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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역사

2000:창립자마계은회장은 한인시니어사회가건강하고독립적인생활을영위할수
있도록비영리단체 Friend of Grace Seniors (FGS)를 뉴저지포트리에설립하여
의료복지, 문화교육, 그리고노후복지등의프로그램을제공하기시작하였다.

2004: FGS Korean Community Center로 기관명을바꾸고뉴저지잉글우드로
이전하였으며, 한인청소년네트워크(Young People’s Network)를 구성하여시니어
커뮤니티뿐만아니라모든연령층을아우르는화합의장을열었다.

2013-2015: 2013년 부터뉴저지테너플라이에자체건물을짓기시작하였으며,
2015년 1월새건물로이전하였다. KCC 한인동포회관명칭으로새롭게문을열고한국
문화예술교육, 유아및어린이프로그램을강화하였다

2019: KCC한인동포회관은전문기관들과파트너십을맺고재취업&평생교육프로그램
등다양한신규프로그램을시작하여기존의교육/문화활동을뛰어넘기위한노력에
박차를가하였다. 또한자폐아동가정을위한이니셔티브, 무료법률상담등보다
심층화된프로그램을개설하여한층선진화된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였다.

2020: COVID-19 라는변화된상황속에서온라인수업개설, COVID 구제기금배부및
개인보호장비지원등위기속에있는한인동포들에게도움을주는진정한커뮤니티
센터로서의비전을제시하였다. 또한지역단체들간의정보교환과상호간지원협조에
힘쓰고더욱긴밀한파트너십을구축하였다.

KCC 한인동포회관은...

18개월부터 90세이상의시니어들을위한한인들의평생교육원

한인들을위한공공서비스제공

한국문화홍보지원

미국사회와의가교역할을감당하고있습니다

KCC한인동포회관은 501(c)(3)에속한비영리단체로문화,교육,의료,공공복지등을위해
일하는기관입니다

History of KCC

2000: KCC was founded in 2000 by Dr. Kye-Eun Ma initially under the name of
Friends of Grace Seniors (FGS) in Fort Lee, NJ as a non-profit organization for
Korean seniors to easily access , social, cultural, educational, and health/
welfare services.

2004: The organization was renamed to FGS Korean Community Center and
moved to Englewood, NJ, in 2004. It has expanded quickly, forming the Young
People's Network (YPN) for second generation immigrants and thus continuing
to empower not only the senior community but also all age groups.

2013-2015: In 2013, KCC purchased property in Tenafly, NJ and started the
construction of its own building. In 2015, the facility opened its new doors
under the name of Korean Community Center (KCC) with more programs for
young children and infants along with programs focusing on promoting
heritage and cultural enhancement.

2019: KCC partnered with specialized organizations to accelerate efforts
beyond existing educational and cultural activities by launching initiatives such
as senior re-employment support programs, open learning programs, the
career community support program, special need initiatives, and pro-bono legal
counseling.

2020: Since the COVID-19 Pandemic, the KCC demonstrated its leadership and
service as a community center by providing online courses, distributing Corona
Relief Funds to undocumented Korean residents, and donating personal
protectective equipment (PPE) to local hospitals and low-incom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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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ommunity Center is a nonprofit, 501 (c)(3) charitabl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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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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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들이문화와언어의장벽을넘도록실질적인도움을드리고스스로를
돕고이웃을도움으로한국문화와정체성을증진시키고미국사회와의
가교역할을하고자합니다.

모든분들의건강하고독립적인생활을증진시키고문화와교육, 아웃리치,
의료복지, 시민옹호를통해서한인들을주류사회에연계하고자합니다.

Mission

사명

Vision

비전



SOCIAL & HEALTH SERVICES

Care Management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버겐 카운티 시니어 점심식사 프로그램
Grab & Go Senior Meal

시민권 신청 대행 서비스

프리미엄 건강검진 서비스 건강보험 상담

KCS와 함께하는
무료 B형 간염검사

SHIP
(State Health Insurance Program)

메디케이드또는롱텀케어메디케이드
(널싱홈또는홈케어)를비롯한각종

소셜서비스상담및신청을
직접도와드립니다.

