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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수) 정기이사

회를 신관에서 개최하

고 다음과 같은 토론과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

이 새로운 임원진을 선

출하였습니다. 

*회장: 원철호 

*서기: 한미경 

*재무이사: 이문희   
 

-관장으로부터 후원의 

밤 행사 결과 보고를 받

았습니다.   
 

-이사회에서 늘어난 노

인점심영양프로그램의 

수요에 따른 카운티 추

가 펀딩에 대해 보고받

았습니다.  
 

다음 정기 이사회는 5

월 22일(수) 오후 6시 

30분에 신관에서 개최

하오니 회원님들의 참

여를 권장합니다.  

이사회 소식 “더 큰 비젼을 가지고 봉사회의 역사를 계속해서 ...”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여러 칭찬 중에 가장 기분 좋고 또한 

가치있는 칭찬은 아마도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칭찬이 아닐까 합니다. 이 말

은단기간 안에 겉으로 단순히 보여지는 모습으로 받을 수 있는 칭찬이 아니기에 

더욱 가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봉사회에 와서 존경하는 분들을 

몇 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두 분을 뽑는다면 초대 이사

장님이셨던 김희식 선생님과 지난 달까지 회장을 맡으셨던 이문희 선생님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산타클라라카운티에서 최초의, 그리고 두번째의 한인소셜워

커로서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이 두분을 거쳐가지 않은 분들이 없을 정도로 초기이민자를 포함

한 어려운 한인분들, 노인분들을 40년 가까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몇십

년간 카운티 일을 하신 후 은퇴하고도 계속해서 봉사회에 오셔서 지금까지 봉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탁을 드려도, 아직도 본인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는 것이 

기쁘다며 겸손하게 웃는 이 두분은 그들 인생의 반 이상을 남을 돕는 일에 쓰셨다는 것조차 많

이 닮아있습니다.    
 

봉사회가 40주년 기념행사를 너무나 많은 분들의 참석과 크신 후원으로 대성황리에 치를 수 

있었던 것은 남을 위해 헌신하고, 오로지 봉사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40년간 

한결같이 봉사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참여해주신, 위 두 분과 같은 수많은 회원분들이 지금

까지 봉사회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초대 이사장님이 40년이 지나도 봉사

할 수 있고, 초대 관장님이 매달 소식지를 읽으며 기관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성장, 발

전하는 모습을 격려하는 곳이, 여기 한미봉사회입니다. 회원이된지 30년이 넘은 분들과 봉사

회에 온지 몇달 되지 않은 회원들이 함께 봉사회의 사명을 나눠서 감당하는 이곳, 봉사회의 

4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굳건한 한미봉사회가 되도록, 더 큰 비젼을 

가지고 봉사회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갈 수 있도록 회원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유니스 전 
관장 

봉사회는 5월 18일(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카이저 메디칼 센터에

서 알츠하이머협회와 공동 주최로 ‘알츠하이머 예방 교육 포럼’을 개최

합니다. 본 행사는 치매와 관련 의학 박사를 포함한 전문 강사들을 초빙

하여 ‘알츠하이머 병에 관한 최근 연구 결과에 대한 업데이트 공유’ 및 

‘치매관련 행동들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

다. 또한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될 예정이

오니 많은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날짜: 5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 ~ 12시 

- 장소: 카이져병원 (Kaiser Permanente Santa Clara Medical Center) 

   710 Lawrence Expressway, Conference Center Rooms  A1-5 

   Santa Clara, CA 95051 

- 문의 및 등록 방법 : 전화접수 (408) 920-9733 또는 이메일 접수  

알츠하이머(치매) 예방 교육 포럼 

봉사회는 5월 4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1

시까지 산호세 한미노인회 주최, 한미봉사회 

주관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는 맛있는 점심식사와 더불어 공연과 카네

이션을 준비하였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날짜: 5월 4일, 토요일  

 -시간: 오전 11시 ~  

           오후 1시 

 -장소: 본관 

 -문의: (408)920-9733 

어버이날 행사 



한인 업소를 애용합시다! 

 

산호세  
한미 노인회 

 

 

1099 N. 4th St.  
San Jose, CA 95112 

봉사회는 4월 20일 (토) 봉사회가 ‘40주년 기념 및 후원 행

사’를 캠블커뮤니티 센터, 오챠드 연회장에서 개최했다. 특

별히 이번 행사는 40년전 봉사회를 창립한 멤버들을 포함

하여 그간 한미봉사회가 40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도록 도

와준 회원, 후원자, 커뮤니티에 감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

다. 또한 한 해 동안 봉사회에서 가장 모범이 된 올해의 회

원상, 가장 의미있고 많은 봉사를 한 올해의 봉사상 등을 

수여하여 회원, 봉사자, 프로그램 참여자를 포함한 250명

의 후원자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문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노인분들을 포함한 한

