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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해를 마감하고 갑신년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캐나다 한인 여성회 회원과 동포 여러분께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도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캐나
다 한인 여성회로서도 결코 평탄한 한해가 아니었으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두 합
심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많은 발전을 이룩한 것을 자축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 나아가 캐나다 한인 여성회가 앞으로 지향하는 비젼을 생각하면서 더 큰
사명감을 느낍니다. ２０년 혹은 ３０년전, 낯선 이땅에 도착하여 무력하고 막연하기만
했던 이민 초기를 회상하면서，모국에서 새로 오시는 이민자들을 위하여 누군가가
조직적이고 믿을 만한 안내와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해 줘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시
작한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서비스는 우리 동포 이민을 성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모국의 새 이민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이러한 사명감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재정
적으로 혹은 다른 여러가지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신념과 비젼을 가지
고 최선의 방법을 다하여 동포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해 드립
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이러한 약속을 드릴 만큼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
충실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 여러분, 그리고 동포 여러분, 11월 7일에 있었던 저희 모금
행사가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성공적으로 끝맺을 수 있게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는 2004년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충실하고 양적으로
도 월등히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동포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신년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한인 여성회 회장 최성학

December 2003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 1985년에 설립된
비영리
봉사단체입니다.
- 남, 녀 모두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한국계 이민자들의
캐나다 사회정착및
적응을 돕는 각종사업
- 가정 폭력 피해 여성
과 그 자녀들의
정착을 돕는 일을
비롯해 다양한
내용의 가정상담을
제공합니다.
- 월페어, 실업수당,
연금, 정부주택,
의료 보험등
각종 사회 보장 제도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 매달 취업 세미나를
개최하는등
각종 취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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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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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교육 교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ƴɁ ळ؛ ڞԒॸا ڗϬύ߲ ыÖ ࢛इؓ ìऱ؛...

여성회의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캐나다 주류사회나 다른 기관에 여성회 서비스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여성회의 영문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로 개명하기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이제 회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를 소집합니다. 회원
모두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ƹܱ: 2004Ǭ 1٫ 8 ڟϑٖڟ
ڵԪ: 339 Bloor St. 2ߨ ̻ࡏΎؓڜԟ 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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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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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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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29일 목요일 오후 6시30분)
온타리오 인권위원회 위원인 Francois Larsen이 “인종
선입견은 인종 차별에 비해 좀 더 좁은 의미라고 설명했
다. 피해를 입은 분들은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
고 온주 인권위원회 (416-314-4500)로 전화하면 도움
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수사 기관
이 아닌 조사 기관으로서 차별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
며 나중에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부에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ê ڪ٪ќӡڪΆ ٷळ ԔЊƴ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한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언어
문제에 따른 통역 서비스의 수요 증가를 인식하고 하영
리 사무장의 진행으로 전문 통역원 및 자원 봉사자에 관
련한 세미나겸 교육을 4월 30일 오전 10:00 & 오후
1:00에 실시했다. 이날 여러 분들이 여성회 자원봉사자
로 지원하였다. 통역원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4
회에 걸쳐 CILISAT TEST 준비반이 있었으며 10월 한달
간 매주 토요일 TEST를 거친 분들을 위한 무료 통역원
교육이 하영리 캐나다 한인 여성회 사무장의 지도아래
실시되었다.
►ळܤ ے ڞ٪ Ԗ࡞ ܤ٪٪ ϐܫ
7월 16일 오후 1시 캐나다 한인 여성회 회의실에서 한가
지 지원원 모집을 위한 설명회가 있었다. 아이들을 동반
한 분들을 위해 자원봉사자 이은경씨가 아이들을 돌봐주
었고 많은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성학 캐나다 한인 여
성회 회장이 “한가지 센타의 취지와 지원원이 되려면”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날 신청서 작성자들은 8월 부터 8
회에 걸쳐 간병, 산간호, 아이돌보기, 집안일 도우미의
역활과 책임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Doing Business in Ontario” ԔЊƴ
Business Immigration Section of the Ministry of Enterprise, Opportunity, and Innovation의 주최로
9월 25일 목요일 오전 8:30부터 오후5시까지 열렸다.
이 행사를 위해 주최측의 요청으로 여성회가 교민 홍보,
등록, 자세한 설명과 정보 제공등을 담당했다.

