expand re-
sources for YPN. 
Date & Place: TBD

YPN Alumni Newsletter
An E-Newsletter is published quarterly to in-
form all YPN alumni of YPN programs and 
alumni updates. All alumni members are en-
couraged to offer articles and provides us any 
updates on their status.

[YPN PROGRAM]
Young People’s Network

Moderator: Gloria M. Kim (Managing director at J.P. Morgan)

Panelist:  Seo Jin Lee (Global Foreign Exchange Sales Analyst at Nomura Securities)

                  Grace H. Park, Esq. (Acting Prosecutor of Union County)

                  Robert Seo (U.S. CEO of Buzzvil)

                  Stephanie Shim, M.D. (Orthopedic Surgery Resident at Columbia Univ. Med. Center)

                  Major Steven Song (U.S. Military Academy at West Point)

                  Helen Whang (CEO of English Houng)

The 12th YPN Night
on Saturday, April 1, 2017

Being Korean in an American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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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 Career Prep

열심히 설명해도 대화가 잘 안 되는 상황… 
왜일까요? 바로 잘못된 영어 표현 때문입니다.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옮긴 듯한 표현이나 원래 의미와는 
다른 뜻으로 쓰는 콩글리시가 대화를 더 힘들게 합니다.

Hi Yeji, My daughter told me your son didn’t come to school yesterday or today. 
Is everything okay?
Oh yes, my son went to the hospital yesterday.
The hospital??!!  Why, what happened?
His condition wasn’t good in the morning, so he went there.
 ...??  I don’t understand.  Is he still in the hospital?
No, he is home.

Let’s speak English, not Konglish

Daily English

콩글리시 예문 1 
학부모 대화

A:

A:

A:

A:

B:

B:

B:

이 대화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물론 B 에서 입니다.  B 가 하고 싶었던 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Yeah... he wasn’t feeling well in the morning, so I brought him to see the doctor. The doctor 
said he has a cold, so I kept him home one more day today, just in case.

한국말로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다는 말을 영어로는 Someone isn’t feeling well 입니다.  또한 한국말로
는 우리가 개인 의사 사무실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병원에 간다고 말하지만, 영어에서는 doctor’s office와 
hospital 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hospital 은 주로 병이 심각해서 입원해야 할 때 가는 큰 병원을 가
리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B 가하고 싶은 말도 한국말을 그대로 번역하여 또 콩글리시가 됐어요.  한국말로는, “나 그날 다른 약속
이 있어서 미안하지만 않돼.  그 다음날은 어때?” 라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또 의사소통이 안됐네요.
“다른 약속,” 또는 “선약”은 “appointment” 도”promise” 도 아닙니다. 그럼 실제로 B가 무슨 말을 하고 싶
었는지 봅시다:

B:

예문 2 

Hey Yeji, wanna do lunch in two days?
Sorry, I have another appointment.
Oh...you have a doctor’s appointment?
No, I mean another promise. How about next day?
...Oh

A:

A:

A:

B:

B:

미묘한 차이지만 의사 전달을 방해하는 이런 잘못된 표현들을 바로잡으면 대화가 한결 수월해지겠죠?
실제 원어민이 쓰는 진짜 영어로 학교나 병원 등 영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말문이 트이게 하는 영어수업! 이제 
콩글리시 하지 마시고 KCC Daily English로 진짜 잉글리시 하세요!

I’m afraid I have other plans that day.  How about the day after?B:

[PRACTICAL ENGLISH]

Learn and Improve English
Vocabulary & Pronunciation for Beginner
Reading & Speaking for Intermediate
Reading & Writing for Advanced

Daily English
(Conversational English)
상황별 영어로 미국문화의 이해를 돕습니다.
Instructor : Jenny Kim
Intermediate: Tue & Thu 9:30-11:00am
Beginner: Tue & Thu 11:00-12:30 pm
Fee: $160/8 weeks ($8 교재비별도)

Career English
Interview Skills
Resume Writing
Professional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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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 Career Prep

The 8th Annual 

Young People’s Network (YPN)

Alumni Dinner  on June 8, 2017

YPN Alumni Dinner는 Student Committee Member들이 YPN Night 에 초
대된 Panelist들과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위해서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YPN Night이 올해로 12년째 되면서 그동안 초대되었던 Panelist와 졸업한 학
생들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Young People’s Network을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처음으로 Keynote Speaker를 초대하고 지난 12년의 Panelist들과 졸업
한 학생들을 포함하여 100여명이 모여서  The Yale Club of New York City에
서 YPN Alumni Dinner를 성대히 이루었다.