인들을 돕는 봉사회를 지난 시간동안 이끌어 주신 회원, 봉

사자, 후원자, 직원, 이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하였고, 유니스 전 관장은 오늘은 40주년을 기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40년, 400년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도약의 시점이라며 

한 분 한 분의 후원과 봉사, 참여로 오늘이 가능하였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특별

히 산타클라라 카운티 수퍼바이져인 데이브 코테즈는 기념사에서 봉사회 창립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와 노고를 치하하며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헌신한 봉사회에 공로패

를 수여하였고, 카운티 수잔 엘런버그 오피스에서 또한 공로패를 전달해왔다. 김지민 

부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지역의 모범이 되고 동포사회에 큰 도움을 주는 봉사회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공로패와 함께 40주년을 축하하였다. 산호세 샘 리카도 시

장 오피스에서도 축하메세지와 공로패를 보내오기도 하였다.  
 

올해의 모범 회원상은 그간 각종 프로그램 참여 및 후원, 또한 시니어영양프로그램 

봉사 및 교실정리 등을 늘 모범적으로 도와온 소냐 잔슨 회원, 탁구대 제작, 오피스 

용품 수리, 행사때마다 청소 및 정리 등을 솔선수범하여 도와온 에드워드 쟌슨 회원

에게 돌아갔다. 또한 지난 10년간 매주 월요일마다 서빙 및 설거지 봉사, 시니어분들

과 탁구를 함께 치고, 때때로 오피스의 데이타입력 등도 도와온 한은경 봉사자에게 

돌아갔다.이날 행사에는 지역의 많은 기관과 단체장들이 참여하여 봉사회의 40년 노

고를 치하하며 기념식을 축하해 주었고, 봉사회 무용반에서 화려한 부채춤과 장구 공

연 등을 통해 행사를 더욱 아름답게 빛내 주었다. 봉사회는 이 날 40주년 기념사 슬

라이드쇼를 통해 지난 회계년도의 봉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각종 행사 보고를 포함한 

봉사회의 현 사업들을 알리기도 하였다. 

40주년 기념 및 후원행사 

한미봉사회 소식지 후원자  

4월 29일까지 집계된 이번 행

사의 간략한 결산보고 내역이

다.  
 

총수입: + $ 40,720.00 

총지출: - $ 14,302.11 
 

지출내역 

초대장 및 장비: $1,364.30 

상패: $310.65 

식사 및 장소대여: $8,674.20 

프로그램북: $975.50 

기념품: $2,977.46  
 

* 순수입: $ 26,417.89 

 

김희식 
 

한미봉사회 회원 
 

김정희 
 

한미봉사회 회원 

 

원철호 
 

한미봉사회 회원 

 

40주년 기념식 결산  



봉사회 운영 시간: 9시 ~ 5시 

한미봉사회 소식지 후원자  

실리콘밸리한미봉사회의 40주년을 기념하여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비스 서비스 개요 수수료 일정표 

사회복지 
(Public Assistance) 

푸드스탬프, 메디칼, 노인/반정부 아파트, 
간병인 등의 복지혜택 상담 제공 

무료 (예약 필수) 
월 ~ 금요일 

10:00 ~ 16:00 

전기/전화요금  
할인 및 불평 대행 서비스 

일반 가정의 전화요금과 전기요금에 관한  
할인 신청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무료 (예약 필수) 
월 ~ 금요일 

10:00 ~ 16:00 

영문 편지 
도우미 서비스 

영문편지의 이해가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각종 영어 편지 설명 서비스 제공 

무료 
월 ~ 금요일 

10:00 ~ 16:00 

IHSS Provider 교육안내 
간병인이 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안내 및 교육 제공 
무료 (예약 필수) 

금요일 
14:00 ~ 16:00 

 일반 서비스 스케줄 (지면 관계상 일부만 게시) 

