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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회 지회장

LA 지회 - 조길원 - kw18.9ytv@gmail.com

OC 지회 - 이순희 - susanlee2222@yahoo.com 

SD 지회 – 조순길 - soonch3@gmail.com

SF 지회 – 박미정 - mj211chris@yahoo.com

Seattle 지회 – 정현아 - jc9640@gmail.com

Utah 지회 – 이정민 - unyoung2@gmail.com

지회명칭 알파벳순
(명칭 생략)

목적

• 국내외 한인여성들의 정보교류 및 연대 강화
• 동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 활동의 효율성 제고
• 재외 한인여성네트워크 활성화로 국가경쟁력 확보

취지

•세계한민족여성 네트워크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상호 이익 창출의 발판을 마련
•여성 인적자원 발굴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한인여성 연대 강화를 통한 여성의 권익향상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우리의다짐

1.우리는 한민족 여성으로 민족적 자긍심을 갖고 건강한

자아상을 키워가며, 지도자적 자세로 당당히 살아간다.

2.우리는 한민족임과 동시에 거주하는 세계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세계인이다.

3.우리는 각자의 개성과 환경을 이해하며 가진 재능과 경험과

지식을 함께 나눈다.

4.우리는 우리의 네트워크를 소중히 여기며, 속한 회원 간

우애증진과 상호교류, 이익창출과 미래번영을 도모한다.

5.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격려하며,

풍요로운 번영과 행복의 꿈과 비전을 함께 키워나간다.

6.우리는 주위를 돌아보며 어렵고 소외된 지역의 여성들에게

도움과 베품의 손길을 펴나간다.

7.우리는 앞 세대를 존경하고, 차세대와 후세대를 중히 여기며

이들을 위한 교육과 장려를 아끼지 않는다.

8.우리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며, 세계 안의 하나 됨을

잊지 않는다.

9.우리는 평화와 친환경, 인류의 발전과 역사에 적극 기여한다.

10.우리는‘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안에서 함께 창조하며

함께 승리한다.



각 지회 현황
(월례회에 관한 현황은 생략)

1. LA 지회
2. OC 지회
3. SD 지회
4. SF 지회
5. Seattle 지회

안녕하십니까.  제 8대 미서부 지역 담당관

이경이 입니다.

미서부 지역에서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활동을 처음 시도하는

뉴스레터를 통하여 서로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뉴스레터의 목적은 각 지회의 원활한 정보

교환을 바탕으로 서로 참여하는 미서부

지역이 되였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공약한 뉴스레터는 일년에

두 번 발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모든 지회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년 일회로 수정

하였습니다.  

이번 첫 뉴스레터는 미흡한 점이 많으나

앞으로 더 많은 활동과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

기를 소망하면서 더욱 더 알찬 뉴스레터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회장님들!  

이 뉴스레터의 목적은 위에서 명시한바와

같이 각 지회의 활동상을 지회 회원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더 활발한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 사 말

미서부 지역 담당관
이경이



LA 지회
❑사업명 : 2017 KOWIN LA 송년회

사업목적: Los Angeles 지회의 신입회원 영입 및 송년모임을 통한 단합과 네트워킹

사업추진기간: 2017 년 12월 12일

❑사업명: FUNDRASING EVENT 

사업목적: KOWIN LA CONFERENCE 를 위한 기금모금

사업추진기간: 2018년 4월 20일 다유기 판매, 2018년 5월 4일 바자회

❑사업명: 농심견학

사업목적: 한국기업의 산업 현장 방문

사업추진기간: 2018년 3월 20일

❑사업명 : 차세대 리더쉽 컨퍼런스

“DARE toDREAM III ”Reach One,Touch One”

사업목적 : 무국적 입양아에게 국적을 찾아주는 발의 법안이 통과를 지지

사업추진기간 : 2018년 6월 16일





OC 지회

❑사업명 : 신년하례식

사업목적 : 회원들과 주니어 KOWIN OC 및 한인 정치인 및 단체장들과 모임

사업추진기간 : 2018년 1월20일

❑사업명: 7th Youth Conference & Seminar for Girls

사업목적 : 여고생을 위한 멘토링과 장학생 선발

사업추진기간 : 2018년 4월21일

❑사업명: 2018년 Youth Conference 장학금 전달식

사업목적 : 장학금 전달

사업추진기간 : 2018년 6월16일





SD 지회

❑사업명 : 한국인 미국 거주 입양아 행사

사업목적 : 미국 거주 한국입양아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 알리기 위한 목적

사업추진기간 : 2018년 2월 3일

[샌디에이고 중앙일보] 발행 2018/02/03 미주판 14면 기사입력 2018/02/05 13:17

코윈 입양가족 초청 행사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샌디에이고 지부(KOWIN-SD·회장 조순길)가 설날맞이

한인입양가족 초청 행사를 연다.