Registration & Reception   6:30pm

Welcome Marks    7:30pm
 Chris Kwon - Chair of YPN Committee  

Introduciton of YPN Program
 Jimmy Kim YPN Program Director
 YPN Student Committee Members
 Video & Presentation

Dinner     7:50pm
 YPN Night from 2005-2017

Keynote Speech    8:20pm
	 Timothy	Hwang	CEO	of	fiscalNote

Special Performance
 Heart Strings Cello Ensemble

Door Prize & Closing   9:00pm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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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Pottery 
실생활에 사용되는 컵, 꽃병, 그릇 등을 물레기법, 꼬
박 밀기, 성형, 유약 바르기, 초벌/재벌 구이 등의 방
법으로 제작하는 것을 배웁니다.
Instructor: Yeoun Kyung Park
Date & Time: Tue. 10:00-12:00pm
Fee: $150/4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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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B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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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in One Art 
미술의 기본인 드로잉 (연필, 목탄)부터 시작하여 파
스텔화, 수채화, 유화 등 다양한 기법을 배우는 성인 
미술 심화 과정. 소정의 훈련기간 후 미술관, 화랑가
를 탐방하며 뉴욕미술을 체험하는 기회를 드립니다.
Instructor: Sung Ho Choi
Date & Time: Fri. 10:00-11:30am
                                     2:00-3:30pm
                           Tue. 1:00-2:30pm
Fee: $120/4times

Digital Photo Program
사진의 역사나 이론 등 어렵고 딱딱한 수업방식을 
지양하고, 사진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
상생활에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사진 촬영방법과 
이미지 리터칭(Lightroom, Photoshop) 프로그램
을 사용해 촬영된 이미지들을 쉽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Instructor: Bojune Kwon
Date & Time: Tue. 10:00-11:30am
Fee: $120/4times

붓과 먹으로 화선지에 정성껏 선을 그리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하게 되요. 
서양화에 비해 부드러운 색과 여유로운 여백이 주는 동양적 정서의 미를 느껴보세요. 

작품을 완성하는 시간이 짧아서 지루하지 않고,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천연재료 흙의 
시원하고 

부드러운 촉감이 주는 
마음의 안정감.

도자기

자유로운 형태와 색채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그릇 만들기.

작품활동을 하며 흙을 질감을 느끼고 마음껏 두드리며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어요.
자체 구비된 가마와 물레를 이용하여, 초보자도 쉽게 흙의 기본성질을 이해하고 도예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그동안 만든 작품들을 모아서 매년 KCC 갤러리에서 열리는 수강생 작품 전시회에 출품 할 수도 있어요. 
가족과 친구들을 초청하여 나만의 작품들을 뽐내보세요.

한국의 멋과 운치가 담긴 수묵채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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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or Adult]
한인 2세와 외국인에게 한국어의 이해와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기본적인 필수 단어들을 중심으로 정확하
고 실용적인 한국어을 배웁니다.
Instructor: Jonghee Park
Date & Time: TBD
Fee: TBD
Korean Private Group for Adult
(By appointment only)
Fee: $90/4times

[시민권 시험 및 인터뷰 강좌]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을 위한 기본 영어, 시민
권 시험, 인터뷰 준비를 자세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Instructor: Keunho Lee
Date & Time: Mon. 10:00-11:00am
Fee: $20/4 times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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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4times

Computer - Google Apps/
             M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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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4times

*Private Lesson available. 
$50/hour by appointment

불안하고 막막한 시민권 시험과 인터뷰!
 KCC “시민권 준비와 인터뷰” 강의로 대
비하세요. 시험에 나올 예상문제를 풀어
보며 미국의 역사와 제도도 배우고, 발
음교정과 idiom을 통한 기본 회화 연
습으로 인터뷰에서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
한 N400 신청서 작성 방법도 가르쳐드
려요.