(Food Stamp, PAAD, Medicare
Premium공제, SSI, LIHEAP상담)

뉴욕한인변호사협회와공동주관하여
주택, 가정, 형사, 노동, 시민권신청,
이민, 위임장, 의료대리인지정, 일반법
등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제공합니다.

매달첫번째화요일 7-9 pm

버겐카운티의 60세이상노인들을
위하여전문영양사가영양을골고루갖춘

음식으로식단을구성합니다.
일주일전에예약을하면KCC에서
음식을픽업할수있습니다.

* 권장기부금: 한끼식사당 $1.25

미국시민권신청을위한
N-400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신청비용: $200

잉글우드병원과협력하여진행되는
건강검진서비스로KCC회원및

신규회원들께 1년에한번혈액검사및
(일반, 당뇨, 빈혈, 갑상선검사)다양한
전문의들과의의료상담을제공합니다.

뉴욕뉴저지지역오마바케어,
뉴저지패밀리케어 (NJ family Care),

메디케어상담및신청을
무료로도와드립니다.

매달셋째주금요일 9-11am

예약필수!

무보험자대상으로
B형간염검사를해드립니다.

메디케어신규가입자에게전반적인
혜택에대해설명하고상담과지원을

제공합니다.

SN F I
KCC

KCC 한인동포회관은 Autism Spectrum Disorder (이하 Autism)에대한대중들의
인식개선및 Autism이있는자녀들의독립적인삶을지원하고, 가족및대중들에게

필요한교육을제공하기위하여정보및지원센터로써정기적인세미나,
정보포털사이트운영, 서포트그룹후원등의서비스를제공합니다.

Free & Open to Public

SPECIAL NEEDS FAMILIES INITIATIVES

자폐아 가정을 위한 이니셔티브

Public Seminars
정부기관서비스와관련된펀딩지원자격및지원방법, 자폐증자녀의취업프로그램
성공사례를중심으로한직업훈련과취업을위한교육서비스및재정지원방법, 특수교육
평가과정과자격심사, 연방특수교육법에관련된부모들이알아야할권리, 무료가족
프로그램등대중들에게관심이있는실질적이고유용한주제를바탕으로관련전문가를
모시고분기별세미나를개최합니다.

Parent Meeting
스페셜니즈부모모임은전문강사와함께그룹별로자유롭게질의응답을하며자폐증에
대한전반적인정보를공유하고커뮤니티의참여를돕는모임입니다.

Volunteer Build-up
자폐세미나와부모모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이와관련하여봉사해주실분들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는세미나업무보조, 관련자료수집, 영한통역등입니다. 또한 KCC를
통한지속적인자폐관련교육에대해관심있는분들의많은연락바랍니다.

- Raise Your Hand는 Autism 관련 Volunteer 네트워크를활성화하기위해
Volunteer에게이와관련한교육을제공하는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반기와하반기에한번씩진행되며수료후 KCC에서교육이수증을제공합니다.

Autism Information & Resources 정보 포털 사이트 운영
KCC 웹사이트로들어가시면다양한관련정보들을접할수있습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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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TECHNOLOGY

한국과세계명작작품들을함께읽고
토론하며서로의생각을나누고소통을
합니다. 내가보지못한것을다른
사람을통해보게되는소중한경험을

체험해볼수있습니다.

Healing Book Club

문학산책

나의자서전쓰기

내인생의명작

익숙하지않은컴퓨터와스마트폰등
기본적인사용법을배워생활에편리하게

사용할수있습니다.

Free Elderly Tech

Smart Phone:
Android/Iphone/iPad

Computer Class

COOKING& HEALTH

LANGUAGE

HISTORY

역사공부를통해과거의사건을
배우고, 현재를해석하며미래를
바라보는시간을가질수있습니다.