오는 10일(토) 오전 9시30분~오후 1시까지 사랑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한국계 입양아들과 가족들이 한국 문화와 언어, 음식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마다 설날을 즈음해 마련하고 있다.

조순길 회장은 “샌디에이고는 한인입양가족이 참여할만한 문화행사가 많지 않은 곳이라

KOWIN이 꾸준히 이 행사를 열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 입양홍보회인 엠팍

샌디에이고(MPAK)를 통해 입양가족들이 초청됐는데 1년에 한번씩 설날을 맞아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우리의 문화와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입양아들이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정체성도 보다 더 확고히 정립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홍보영상을 함께 보며 한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붓글씨로

자기 이름을 써보기, 페이스 페인팅, 제기차기, 한복입고 부모님께 큰절하기, 가족사진

찍기, 김밥 만들기 등 쿠킹 클래스도 마련된다.



SF 지회
❑사업명 :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림비 설립

사업목적: 일본 강점기의 만행 알리기

사업추진기간: 2016년 10월 1일 - 2017년 9월 22일

❑사업명: 지역사회에 한국 알리기

사업목적: 소외된 지역에 한국문화 알리기

사업추진기간: 2017년 10월 21일

❑사업명: 송년 모임

사업목적: 코인너의 침목 도모 및 홍보

사업추진기간: 2017년 12월 5일

❑사업명 : 신년 하례식 및 여성 리더 초청 간담회

사업목적 : 신년 하례식

사업추진기간 : 2018년 1월 11일

❑사업명: 차세대 여성 리더 양성 기금 마련 만찬

사업목적: 차세대 여성들을 발굴하여 지회 활동을 활성화 함

사업추진기간: 2018년 2월 10일

❑사업명 : 제4회 장한 여성상 시상 (2018년 5월 19일)

사업목적 :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 발굴

사업추진기간 : 2018년 4월 1일 ~ 4월 30일

❑사업명 : KOWIN 회원 과 차세대 육성 및 화합의 장

사업목적 : 회원들과 차세대 간의 친목 및 네트워킹

사업추진기간 : 2018 년 7월 28일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세인트메리스 광장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세명의 한국. 중국. 필리핀 소녀가
서로 손잡은 채 둘러서 있고 이를 바라보는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순 할머니를 본뜬 동상이 바라보는 형상





Seattle 지회

❑사업명 : Mentor - Mentee Series

사업목적 : 1세대 코윈회원들의 차세대한인전문여성들을 위한 멘토역활로

새로운 멘티발굴및 한인여성전문인네트워크 확장 및 강화

사업추진기간 : 1차 2017년 12월 27일

2차 2018년 3월 27일

❑사업명: 네트워킹이벤트 : 대한부인회 (KWA) Cooking Class참가

사업목적 : 코윈회원들의 네트워킹 및 우수단체 벤치마킹

사업추진기간 : 2018년 4월 19일

❑사업명: 코윈회원 지원사업 : 회원 신디류주하원의원 선거 후원의 밤 봉사

사업목적 : 코윈회원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각 회원들의 봉사로 회원들간의

우대관계 및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만드는데 밑거름 역활

사업추진기간 : 2018년 6월 26일



제 18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한국대회

행사목적

•국내외 여성 및 세계 각 지역 한민족 여성 연대강화와 정보교류
•재외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로 국가경쟁력 확보
•재외 차세대 한민족 여성리더 양성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를 통한 성주류화 확산 이바지
•한민족 여성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지역간 연대 강화

행사개요

•일시 : 2018. 8. 29 (수) ~ 8. 31 (금) (3일간)
•장소 : 롯데리조트 속초

행사주제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정착의 길, KOWIN이 앞장서 갑니다.

2018년 한국대회참석 관련자 행사소개

박준용 SF총영사가 지난 8월10일 ‘2018 코윈 한국대회’ 미서부
참가자들을 관저로 초청했다.

이날 이정순 전 미주총연 총회장(SF코윈 초대회장), 이경이 코윈 미서부
담당관, 박미정 SF코윈 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