Computer Internet 
처음 컴퓨터를 접하는 분들을 위해 Windows 기본 사용법부터, 이메일 보내기, 인터넷 검색 등 
컴퓨터와 친해지는 첫걸음. 이제 가족과 친구들 도움 없이도 컴퓨터 자신 있게 쓸 수 있어요!

Computer Google App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생활에 밀접하게 쓰이는 사무용 프로그램 기능들을 구글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 복잡한 표와 서식도 구글앱을 사용하
면 거뜬히 만들 수 있어요!

매주 생각은 깊게, 마음은 따뜻하게 채워줄 
책을 읽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소통의 시간!

미리 책을 읽어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담 
없이 오셔서 책 이야기 나눠요.

시민권 준비와 인터뷰

컴퓨터

인문학 독서클럽
함께 책을 읽고 각자가 느낀 소감과 

삶의 경험들을 나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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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Guitar for 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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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ginner: Mon. 4:30-5:30pm
Intermediate: Mon. 5:30-6:30pm 
Fee: $80/4 times
(Private Lesson Available $50/hour by appointment)

지양길의 노래 교실 
클래식은 물론 가곡과 팝 등 다양한 장르를 기초 발
성법과 호흡법부터 감정처리와 테크닉까지 노래 부
르기의 모든 요소를 배웁니다.
Instructor: Yang Gil Ji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쥴리어드 음악대학 수료)
Date & Time : Tue. 1:00 ~ 2:00pm
Fee: $20/4 times

[EDUCATION]
한국역사 Session VI 
[한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민족의 뿌리를 찾아가 봅니다.
Instructor: Jaenam Kim  
             (고등학교 교사 전 테너플라이 한글학교 교장)
Date & Time: Wed. 4:00-5:30pm 
Fee: $10/4tmes

Classic Music History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 음악에 이르는 서양 음악사
를 생활속에서 쉽게 접하는 음악들로 친근하게 접
근 합니다.
Instructor: Chan Kim 
                  (New York Music School Director,          
                     Columbia University 음악교육학 석사)
Date & Time : Wed. 10:00-11:30am
Fee: $10/4tmes

인문학 독서 클럽
느리게 생각하기, 함께 생각하기, 생각 나누기!
읽고 싶은 책을 읽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해
봅니다.
Instructor: Seung Eun Kim
Date & Time: Tue. 1:00-2:30pm
Fee: $10/4tmes

지난 5월 10일에는 Cresskill Middle School 6학년 Charissa Soh양과 River Dell Middle 
School 7학년의 Myra Cui 양이 각각 2곡씩의 바이올린 연주를 통해 커뮤니티에 재능을 기
부하고 감동을 선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수업시간에 뉴욕/뉴저지에 거주
하는 재능 있는 학생들과 전문 연주자를 초청하여 라이브 연주회의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2년간 한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강의로 지역사회에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봉사를 해 오신 김재남 선생님
께서 2016년 The 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 – Gold medal 수상에 이어 2017년에는 KCC 
Gala에서 Outstanding Volunteer Award를 수상했습니다.  

Classic Music History

한국 역사 이야기 

바로크, 낭만주의부터 현대 클래식 음악과 오페라까지!
클래식 음악이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꼭 수강해보세요. 
각 음악의 시대적 배경과 유명 작곡가들의 개인사와 

작곡에 대한 에피소드를 듣다보면 
음악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다양한 시청각 자료가 풍부한 재미있는 역사수업. 
보고 듣고 느끼는 생동감 있는 수업을 통해 우리 역사를 배우는 시간.

고조선부터 근대역사까지 두루 살펴본 김재남 선생님의 강의는 
오는 9월에 다시 시작됩니다.