미국의근현대사

서양역사이야기

Art History

한국사이야기

대한민국과인문학

간단한단어부터회화까지자신있게
영어와한국어를배울수있습니다.

Elderly English

Korean Class For Adult

Daily English

우리가족의건강을지키고면역력을
높이기위한식재료, 한의학적
치료방법, 요리법등을
직접배워볼수있습니다.

Mom’s Kitchen

Monica Sull’s Healthy Food

건강한밥상만들기

면역력과한의학

EDUCATIONAL PROGRAM: ADULT

OTHERS

기타다양한 KCC의클래스를통해
유용한정보도얻고, 삶의질을
풍요롭게할수있습니다.

두뇌게임마작

월요강좌시리즈

시민권시험및인터뷰강좌

EDUCATIONAL PROGRAM: ADULT

미술활동을통해구도, 명암, 색감을
배우고, 붓테크닉을기르며

미술작품을보는안목도기릅니다.

한국전통민화

Digital Photo

Calligraphy

All in One Art

Watercolor Painting

수묵채색화

‘빚다’ 생활도예교실

실버아트

운동및댄스를통해기분전환 및정신
건강을증진시키고, 뼈와근육을

강화시킬수있습니다.

타이치

한국무용

KCC Pingpong Club

어울림라인댄스

Salsa Line Dance

스트레칭요가

파워라인댄스

왈츠, 폭스트롯, 룸바, 차차차

나만의레시피로만드는핸드메이드
작품만들기를통해실생활에서사용

가능한매력적인제품을
만들어볼수있습니다.

비누/양초만들기

Wax tablet

호박센터피스

펠트

ART

CRAFT

DANCE& EXERCISE

FINANCE& ECONOMY

PSYCHOLOGY&COUNSELING

미국실제생활에필요한경제원리와
개념등을알아보고경제지식의기본을
마스터하여실생활에적용해봅니다.

미국에서부자되기

월가의투자대가들

Financial Planning

College Financial Seminar

삶속에서쉽게겪는우울증, 스트레스등에
대한기본이해와함께행복한삶을위한

긍정적인정서에대해
심도있게배울수있습니다.

소통과공감

마음건강돌보기

긍정의심리학

회복탄력성을통해마음면역력기르기

MUSIC

음악의기본적인이론과감상법을
배우고, 악기를연주해다른회원들과
함께취미생활을해볼수있습니다.

Harmonica Club

Guitar Club

Singing Club

Classic Music History

두드림난타

가야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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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PROGRAM: CHILDREN

IQ EQ정서발달프로그램

아이의발달단계에맞추어친구들과
자유롭게놀면서사회성, 표현력,
리더쉽등을배우고자존감을높이는

놀이수업입니다.

콕콕콕오감놀이터

창의폭팔가베놀이

FUN LANGUAGE

영어뿐만아니라한국어, 중국어등
제2외국어를기본적인문법부터실용적인

회화까지원어민선생님에게
체계적으로배웁니다.

재미있는READING CLUB

재미있는CHINESE

재미있는한국어

이해쏙쏙MATH
초등학교저학년을위한수학수업으로
단계적으로수학개념을습득하고
반복학습을통해학업의능률을

높일수있습니다.

이해쏙쏙Math 1

이해쏙쏙Math 2

이해쏙쏙Math 3

IMAGINATIVE ART
창의성, 표현성, 구성력, 색감등을

길러주는재미있는유아미술수업뿐만
아니라수채화, 유화, 조소등고학년
학생들을위한전문적이고체계적인

미술수업을배워봅니다.

Kids Clay

신나는창의미술

Intensive Art Training

Portfolio

상상의나라Art & Craft

수리수리마수리매직쇼

MUSIC SCHOOL
KCCMusic School은각분야의전문가
선생님과함께클라리넷, 첼로등 다양한
장르의음악을접해보고자신도몰랐던
음악적꿈과소질을발견합니다.

