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nghee Park, President 

Younglee Ha, Executive Director 
 
In my first annual report as the President of KCWA, I am pleased to share with 
you the success of our 25th anniversary year and the future direction of KCWA, 
together with Younglee Ha, Executive Director of KCWA. 
Our 25th anniversary year began with a celebration which brought together all 
the previous board of directors, volunteers and supporters to reminiscent over 
the 25 years of bitter-sweet KCWA moments. The memories that were shared 
and stories told made us realize that each person’s vision, sacrifice,            
commitment and support were the backbone and foundation of KCWA’s       
success which we enjoy today.  
Following on the heels of the celebrations, good news ensued starting with the 
invitation to attend the United Nation’s 54th Commission of Status of Women 
Conference in New York. This was followed by the acquisition of our registered 
charity status, the launch of our new organizational logo, becoming recipients 
of the 2010 Newcomer Champion Award given by the Ministry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for outstanding newcomer services, and the invitation to attend 
the Premier’s reception for Queen Elizabeth’s Royal visit.  
All of these unprecedented recognitions speak for themselves about the quality 
of our services, and the high level of integrity and accountability of our          
organization as a whole. Moreover, these results reflect the efforts made by the 
board and staff to stay focused on KCWA's identified services and operational 
priorities in order to become a model social services organization in the Korean 
community and to remain relevant to the needs of the individuals and families 
we serve.  
To continue playing a vital role for the community that we serve, at our 2010 – 
2013 Strategic Planning Session, we revisited our Mission statement to reflect 
our goal of "Building our community one person at a time!" and we identified five 
core values which underlie all KCWA’s operations and services: Inclusiveness, 
Excellence, Integrity, Respect and Collaboration. Further, four key strategic   
priorities and related goals were established. In the next three years, KCWA will 
strive to secure additional office space, increase funding, improve service     
delivery and strengthen governance to better serve the Korean community.  
In order for us to achieve these goals, we recognize that it would be impossible 
without the invaluable contributions of friends and supporters of KCWA.     
Therefore, your continued on-going support is critical to KCWA’s continued suc-
cess.   
On behalf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staff members, we thank you for a tre-
mendous year. Together we can continue to strengthen and build up 
our community.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this coming year! 

Message from the President and Executive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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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Building our community, one person at a time 

 
 

To do this, we aspire to 
 
● Empower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to live free from    

violence, poverty and inequity; 
 

● Provide culturally sensitive and linguistically appropriate     
services and programs; 

 
● Enhance the well being of immigrant families and promote 

their efforts to realize their potential. 
 
 

Core Values 
 
Inclusiveness – We value individuals as they are and seek to  
                           create an inclusive environment for all. 
 
Excellence – We strive to provide high quality services that      
                      effectively meet the needs of our clients. 
 
Integrity – We are committed to transparency, accountability,  
                  honesty, and professionalism in our actions.  
 
Respect – We promote the dignity of all persons, recognizing the  
                  inherent worth of each individual.  
 
Collaboration – We encourage teamwork and partnerships, both  
                           within the KCWA and beyond.  

Mission and Cor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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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CLIENTS  
Settlement 1,175 
Employment 217 
Family & Social Services 864 
Total 2,256 

SERVICE CONTACTS  
Settlement 17,211 
Employment 2,399 
Family & Social Services 9,219 
Total 28,829 

SERVICED REGION 
Toronto 965 
York 197 
Peel 37 
Durham 10 
Halton 9 
Out of GTA 56 
Unknown 982 
Total 2,256 

AGE GROUP 
20s 138 
30s 248 
40s 413 
50s 274 
Over 60 201 
Unknown 982 
Total 2,256 

VOLUNTEERS  
Volunteers 894 
Hours Contributede by Volunteers 4,370 

DONORS  
Donors 303 
Amnount of Donation 1,14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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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LEMENT SERVICES 
KCWA aims to promote Korean immigrants’ successful    settlement 
and integration into Canadian society by meeting the unique needs 
of each service user. A noteworthy trend this year has been an   
increased service demand from regions throughout Southern      
Ontario such as Oshawa, Newmarket, Barrie, Hamilton, Kingston, 
and Waterloo. Demand for services also came from as far as      
Alberta, British Columbia, Winnipeg, New Brunswick, Prince Edward 
Island and, even overseas, including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Korean immigrants residing far 
away to access timely pre-arrival and arrival services, we effectively 
utilized our itinerant/outreach, long-distance phone, mail and email 
services.    

Our timely services were well received and resulted in 17,211     
service contacts with 38% male and 62% female service users.   
Immigration categories show that 40% of service users are         
economic class, such as skilled workers, investors and                
entrepreneurs. The number of residency in Canada shows that 
about 37% of service users have lived in Canada more than five 
years (see chart, Length of Residency in Canada.) This number 
indicates that, although the majority of Korean newcomers acquire 
essential settlement services within five years, about one third of 
them still require settlement services beyond the five years period. 
Our service data indicates that many newcomers feel that their     
settlement progress depends a great deal on the resources        
accessed upon arrival in Canada, as illustrated by Mrs. J’s story:    

I accessed KCWA’s services two months after I arrived in Canada.  KCWA’s kind step-by-step assistance put my mind at 
ease. The professional knowledge of the worker gave me confidence and enabled me to trust her with my settlement 
process. When I had to make an appointment at TDSB for my son’s school registration, I was fearful of speaking English. 
The worker quickly sensed my apprehension and called the TDSB and made an appointment for me. Moreover, the 
worker explained the entire process of school registration, so that I would be well prepared. With the worker’s assistance,  
my son was able to take an English and Math level test and attended a 4-days school settlement orientation for           
newcomer students.  I was so impressed with the settlement worker who assisted us through the first year of our arrival, I 
wanted to become a settlement worker, too. When I shared my dream, the worker guided me on my career path, starting 
with improving my English and looking into college programs. I’m glad that I found a role model in Canada.  