김재남 선생님 2017 KCC Gala 
Outstanding Volunteer Award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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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음악의 경쾌하고 밝은 리듬에 맞춰 즐겁게!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율동감이 넘치는 건강한 댄스!

빠른 스텝과 회전, 밀고 당기는 동작을 따라 하며 
신나게 춤을 추다 보면 어느새 하루치 운동도 끝!

굽은 목과 등,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아서 
몸의 균형을 되찾아 주는 스트레칭.  

요가와 필라테스, 발레 동작으로 유연성을 키우고 근육도 탄탄하게! 
바른 자세와 탄탄한 몸매로 건강한 삶을 가꾸세요.  

[Dance & Exercise] 
Super Slimdown 
요가, 필라테스, 발레 동작을 골고루 조합하여 자세를 교정
하고 근육을 강화시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로 가꾸어줍
니다. 
Instructor: Mee Jung
Date & Time: Mon. 10:00-11:00am
         Wed. 10:00-11:00am
Fee: $60/4times

Salsa Line Dance 
살사 리듬에 맞춰 라인을 만들어 방향을 전환하면서 
재미있게 스텝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Instructor: Donay Wilford
Date & Time: Tue. 10:00-11:00am
Fee: $40/4times

Power Line Dance
신나는 음악과 운동의 조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몸과 정신의 건강에 좋은 라인 댄스 입니다.
Instructor: Mee Jung
Date & Time: Mon. 1:00-2:00pm 
                            Wed. 1:00-2:00pm 
Fee: $10/4times

Step Up
K-pop과 Dance에 관심은 있는데 처음이라 자신이 
없는 분들을 위한 Dance 첫걸음! 누구나 쉽게 춤을 
배울 수 있고 운동효과도 높습니다.
Instructor: Mee Jung
Date & Time: Mon.11:00-12:00pm
Fee: $60/4times

Arirang Dance  (9월 개강)
한국의 전통무용의 동작들을 접목한 운동수업으로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어 유연성을 회복함과 더불
어 단아한 선이 아름다운 한국무용의 기초동작을 배
울 수 있습니다.
Instructor: Eunjoo Kang
Date & Time: TBD
Fee: TBD

Salsa Line Dance

Super Slimdown

“운동을 하면서 허리와 무릎 아프던 것이 나았어요! 
어느 날은 오전에 허리가 아파서 수업을 빠질까 고민하다 갔는데, 

수업 마치고 나니 아픈 게 나았어요.”
“크게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군살이 빠지고 옷맵시와 라인이 달라졌어요.”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탄력이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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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 Retirement Care

혈압측정과 의료 상담 
Dr. 한광수 선생님

잉글우드 병원 협찬으로 하는 
혈액검사

무료 홈케어와 의료보조기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 검진과 진료]
혈액 검사
혈당, 간기능, 신장기능, 콜레스트롤 검사 - $35
갑상선, 간염, 빈혈, 소변 검사 - 추가비용
Date & Time: 2nd & 4th Mon. 9:00-10:30am
*공복으로 10시까지는 오셔야 합니다.

건강 검진
일반내과 전문의가 진료해드립니다.
Date & Time: 2nd Tue. 5:00-7:00pm
Fee: $40  (예약 필수)

당뇨 교육
‘식이요법’ 당뇨관리로 합병증 예방을 돕습니다.
Instructor: 정순양 MS, RD, CDN 
(Clinical Nutrition  Manager at 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 /Columbia University  Medical Center)
Date & Time: 2nd Tue. 7:00-8:00pm (예약 필수)

[케어 메니지먼트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없이도 무료 홈케어 써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만성질환으로 혼자서는 생할 
할 수 없는 노인환자나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뉴저지 
주정부 프로그램. 버겐 카운티에 거주하는 영주권과 
시민권자에게 드리는 혜택 

메디케이드 신청 
65세 이상 노인환자 
개인 인컴이 월 수입 $2,205 이하 
개인 은행 잔고 $2,000 이하
부부의 경우 $4,000 이하 이신분