첼로

클라리넷

DANCE& EXCERCISE

신나는음악에맞춰스트레칭, 근력
운동및리듬감등자세교정과
성장발육에도움이되는운동의
기본기를재미있게배워봅니다.

Kids Ballet

Teen K-pop Dance

KCC양궁교실

어린이드림난타

음악줄넘기

KCC회원자녀대상무료프로그램으로
YPN소속학생들이

숙제및공부를도와줍니다.

대상: K-5th Grade

-Online -

KCC CHILDREN & YOUTH

국악 예술단

한국의전통음악에관심이있으며
한국음악의아름다움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8세이상어린이및청소년은누구나

참여할수있습니다.

소속단원활동을통해즐거운
예술교육및다양한공연의기회를

제공하고자합니다.

KCC

창의력과상상력을키우며,
밝고긍정적으로

즐거움이넘쳐나는여름캠프!

대상:K-5th Grade

매해어린이들및청소년들의

예술적창의성을발굴하고

한국전통문화유산을계승하고자

어린이청소년미술대회를개최합니다.

KCC 어린이 청소년
미술대회

음력설맞이

KCCClass발표회

CHILDREN & ADULT SPECIA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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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고유의명절음력설을맞아KCC의

유익하고다양한프로그램을통하여한층

성장한모습을발표하며, 모든세대가함께

어우러지는시간입니다.

저자와의대화

KCC는커뮤니티문화육성을위한노력의

일환으로분기별저자와의대화를통해

유익한시간을제공하고있습니다.



KCC를후원하는여성그룹으로매달
정기모임을통해친목을다지며다양한
행사를통해KCC를지원하고있습니다.

KCCWOMEN’S CLUB Golden Club

KCC골든클럽은

60세이상의KCC회원이되면

누구나신청할수있습니다.

KCC Children’s
E-Learning

Support Class KCC 유아 창의 학교
우리아기의첫사회생활의시작!

18개월부터 40개월아기들의

전인적발달에도움을주는다양한

수업으로구성됩니다.

자녀들의온라인학습

지도가어려운부모님을

대신해 KCC 가

도와드립니다.

Glorious 15years of the YPN
and many more to come

16기 YPN 학생 및 학부모 일동

KCC Young People's Network
www.kccus.org/ypn

was established to create opportunities for high school students
(9 - 12th grade) to meet and network with accomplished and successful young
adult members of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to practice leadership.

YPN Workshop:
These workshops are special sessions intended to educate and help develop
essential skills like leadership and public speaking, Korean heritage and history.

YPN Annual Event:
YPN Night and YPN Graduation Banquet. These events offer high school students
with a unique opportunity to meet and network with accomplished and
successful young professional member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YPN Community Service:
This program is designed to be eligible for the Presidential Volunteer’s Service
Award nomination.

YPN Scholarship:
Who can apply?
All past and current YPN members who currently attend a college, graduate
school or planning to attend college in upcoming school year.

How to apply?
1. Application form 2. Essay 3. Most recent FAFSA 4. Most recent transcript

College Readiness Program

아이비리그출신멘토그룹인 Ja-Tek및
다양한전문가와함께배우고생각하고
토론하는세미나들입니다.

1. College InterviewWorkshop

2. College Essay Workshop

3. Public Speaking & Leadership
Skills Workshop

EDUCATIONAL PROGRAM: YOUTH

For 9-12th high schoolers
and graduating
high school sen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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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CAREER SUPPORT PROGRAM

자격증 /수료증취득프로그램

각분야별전반적인이론및
기본과정을배우고

실습을통해기술을습득할수있습니다.
각과정이수후자격증또는
수료증이수여됩니다.