•3차 시민권 시험 준비반이 10월에 마치고 내년
봄에 새로 4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1차: June 5 ~ July 10 강사: Sera Lee
2차: July 7 ~ Aug. 11 강사: Lucia Shin
3차: Sep. 11~Oct. 16 강사: Sera Lee
•모의 인터뷰 연습반
EriK Rath(자원봉사)과 함께 영어로 모의 인터뷰를 하
고, 인터뷰와 이력서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 자세한 내
용과 날짜는 여성회 홈페이지에 올려지고 올해 6월에 시
작되어 매달 진행되고 있다.
•엔지니어들을 위한 영어교실
Boze N. Zeken(자원봉사. P.Eng)과 함께 정보도 얻고
엔지니어에 관련된 영어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8주 간
매주 월요일 오후에 진행되었다.
•요가/fitness 교실
교민을 위한 건강교실로 천카타리나(자원봉사)씨와 함
께 Trinity-St. Pauls United Church에서 여성회의 주
관으로 매주 목요일에 있다.

Breast Cancer
Awareness Program
유방암 수기 공모
한인 이민자 여성에게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유방암 예방및 자가진단, 유방암 클리닉을 소개하므로써
여성뿐 아니라 한인 가정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유방암 건강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방암 관련 정보 책자를 발행하고, 유방암을 이미
경험한 분들이나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묶고
유방암에 대한 세미나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예 정 입 니 다. 이 책 자 를 만 들 기 위 해 한 인 이 민 자
여성들의 유방암 경험담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방암 발견, 치료, 치료후의 극복기, 가족들의
도움 및 생활의 변화등에 관련한 에세이, 시, 이야기들을
모아 다른 이민자 가정과 정보도 교환하며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세미나는 지역 사회
교회로 나가 진행될 예정이며 세미나 일정은 추후에 공고
될 것입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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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ळ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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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 기금모금 만찬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Do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이주자 정착 서비스의 일환으로 nation해 주신 분들, 자원 봉사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각 가정을 중심으로 한인 가정 지 드립니다.
원 센터 (Korean Community Support Service Centre) • 행사 총 수익 $ 27,741.00(물품, gift certificates 제외)
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1차 한가지 지원원 교육을 마친 • 행사 총 지출 $ 12,441.27
지원원들이 산후조리, 아이돌보기, 가사일, 노인돌보기 • 행사 순 수익 $ 15,299.73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기부자
서비스 비용은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서비스 기간도 다
이순영$100 무명$100 성진희 $100 팬아시아$200 김성낙$1,000
양하게 의뢰할 수 있다. 이 센터로 고용이 창출된다는 면 유안농장$200 박남순$100 박정애$100 이상온$100 김희경$100
에서 한인 사회에 희소식이 되기도 하지만 가사일 돕기 구상회$200 명성교회 선교부$100 민제시카$100 장숙자 $50.00
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기도 하다.
명성교회 소망회$50 김성애$30 엄아가다$50 유정자$100 표정애$50
또한 1차 통역원 교육도 지난 10월중에 마치고 여성회와 차인숙$100 이지연$1500 토론토총영사관$500 유강열$20 김 실 $40
관련된 통역은 물론 개인적으로 의뢰가 오는 통역서비스 김순영$50 전혜순$50 정명덕$50 이정준$300 최기선 $1,000
조길석$100 신숙희$100
를 제공하고 있다.
Total $6,540.00
한인 가정 지원 센터 서비스 의뢰, 지원원으로 일하는데
물품기증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캐나다 한인 여성회 문의하면
안귀란 - Silver Pitcher (value $100.00)
된다. 2차 지원원 교육이 내년 초에 시작될 예정이다.
Sunny Hair Deco (백선희님)- $100.00(gift certificate)
자원봉사자 코너