메디케이드 웨이브 신청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나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월수입 개인: $3,614, 부부: $4,873 이하  
은행잔고 개인: $40,000, 부부: $60,000이하 이신분 
 
담당:Jenny Ahn
Tel. 201-541-1200 ext. 117
Cell. 201-364-7186

건강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갑자기 자가면역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분의 수
입이 낮아 뉴저지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주었으나, 어려움을 겪던 중 저희 KCC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KCC
의 도움으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고 필요한 홈에이드 서비스, 메디케어 월 보험료 보조 프로그램 및 약처방 할
인 프로그램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기 검진으로 만성질환 예방!
KCC에서 저렴한 비용($35)으로 건강검진
• 혈액검사: 간기능, 신장기능, 혈당, 콜레스테롤
• 무료 혈압검사 및 비만도 검사
• 의료상담
               보험이 없는 분께 내과 전문의 진료 연결
               - 내과진료: 매달 2째 화요일 오후: 5:00
                - 혈액검사: 매달 2, 4째 월요일 오전: 9:00-10:30 

메디케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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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Retirement Care 프로그램]
Activity Program 
1. KCC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운동과 댄스, 아트, 컴퓨터, 인문학 강의, 
    노인복지, 은퇴준비, 노인법, 자원봉사프로
    그램, 여행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3.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강비가 있습니다.

Retirement Club
1. Retirement Club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됩 
     니다. (등록용지참조)
2. 65세 이상으로 KCC 회원이 되셔야 됩니다.
3. Monthly Meeting에서 회원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4. Care Management Program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are Management Program
1. 혼자생활이 힘들어 장기간호가 필요한 경 
     우, Care Manager가  집을 방문하고 필요 
     한 써비스를 받기위한 계획을 도와드립니다.
2. 써비스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드리 
    고 가능한 써비스도 연결해 드립니다.  
3. 써비스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4. Retirement Club 회원에 한하며 65세이 
    상의 KCC 회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 
    다.

[실버타운 건립 계획]
1. 실버타운 건립위원회 설정
2. 실버타운 건립 프로잭트를 위한 사업계획  
     설명 및 기금 모금 켐페인
3. 실버타운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현 KCC에서 멀지않으며(30분이내) 
     환경좋고 교통편리한 장소로
     약 5-10 에이커 부지
4. 실버타운 건축 계획
     KCC 실버타운은 은퇴 아파트와 
     activity 시설이 합친 종합시설
     첫단계: 50 아파트
5. 건립기간  약 5-10년
6. 입주비와 관리비: 후일결정

Health & Retirement Care

BRIGHTVIEW SENIOR LIVING 
(https://www.brightviewseniorliving.com)

Address: 55 HUDSON AVE, TENAFLY, NJ 07670 
Tel: 201-775-4667  
Address: 396 FOREST AVE, PARAMUS,NJ07652 
Tel: 201-561-7221

TENAFLY에 소재하며, 위와 같이 필요에 따라 상담
을 통해 
ASSISTED LIVING, 
DEMENTIA CARE PROGRAM을 제공합니다. 

최근 OPEN한 PARAMUS에서는 
INDEPENDENT LIVING, 
ASSISTED LIVING, 
DEMINTIA CARE 를 제공합니다. 

Senior Living Community 탐방

은퇴후의 주거환경은 LIFE STYLE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은퇴를 기획하거나 은퇴한분들을 위하여, NJ에 소재
한 SENIOR LIVING COMMUNITY들을 소개합니다.  대개의 시설들은 공용 식당, 게임룸, 거실, 서재, 운동시설
등이 고루 갖춰져 있고, 강의 또는 취미생활을 함께 할수 있는 PROGRAM등이 있어, 운전하여  나가지 않고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 있습니다. 필요에따라 상담을 통해 맞춤형 선택을 하게 되며, 주거 비용은 개인의 서비
스 필요에따라 산정됩니다. 아직은 한인은퇴자들의 이용이 적지만 장래에는 한국에서와 같이,  COMMUNITY 
LIVING이 은퇴자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선택으로 한인들의 수요가 증가될것으로 기대됩니다. 