Mental Health First Aid

만성질환관리 6주교육프로그램

전문코딩자격증

드라이플라워자격증반

사무능력향상프로그램

업무에보편적으로사용되는
프로그램을체계적으로배워문서작성,
정보수집, 데이터관리등의능력을
향상시켜편하고스마트하게
업무를처리할수있습니다.

퀵북

엑셀실무기초/중급/고급반

구글완전정복

스타트업지원프로그램

교육과정이후취업또는소자본으로
나만의창업및부업이가능합니다. 전문
강사가자세하게강의하며경험이없는
초보자도쉽게배울수있습니다.

나도글로벌Youtuber!

글로벌셀러 1인창업교육세미나

그래픽디자이너첫걸음

나만의쇼핑몰만들기
(WebDesign&Online ShoppingMall)

재취업지원프로그램

다양한취업정보세미나및
취업기회를제공하여, 미국에서
안정적인직업을가질수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시니어취업설명회 (Easterseals)

K-Move 미국취업지원세미나

Become a Foster Mom

재취업 & 평생교육 프로그램
건강하고독립적인생활을지원하는KCC CCSP는체계적이고전문적인과정을통해

재취업에대한자신감을심어주고,평생교육을통해배우는즐거움을느끼고자기계발을격려합니다.

VOLUNTEER/
TEACHER

APPRECIATION
LUNCH

KCC한인동포회관은

자원봉사자의힘으로운영됩니다.

매해12월에1년동안수고해주신

강사들과자원봉사자들을모시고

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ANNUAL EVENTS

KCC Women’s Club

Bazaar

Annual Gala

기금모금을위한연례만찬

KCC는한인동포들의문화,

교육, 공공복지등을위해

일하는비영리단체로

여러분들의기부와후원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KCC 이사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연간 일정 금액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KCC Honor Society로 모십니다.

Free Admission

한국무용과음악의밤

Korean Dance &
Music Night

시니어생활에필요한

유용한정보를

드립니다!

KCC SENIOR EXPO
시니어생활박람회

바자회를통해모은기금은

한인동포들에게

더나은서비스를

제공하는데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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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USE SPONSORSHIP

KCC의카운셀링룸부터세미나룸, 발레룸, 갤러리,
아트스튜디오, 쿠킹룸, 그랜드볼룸등 모든공간은

교육및세미나, 동창회, 음악회, 시험, 돌잔치, 피로연,
주주총회및송년회행사등원하시는

용도로사용할수있습니다.

공간이용기금은전액커뮤니티프로그램에
재사용됩니다. 커뮤니티를위해KCC를이용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KCC GALLERY

지역문화예술발전을위해 2001년문을연KCC
Gallery는대중들에게쉽고즐겁게예술과의만남의
기회를제공합니다. 전시및다양프로그램을통해
역량있는작가들을지원할뿐만아니라, 대중들에게

미술의이해를돕고생활속에서
예술을향유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KCC LIBRARY

커뮤니티의책읽는문화를지원하는KCC도서관은한글
및영문책 3,000여권을소장하고있으며KCC회원및
자원봉사자들께무료로대여합니다.

또한 2019년부터저자와의대화프로그램과월간
북클럽도운영하오니많은참여바랍니다.

KOREAN HERITAGE

KCC한인동포회관은한국문화에대한이해를높이고
한국문화와친숙해질수있도록학교및도서관등
비영리단체와한국학교등기관들에게한국문화물품
무료대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한국문화관련전시, 교육및체험행사등에유용하게
활용하실수있습니다.
한국전통물품이나물품구입금도네이션도받습니다.
뜻있는많은분들의참여를바랍니다.

1. PremiumHealth Services

2. Earn credit point(s): 1 point + 1 Point bonus on renewal

3. Take classes and receive discount according to earned credit points

4. Participate in the KCC programs&events

5. Apply for Young People’s Network(YPN)

6. Apply for Homework Club

7. Apply for Golden Club

All your contribution is tax deductible.

1.DONATION: Your Contributionsmake ourwork possible! Help us promote
healthy and independent living for all communitymemberswith your
donation!