<건축기금모금 캠페인 현황: $166,856.66 (4월 29일 현재)> 

(2/28/19~4/29/19) 무명, 기부함, 강애니, 김경옥, 김 철, 백영옥, 서복희, 소냐쟌슨, 예명순, 이광열, 이문희, 이상운,  

이의원, 이환환, 장희병, 표영옥 

(3/28/19 ~ 4/29/19) 무명, 강리마, 강명길, 강순옥, 강애니, 강영숙, 강영지, 강인옥, 강재호, 강정수, 고추자, 곽정연, 

곽진경, 구경선, 구정회, 권명선, 권오돈, 권오순, 권향자, 김경배, 김경식, 김경옥, 김광선, 김길남, 김명진, 김문자,  

김미경, 김범섭, 김범제, 김복전, 김상주, 김석순, 김성자, 김숙자1, 김숙자2, 김순례, 김순진, 김연식, 김영선, 김영우,  

김영자1, 김영자2, 김영표, 김옥순, 김옥영, 김완기, 김인석, 김인선, 김재덕, 김정수, 김정애, 김정자, 김정희, 김창신, 

김  철, 김춘자, 김태임, 김현정, 김호열, 김흑자, 김희식, 남송렬, 노상규, 노성자, 노수자, 노의순, 노인식, 문상만,  

문성원, 문순혜, 문영미, 민병곤, 민순례, 민재행, 민태순, 민혜경, 박귀순, 박금순, 박길자, 박미령, 박병국, 박봉자,  

박성태, 박영자, 박영희1, 박영희2, 박인성, 박정숙, 박제인, 박종석, 박종성, 박진영,박향일, 박형구, 박희례, 박희자, 

백  민, 백영옥, 선명헌, 성영숙, 소냐 쟌슨, 신명순, 신정수, 신진성, 안용숙, 안정숙, 안증자, 양계자, 양은숙, 양찬심, 

예명순, 오영의, 용선빈, 원철호, 유니스 전, 유영선, 유종원, 윤경자, 윤순하,윤혜미, 윤혜숙, 이광열, 이규원, 이기분, 

이길희, 이도용, 이동율, 이문희, 이병운, 이삼순, 이상기, 이상운, 이성미, 이성형, 이신자, 이영순, 이영자, 이옥빈, 

이용각, 이유나, 이윤수, 이의원, 이이순, 이인숙, 이임성, 이장우, 이재성, 이재영, 이재흥, 이정자, 이종옥, 이준자, 

이지영, 이한진, 이홍기, 이환환, 이희선, 이희숙, 임순환, 임준원, 장민자, 장숙자, 장희병, 전봉순, 전선옥, 정계숙, 

정부순, 정순자, 정순현, 정옥분, 정원희, 정태만, 조남희, 주재탁, 진영안, 채신자, 천기승, 최갑규, 최계영, 최미순, 

최숙자, 최승희, 최연자, 최영순, 최영자, 최의순, 추혜자, 표영옥, 하병윤, 한만섭, 한미경, 한범희, 한선철, 한영숙, 

한은경, 한인희, 허남일, 허옥렬, 홍경삼, 홍영숙, 홍화자, 황정애, 황해자, Sue Kim, Carol Lee, Edward Johnson, 

David & Lillian Chun, Diane Yoo, Erin Choi, Jong Andrew H. Park, Van Park, Julie Meadows, Ran Kim Craft,  

Maggie M Kim, Michael Brenneman, Michael & Grace Hochstoeger, Ramasamy Lakshmanan, Susan Kim 

Alexander, 산호세 한미노인회,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이화여대동문회, 순복음교회 산호세한인교회, 암환우회,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시온영락 장로교회, 실리콘밸리 선교회, 산타클라라 한미노인봉사회, 유니그린 외식사업부,  

곽정연부동산, 김남희보험, 박승남부동산, TNR Imagery, Bank of Hope, WW&JJ Foundation In(최왕욱, 최정옥), 

William L Goodman, IBM Employee Services Center    *미디아 후원: SFKorean.com, 한미라디오, 한국일보 

(상세한 내용의 후원자 명단은 본관에 게시되어 있으며 명단에서 누락된 후원자들은 봉사회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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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우측 상단에 기재된 일자는 

회비만료일 입니다.      →→→ 

회원 후원서               
 

성명 (영    문):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         )                    e - mail:       
 

 

가족회원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본인은 회비로 $  을 동봉합니다.        날      짜:        

한미 봉사회의 연회비는 일인당 $20 이며 가족연회비는 $25 입니다. 회원 기간은 납부일로 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5월 무료 한방 침술 서비스> 
● 5월 2(목): 오전 9시 15분 - 11시 15분(김영혜 원장) 

● 5월 9일(목): 오후 3시 - 5시(원철호 원장) 

● 5월 23일(목): 오후 3시 - 5시(원철호 원장) 

 

*선착순(10명) 제공합니다.  

<5월 무료 건강 검진 서비스> 
● 5월 15일(수): 오전 9시 15분 - 11시 15분 

                         (북가주 간호사협회) 

● 5월 28일(화): 오전 9시 15분 - 11시 15분 

                         (최미순 간호사) 

 *건강검진 서비스는 혈압, 혈당 검사 및 개인 상담을 

포함합니다.  (선착순 제공) 

<알츠하이머 및 치매환자 가족후원 프로그램> 
 

봉사회는 알츠하이머 및 유사 치매를 겪는 분들의 가족, 친지, 이웃 및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Support group 프로그램을  

매달 1회(셋째 수요일 1시~2시 30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환자 케어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전 예약필수:408-920-9733) 

5월 27일(월)은 연방 휴일(메모리

알 데이)로 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