누구나에게나 다가오는 은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SUNRISE SENIOR LIVING 
(https://www.sunriseseniorliving.com)

Address:  3 TENAKILL PARK DR EAST
                    CRESSKILL, NJ 07626 
Tel: 201- 871-0300

CRESSKILL에 위치하며,
 INDEPENDENT LIVING 
(질병으로 인한 제한이 없는 분)
ASSITED LIVING 
(질병이 있어 의료진의 관리가 필요한분)
MEMORY CARE 
(치매등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분) 
SHORT-TERM STAYS 등을 고루 갖춘 
SENIOR LIVING COMMUNITY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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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lture & Heritage  

Korean Culture Resources 
Rental (한국문화 물품 대여)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문화의 체
험, 전시, 공연등을 준비하는 단체 (학교, 도서관, 학
부모단체등)들에게 한국문화 관련 물품을 대여합니
다. 또한 한국문화 관련 물품들을 기부받아 모으고 
있습니다.
연락: 201-541-1200 ext. 111 or 123  
담당: William Kang

Annual Korean Traditional 
Dance & Music Night 
(한국무용의 밤)
2006년에 시작되어 한국전통 음악과 무용의 고귀함
을 지역사회에 알려서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심어주
고 공연뿐아니라 체험 워크샵을 통하여 즐겁고 쉽게 
한국전통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매년 11월 첫 토요일 7:00pm

Annual Kyung-Uhn Scholar-
ship Speech Contest on 
Korean History, Culture and People
The mission is to promote greater understand-
ing of  Korean history, culture and people on 
the part of young students, so that they may 
become more effective contributing members 
of  today’s multicultural society.

Hosted & Sponsored by Kyung-Uhn  Scholar-
ship Ass. of  Kyunggi Girl’s High School Alum-
nae Ass. of Greater NY

Date and Topic are announced on 
www.kscholarship.org

Kyung-Uhn Scholarship Speech Contest
on Saturday, April 29, 2017

The 7th

Award Winners (total 12 students)

1st Award : $1,000

        Sohee Kim (Northern Valley Reg. HS at Old Tappan)

2nd Award: $500 each (2 students)

        Christine Han (Ridgewood HS)

        Joanna Jo (Palisades Park HS)

3rd Award: $300 each (3 students)

        Andrew Lee (St. Francis Preparatory School)

        Youna Choi (Bergen County Academies)

        Derek Chun (John P. Stevens HS)

Finalists Scholarship: $100 each (6 students)

        Bing Chen (Brooklyn Technical HS)

        Shannon Dussman (Columbia HS)

        Soonmyung Hwang (William Fremd HS)

        Seunghoon Kim (Ridgefield Memorial HS)

        Jiwon Estee Yi (The Bronx High School of Science) 

Research/Content Award: $300 each (2 students)

        David Oks (The Masters School ) 

        Christine Han (Ridgewood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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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eer Program

KCC 자원 봉사 안내

1. 참여대상
     중학생 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2. 봉사 활동 종류
     •강사  (Instructor)
     •수업 보조교사(Teaching Assistants)
     •요리 봉사자(Cook)
     •주방 도우미 (Kitchen Helper)
     •사무 업무 보조 (Office Assistants)
     •특별 행사 활동 도우미
       (Special Event Volunteers) 

3.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KCC 홈페이지(www.kccus.org) 
의  상단  Members& Donors / Volunteers 를 통
해 봉사활동 신청서(Volunteer Application)를 
제출

4. 자원 봉사자 혜택
중고등 학생들은 Community Service Credit 을 
받음/ KCC 회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크레딧 
포인트를 드림 
*연 봉사일 포인트
     1-12일            1 point 
   13-24일           2 points
   25-36일           3 points
37일 이상           4 points

Annual Volunteer Appreciation Lunch 에 초대 

처음 봉사를 선택할 때는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랐던 맘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봉사를 해 나가
며 깨달은 것은 그들의 웃음을 통해 내 자신이 더 즐겁고  세상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어 존재할 만한 이유와 성
취감을 얻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선연 회원-

수업지도교사

수업보조교사

사무업무보조

요리 봉사자 및 주방 도우미

Classic Music History 
강사 

최은정 선생님

사무업무보조

이방미 회원님

도레미 팡팡 수업 
보조교사

*요리 봉사자: 김현우, 양승화 회원님   *주방 도우미: 정선연, 조영주 회원님

봉사활동은 따뜻한 마음과 소중한 재능을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 나눔 활동입니다. 