세상의 빛이 되려면…
세상이 갈 수록 험난해 지고 있다. 곳곳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재난과 사고들이 신문의 판매 부수를 부추기고 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종말이라는 것이 정말로 오는 것
일까?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전쟁
을 치루는 군인과도 같은 심정이다. 군인들은 동료에 대한
의리라도 있지… 지금의 세상은 타인을 발판 삼아 살아가
야 자신이 살아남는 경쟁의 사회. 과거에 비하면 모든 것
이 풍족한 세상이건만, 우리는 또 무엇을 찾아 살아가는
것인가?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빛 없는
동굴과 같다. 정말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것일까? 아니
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희망적이다. 911 이후에, 여름 태
풍 이후에 시름에 잠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은 타인
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도와준 많은 자원 봉사자들 이였
다. 자원 봉사자들은 댓가없이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큰일, 작은일 가리지 않고 자신을 소모한다. 자신을 태워
주변을 밝히는 양초같은 사람이라고 할까? 세상의 빛이
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아주 조금만 자신이 가진 것
을 투자하면 된다. 자원 봉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자, 이제 주변을 한번 돌아 보시길…

이은경(한인 여성회 자원봉사자)

Yorkdale Shopping Centre - $500.00(gift certificate)
오창호 – Donation of Wool cape with fox wool trimmed
(value $700.00)
전인숙 – Donation of Cashgora Wool Coat (value $1,000.00)
신숙희 – Donation of Corsage
Kate Pak Heritage – Donation of Jewelly (value $1,159.54)
최삼란화백 그림 1점 (value $800.00)
양광수화백 그림 1점 (value $1,000.00)
최성학 - Korean Antique dresser (value $750.00)
이정준 - Crystal Bowel/silver (value $100.00)
유상희 - Dalton Casserole (value $400.00)
신복실 - 1x Handmade Wool Shawl & Hat, 1x Wool Shawl,
5x Handmade Wool Poncho (value $900.00)
하영리 - Lacquer Jewel Box (value $120.00 )
최기선 - Collective Porcelain Doll (value $100.00)

Total Value $7,629.54
프로그램지에 광고로 후원해 주신 분들
노혜성 $200 유성룡 $100 김치캐나다 $100 민혜기 $100 김씨안경
$200 이현숙변호사 $200 유동환재산관리 $100 Pickering Toyota
Co. $200 유웅복Re/Max 부동산 $100
세방여행사 $100 복합문화센타 $50 조미래변호사 $200
Yorkdale Shopping Centre $300 장영회계사무소 $200
김영순가족클리닉 $50 Joanne Choi $100
외환은행 $200 롯데헤어데코 $100

Total $2,600.00
기타 수입: Tickets 판매, 무성경매와 Raffle tickets 판매

캐나다 한인 여성회 소식지 KCWA NEWSLETTER

멤버쉽
İѪī Е ڪ٪ ќӡ क़ॲ
(2003년 4월—2003년 11월)

■ ڟЛ İѪڪ
이상온$200 최기선$1300 홍인기$20 김조유경$10
정이철$10 노엘싱어 합창단$1000 최정희$20 이유덕$80
안윤화$50 엄동은$20 민들레 그룹$457 무명$50
최정현$200 무명$500 이남수$50 이정준$300 이지연$500
현대자동차$500 김영수 $30 이두선 $100
■ ÝѬɋ İѪڪ
무명 $50 에스더선교회 $200 실로한인교회 $500
■ ڪ٪ ќӡڪ
정세인 허영임 이은경 김미숙 전은미 이지영 오정숙 이정규
김성애 박지영 장임수 Eric Rath, Boze N. Zeken, 이세라
Lucia Shin, Robert Kang
■ Rummage sale 물건 기부자
김수영 정경애 Ms. Mary-Jane Feeley 최성학 오병천 이상온
최기선 안윤화 이정준 김진실 이칠영
■ Rummage sale 자원봉사자
김조유경 유상희 최성학 이칠영 최기선 안윤화 김진실 이정준
장임수 하영리

