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윈 밴쿠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KOWIN VANCOUVER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Membership & Benefits

코윈의 목표와 활동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한인 여성이면 누구나 코윈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연회비는 $20이며, 회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윈 밴쿠버의 각종 행사 및 이벤트 등록비 할인
•  코윈 밴쿠버 정기 소식지 무료 구독
•  코윈 밴쿠버 임원 선출 및 출마
•  매년 실시되는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및 코위너 

국제 컨벤션 참가 신청

회원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코윈 밴쿠버 웹사이트
(kowinvancouver.org)의 Membership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If you are a woman of Korean descent over 
the age of 18 and interested in KOWIN, you 
can easily become a memeber. The annual 
membership fee is $20 and the benefits include 
the following:

•  Discount on KOWIN Vancouver’s events
•  Free subscription to our newsletter
•  Eligible to vote and run for election on  

KOWIN Vancouver’s Board of Directors
•  Eligible to apply for and attend the annual 

KOWIN conference in Korea and the  
KOWINNER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more information on membership and 
benefits, please check out the “Membership” 
section on our website (kowinvancouver.org).

Contact Us

Website: kowinvancouver.org
Email: kowin.vancouver@gmail.com
Facebook: www.facebook.com/KowinVancouver

Organizational Chart

코윈 밴쿠버 임원직은 자발적인 봉사직으로 정회원에 
의해 선출됩니다.

KOWIN Vancouver’s Executive Members are 
volunteers who are elected by active members.

회장단 (Executive Board Members)

회장 (President)
부회장 (Vice-President)
총무 (Executive Director)
홍보 (Media / Communication Director)
재무 (Accounting Director)
간사 (Assistant Administrator)

임원단 (Team Leaders)

교육팀장 (Education Lead)
그래픽 디자이너 (KOWIN Graphic Designer)
연구개발팀장 (Research & Development Lead)
자기계발팀장 (Career Development Director)
정보기술팀장 (Information Technology Director)
청년팀 팀장 (Younger Generation Lead)
친목팀장 (Member Engagement Director)
코윈기자 (KOWIN Reporter)
행사기획팀장 (Event Planning Director)

코윈 밴쿠버는 언제나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후원하고자 합니다. 한인여성들간의 정보 교류 및 
연대 강화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KOWIN Vancouver welcomes the participation 
of any talented Korean women who are 
interested in information exchange and 
collaboration.



Main Activities

코윈 밴쿠버는 여성의 인적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모임과 행사들을 통하여 한인 
여성들 및 이민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후원합니다.  
코윈 밴쿠버는 그 설립목적과 활동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  네트워킹/친목도모 행사
•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한 컨퍼런스
•  정보교류 및 자기계발을 위한 워크샵
•  소모임 네트워크 모임 및 멘토링 프로그램
•  코윈한국워크샵 참여
•  코윈캐나다 컨퍼런스 참여

KOWIN Vancouver encourages th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Korean women in community 
activities in order to maximize their potential 
via networking opportunities and mentorship 
support. KOWIN Vancouver organizes a variety 
of events and meetings to achieve this mission.

•  Networking events
•  Leadership forums to foster next generation 

leaders
•  Personal development and information- 

exchange workshops
•  Small group networking and mentorship 

programs
•  Participation in KOWIN Korea Workshop
•  Participation in KOWIN Canada Conference

Mission

•  국내외 한인 여성들의 정보 교류 및 연대 강화
•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 활동의 효율성 제고
•  재외 한인여성네트워크 활성화로 국가경쟁력 확보

•  To strengthen solidarity of domestic and 
overseas Korean women

•  To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the KOWIN network

•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by 
invigorating overseas Korean women’s 
network

Objectives

•  전세계 한인여성과 글로벌 인맥 형성 기회
•  여성 인적 자원 발굴 및 자기계발로 주류사회 진출
•  밴쿠버 한인 단체와 총영사관과 협력하여 한인사회 

이익과 발전을 도모

•  To establish Korean women’s global network
•  To discover female human resources for 

participation in mainstream economy
•  To improve immigrant Korean community 

in Vancouver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NGOs

About KOWIN Vancouver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약칭 KOWIN, 이하 ‘코윈’)
는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산하 비영리단체로서 세계 
25여개국에 지회를 두고 있습니다. 코윈밴쿠버는 
캐나다에 있는 여섯개의 지회들 중 하나로서, 2010년  
창단 이후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 및 한인 여성의 주류사회 진출과 자기계발을 위한 
네트워킹 구축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한인 사회 및 전세계 코윈 회원의  
동문회격인 코위너와의 적극적인 정보 교류 및 
연대강화를 통해, 한인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임무를  
더 널리 알리고 확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BRING OUT THE BEST IN PEOPLE!

The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KOWIN) is a non-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by the Republic of Korea’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ith local 
chapters in over 25 countries. KOWIN Vancouver 
is one of six branches in Canada. Since its 
inception in 2010, KOWIN Vancouver has been 
promoting various events with the purpose of 
fostering the next generation of global leaders 
and providing networking opportunities for 
Korean women within the community.

We are working towards the global recognition 
of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Korean 
women through active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of Korean communities within 
Canada and KOWINNER, the head organization 
of KOWIN, bas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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