2.NAMEDGIFTOPPORTUNITIES:KCC is pleased to offer a variety of excellent
opportunities of recognizing your support through a named roomor space. A
named facility gift is an excellent way to celebrate one’s own family name, or to
honor a loved one or respected friend.

3.CORPORATEMATCHINGGIFT:Double your donationwithmatching gift
program fromyour company! Please seek either 'Friends of Grace Seniors
(Original name of KCC)' or "Korean Community Center (Tenafly)' when
submitting yourmatching gift.

4.AMAZONSMILE: Your Amazon shopping can support KCC! Please select
Friends of Grace Seniors (original name of KCC) at smile.amazon.comand
enjoy your shopping! Amazonwill donate 0.5%of the purchase price from your
eligible AmazonSmile purchases.

5. INTERNSHIP&VOLUNTEER : Presidential Service AwardCertifiedOrganization.

7.KCCMEMBERSHIP: Themembership term in one year, beginning on the
date of registration.
IndividualMembership: $120/years (19 years of age older)
FamilyMembership: $150/ year (Couple&Children under 18years)

KCCMEMBERSHIP BENEFITS

Thank you all KCC members and suppo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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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 KCC는한인동포들의문화, 교육, 공공복지등을위해일하는비영리단체로
여러분들의기부로운영되고있습니다.
•기부금은세금공제가됩니다.
•기부자기념벽 : 본관 1층로비기부자기념벽에일정금액이상후원하신후원인들의
성함을보존해드립니다.

• Named Gift Opportunities:일정금액을후원하시면, KCC시설물에후원인의
성함이들어간명패를게시해드립니다.

2.아마존스마일: ‘Friends of Grace Seniors Inc (KCC의초기기관명) ‘를지정해
주시면, 여러분의구매금액중 0.5%가 KCC후원금으로적립됩니다.

3.인턴십과자원봉사자:재능기부로후원해주십시오. (대통령봉사상지정기간)

4.매칭펀드:기부시근무하는회사의Matching Fund Program에서 Friends of Grace
Seniors Inc (KCC의초기기관명)또는 Korean Community Center 를지정하면
두배의후원금이KCC로지급됩니다.

5. KCC연회원가입 :
•일반회원: 개인회원(19세이상성인)또는가족회원 (부부및 18세이하자녀)을
선택하여가입할수있으며유효기간은등록일로부터 1년입니다.
(개인회원권: $120/year, 가족회원권: $150/year)

•후원회원: $300 이상후원하시는분들에게는 1년가족회원권을드립니다.

KCC를후원하는다양한방법!

1. 프리미엄건강검진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2. 회원가입시적립한포인트로수업료할인을받을수있습니다.

3. KCC도서관에서도서를무료로대여할수있습니다.

4. Young People’s Network(YPN)에 참여할수있습니다.

5. Golden Club에참여할수있습니다.

6. Homework Club에참여할수있습니다.

7.저렴한가격으로수업을수강할수있습니다.

*특별한사람에게감사한마음과함께KCC연간회원권을선물하세요.
KCC는멤버들의건강하고독립적인생활을증진시키기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합니다.
주변분들에게회원권을선물하시고함께다양한혜택을누리세요!

KCC한인동포회관회원혜택

Korean Community Center 100 Grove St. Tenafly, NJ 07670 T. 201-541-1200 www.kccus.org

KCC회원과후원자가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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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different when Gateaux Bakery makes it.

24년 전통의 수제 제과 전문 베이커리
갸또가 만들면 다릅니다.

EST.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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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릿지 한인양로원이
새로운 가족이 되어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드립니다 .

메디케어나 보험으로 모든 비용이 커버됩니다 .

자세한 입주상담과 절차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All costsarecoveredwith Medicare or insurance

973-835-3781/ 201-978-2638

전화: 201-978-2638
팩스: 973-835-7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