ॸ ٪ ύ Ʉ(2003년 11월 30일)
■ 일반 회원 (2002년이후 회원가입자)
강경희 강순예 강위성 공영희 곽민정 곽옥자 고문자 고경림
고정혜 권수현 권수산나 김영순 강윤선 김균희 김경숙 김경희
김복선 김정민 김옥수 김조유경 김정순 김정우 김덕숙 김순주
김클라라 김을경 김한나 김효은 김유순 김준옥 김정자 김정숙
김정우 김말화 김명희 김수복 김연화 김영곤 김윤덕 김충자
김진실 김미희 김은희 김지연 김진숙 김진자 김영애 김해숙
김정애 김정희 김혜경 김덕희 남영희 문경옥 문영애 박소영
박영신 박혜원 박정원 박재인 박증자 박상인 박성원 박영화
박정혜 백영희 박화자 박영숙 박진희 변수자 심재숙 신경재
임동란 유우순 서소라 신영숙 손구자 손숙자 송복희 손승희
손정자 송유미 송희정 송신애 송은주 서은심 서은복 서정순
석혜영 신건선 심선경 신샌디 안윤화 안소연 위정숙 위다래
위슬기 유상희 윤혜숙 윤은자 윤부전 윤춘화 엄희선 엄성민
오명화 우경애 원겸수 원stella 유명희 유복희 윤경아 윤수동
이기순 이미영 이명자 이양자 이영희 이영리 이영숙 이은주
이은자 이원자 이상주 이봉자 이행자 이호선 이정숙 이정자
이계순 이매례 이유덕 이선영 이양자 이영희 이영선 이미선
이미아 이영숙 이옥정 이청자 이환신 이은경 인명미 임계화
장옥선 장애진 장을순 정경애 정경희 정선미 정 영 정종례 정
로즈 정혜령 조명숙 조양희 조혜령 정보영 조김유경 장정숙
장옥수 장화자 전은희조영숙 진숙영 천차영 최금용 최경화 최
경희 최수영 최유선 최은옥 최정희 탁연자 하영리 한명주 한
복현 한은정 한정섭 한형숙 허성희 허순영 허영임 홍순희 홍
문옥 홍영화 허문숙

İѪī#ॸҍ ؿशŞ ؛Ԓॸ͐ єǅ܄րչز
이 름: (한글)
주 소:
우편번호(Postal Code):
전 화:

(영어)

■ 평생 회원

해당 부분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 일반회원(1년)
▶ 평생 회원

$

20.00

$ 200.00

▶ 기부금 (donation)

$

강숙희 강성옥 강영신 강정숙 김성임 김수잔 김애숙 김영자
(1) 김영자(2) 김영주 김영희 김은아 김은영 김재숙 김주은
김진순 김삼순 김혜경 김순정 김경애 김현옥 노숙채 노혜성
남준희 박남순 박묘식 박숙훈 박순기 박순녀 박애나 박정애
백경자 신복실 신숙희 안귀란 여민자 유연자 엄아가다 유주현
유인희 유정자 이경훈 이규희 이덕훈 이명숙 이희정 이병희
이상온 이선희 이숙훈 이영자 이정자 이정준 이칠영 이현주
오주연 장시은 전인숙 정인영 조광호 조미래 조숙자 조순옥
정정린 주영미 채숙자 최기선 최수지 최성학 최양희 최영자
최정현 최정훈 차인숙 한계택 한귀남 허영미 홍승실 하영리

수표는 KCWA를 수취인으로 해 주십시오.
Korean Canadian Women’s Association
27 Madison Avenue, Toronto, ON, M5R 2S2

☻ 회원명단에 누락되신 분이 계시거나 이름 표기가 잘못 되신분이
계시면 한인 여성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