함께해요!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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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 Donors

KCC Membership

KCC 멤버쉽은18세 이상의 성인에게 적용되며 
멤버쉽 유효기간은 등록일 부터 1년입니다. 가
족회원은 부부와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
며 후원자들에게는 가족회원권을 드립니다. 매
년 회원권을 갱신함으로 포인트를 적립하여 프
로그램에 할인과 우선을 받습니다. 유효기간을 
지켜서 갱신하시는 분은 보너스 1 포인트를 드
리고 Member 만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적립한 포인트를 잃고 Donor는 후원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적립한 포인트를 잃습니다. 

일반회원 (Member) 

TYPE           연회비 포인트
A  개인           $100      1 
B  가족           $150      1 

후원회원 (Donor) 

TYPE           연후원비      포인트
C Friend           $200-$499           2 
D Friend           $500-$999           3 
E Friend           $1,000-$4,999       4 
F Partner         $5,000 or more     4 

회원가입 방법
직접 방문 혹는  KCC 홈페이지
( www.kccus.org)를 통해 가입

회원 혜택
1. KCC 프로그램 등록
2. YPN과 Retirement Club 참여
3. 자원봉사로 포인트 적립 (최다 연4포인트)
4. 개인 용도로 장소대여
5. 도서대여 
6. 적립한 포인트로 프로그램 할인: 
     포인트      할인율
      2-10      10% off
      11-20      15% off
      21-30      20% off
      31-40      25% off
      41-50      30% off
      51-60      35% off
      61-70      40% off
      71-80      45% off
      81이상    50% off

7. 회원 가입시 선물 증정 
(미니타올, 미니 보자기, 팟 홀더, 파우치 중 택 1)
8. 기존회원이 신입회원을 데려올 경우 
     KCC Gift Card ($10 Value)를 기존회원에   
     게 증정. 
9. 후원금은 세금면제 됩니다.

생활에 활력을 주는 파워라인 댄스 
($10/4times)

KCC에서만  들을 수 있는 
$10 수업료의 프로그램과

 Member Free 수업을 통해 
몸도 건강! 마음도 힐링! 지식도 쑥쑥!

건강한 삶의 자리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힐링과 지식을 동시에 Classic Music History
 ($10/4times) 

활기 가득찬  Children Sports Club
 ($10/4times) 

신비한 세계속으로  서양 미술의 재발견
 (Free seminar) 

Join the KCC &
Make a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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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Grove St, Tenalfy, NJ 07670 www.kccus.org

www.HondaofTenaflyKorean.com

1-201-374-8405
DISCOVER MORE SAVINGS AT:

TMFrom your friends at

Ask about our 
$500 College 

Graduate Bonus!

Receive 
$25

American Express Gift Card** 
with scheduled test drive!

*All vehicles with approved credit plus tax, tag, title, license plus additional fees. See dealer for full details. Cannot be exchanged for cash value. Must purchase new or used 
vehicle and take delivery by 9/30/17 to receive HMART card. Based on limited supply. Must mention offer at write-up. Limit one per vehicle purchase. Not valid on previous 

purchase. **Cannot be exchanged for cash value. Must show up for a previously scheduled test drive to receive AMEX card. Based on limited supply. Must mention offer at start 
of appointment. Limit one per household. Not valid on previous appointment. Offer expires by 9/30/17.

Receive $100 HMart Gift Card*

with vehicle purchase!

…And, we’ll donate $100 to the 
Korean Community Center in your na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