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요양원을 지킵시다 !

저는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친구도 없이
익숙하지 않은 서양음식을
매일 먹어야만 하는 곳에서
제 엄마가 남은 여생을
보내시게 할 수 없습니다.

배경

한인동포들의 노력과 성금으로 1993년부 추진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60침상의 한인요양원이 법원 명령으로 공개 

입찰에 의한 매각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인요양원 인수의 절실성

한인요양원(무궁화양로원)은 단순한 요양원이 

아닙니다. 온주 정부가 소수민족 복지의 일환으

로 제공했던 지원 정책의 기반시설이자 그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주춧돌입니다. 이번 입찰은 

한인사회가 한인요양원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인요양원 인수추진위원회

한인 노인들이 적응하기 힘든 음식과 언어등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한인요양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1.5, 2세대들의 주도로 원로들을 포

함한 범 교민적인 한인요양원 인수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입찰과 인수 요건

· 입찰 추정 금액: 

   600만불 (350만불 모금 필요, 나머지는 대출)

· 주정부 인가필수: 

   Health Care 목적의 비영리 자선단체 

· 입찰단체의 전문성

· 모든 가정이 참여합시다

· 최소목표 350만불

· 최대목표 600만불

· 기간: 2017년 9월 말까지

우리의 요양원 우리의 사랑 우리의 프라이드

수표 보내실 곳

Payable to: 
Korean Nursing Home Fund

130 Dundas St. E. #205 Mississauga ON L5A 3V8

세액공제 영수증 발부합니다.
Charitable Registration No: 

813245636RR0001

문의

이지연 사무장 (416-801-3693) 

김도헌 박사 (416-710-1819)

김은희 변호사 (416-565-0859) 

강대하 (416-817-5253)

온라인 성금 

www.aafcc.ca/donate

온타리오 주 정부로부터 매년 300만불을 지원받는 한인요양원을 지킵시다. Save Our Korean Long Term Care  www.aafcc.ca/donate



Save Our Korean 
Long Term Care

OUR NURSING HOME
OUR HEART
OUR PRIDE

한인요양원 인수추진위원회
Korean Nursing Home Acquisition Task Force

The Rose of Sharon Nursing Home is
the first and only facility of its kind in

the Korean-Canadian community.
And we need your help to save it.

History 

The community built the Rose of Sharon Nursing 
project, a 12-storey building near Bathurst St. 
and St. Clair Ave., comprised of a 60-bed Long 
Term Care (LTC) facility along with 90 life-lease 
senior apartment units.   The project went into 
receivership soon after its completion in 2011 
and now the Rose of Sharon LTC is up for sale.

Need to Save the Home

The purchase of the Rose of Sharon LTC by the 
Korean Community will ensure that the nursing 
home will continue to serve Korean seniors. 
Currently, the Rose of Sharon LTC is the most 
sought after LTC facility among Korean families 
and it has a waiting list of 150 Korean seniors.
More importantly, unless our community buys
back the nursing home, we will lose our 
reputation and the credibility in the greater 
community and will lose any chance of receiving 
new LTC beds in the future.   

Korean Nursing Home Task Force 

The Korean Nursing Home Acquisition Task 
Force is mainly made up of 1.5 and 2 generation 
Korean Canadian volunteers with various 
professional expertise – legal, finance, 
accounting, medicine, asset acquisition and 
property management. 

Community Wide Campaign

• Call upon all families to donate
• Minimum target: $ 3.5 Million
• Ideal target: $ 6.0 Million
• Period: by End of September 2017 

Printing Sponsorship by Monami Copy & Printing

무궁화양로원
Rose of Sharon

Payable to:
Korean Nursing Home Fund 

130 Dundas St. E. #205
Mississauga ON L5A 3V8

Charitable Registration No:
813245636RR0001

Inquiries:
Jiyeon Lee (416-801-3693)

Dr. Don Kim (416-710-0819)
Dae Kang (416-817-5253) 

Eunice Kim (416-565-0859)

Online Donation:
www.aafcc.ca/donate

www.facebook.com/arirangafcc/

Please send a cheq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