Our efforts toward providing client-centred, high quality and timely services with rigorous evaluations and needs          
assessments resulted in KCWA becoming one of only three recipients of the Ministry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s 
2010 Newcomer Champion Award (see picture of award presentation by Minister Eric Hoskins).  According to the        
Ministry’s website, this award acknowledges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who promote a greater understanding of   
Ontario’s cultures and who support newcomers in successfully settling and integrating, socially and economically.”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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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ATING EMPLOYMENT SERVICES 
During this fiscal year, KCWA’s employment services    program saw 
fruitful outcomes. We identified that the   majority of service users 
were in their 30s, 40s, and 50s, indicating many Korean newcomers 
are coming to      Canada in their prime.  As such, employment is 
critical for their successful settlement and integration.  

Focused on providing “customized” one-on-one career counseling 
aimed at providing individually tailored career counseling and group 
activities on the Canadian labour market, emerging career fields in 
Canada, and careers that Korean newcomers can easily access, 
KCWA provided over 1,400 individual counseling and 190 group 
activities which attracted more than 970 participants.  

Through ‘customized’ one-on-one career counseling, we were able 
to encourage newcomers to pursue their careers as the following 
illustrate:  

Ms. K, a registered nurse in South Korea, realized that becoming a 
nurse in Canada would be extremely difficult for her due to the lack 
of Canadian experience. When she first came to KCWA to access 
facilitating employment counseling, she said, “I want to give up my 
nursing career and look for something else.” However, as she     
acquired more information through KCWA’s facilitating employment 
services and workshops, she became motivated to continue pursuing 
her career as a nurse. She started her path as a Personal Support 
Worker to gain Canadian experience and, while working as a PSW 

worker, prepared to become a Registered Practical Nurse. She is currently well on her way to realizing her career goal. 

Mr. L, with a background in I. T., came to seek career counseling. Like many newcomers, he was about to give up his 
profession. KCWA informed Mr. L that IT specialists from South Korea can utilize their skills in the Canadian labour    
market without having to have additional education or experiences and encouraged Mr. L to continue his career as an IT 
specialist. While we worked on his resume and job search skills, we also referred him to an Enhanced Language Training 
program. Shortly after, Mr. L found employment at an IT Company as a program developer.  

Group activities also had many outcomes, the greatest being participants’ increased knowledge and change in attitude 
toward job searches and work ethics. Invited guest speakers shared the importance of hard work, positive attitude, and 
going extra miles to produce excellent results. This familiarized participants to the Canadian work ethics, culture, and   
labour market trends. Many mentioned having a more positive attitude about working in Canada.  

KCWA will continue providing essential employment facilitation services to Korean immigrants that will result in tangible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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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USER’S STORY 
 

Feels like home… 
Ock-Joo Chae 

Settlement Service User 
  

When my family decided to come to Canada, my husband and I decided to go through all the required procedure without 
hiring a professional agent.  Without having a professional help, it was quite difficult.  We didn’t have enough information at 
first, which led to missing several documents in the registration process.  In the end, the immigration screening process by 
the Canadian government took much longer than usual.  The long wait made us doubt if we would ever end up getting an 
immigration permit.  In the middle of my busy everyday life, when my family has almost given up on Canadian dream, the 
immigration permit has arrived in mail from the Canadian government. 

After we got an immigration permit, we worried all of the sudden because we weren’t ready to move to Canada.  However, 
we’ve decided to take an action as soon as possible because we concerned greatly on my children’s education. We 
wrapped all the business in Korea in about two month and finally we  arrived in Canada.  For the first little while, my family 
stayed at our relative’s house while settling into the Canadian society.  We took care of necessary procedures such by 
issuing the driver’s license and OHIP cards and registering my children to their school.  One day, my cousin brought me a 
Korean newspaper with an advertisement  from the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showing a numerous programs and 
services provided by them.  Although I’ve already heard of the KCWA and how wonderful non-profit organization they are, 
the newspaper was a good reminder for me, so I took down their phone number. 

The first program that I attended at the KCWA was on the Canadian tax law and regulations.  While I was listening to the 
speaker, I was thinking to myself, ‘who else could explain things much clear and easier than this speaker’ who was a 
professional working in the field.  As a newcomer in Canada, there were so many things that I didn’t know that I would like 
to ask someone.  But it was difficult to do so because firstly, it was not possible to ask someone all the things I was won-
dering about and secondly, I didn’t know many people who I can ask industry specific questions thus I could not get an-
swers with accuracy and reliability.  In my opinion, even though we can get information from various sources such as friends, 
newspaper and internet,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y are all accurate and reliable.  Especially when the information is not 
accurate or reliable, it could bring even bigger inconvenience to our lives.  As a result, I decided to get the most benefit out 
of the services provided from the KCWA and attend as much seminars as possible to get all the settlement information that 
I need. 

It’s been about three month since my family came to Canada.  In the past three month, I’ve attended the KCWA’s various 
workshops and seminars presented on the topics such as Canadian education system, health care system, and govern-
ment funded ESL courses.  In addition, my son was introduced to a mentor from the KCWA to promote an easy adoption to 
the new school environment.  He also got some help on writing essays in English.  My family got counseling on how to 
survive a Canadian winter more fun and safely. 

To me, the KCWA is like my home.  Whenever my family had a difficulty, we always got a help from the KCWA.  Whenever 
we got help, every one of the KCWA staffs were extremely helpful and kind to us.  The fact that I know there is a group of 
people who will help me whenever I have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settling in to this Canadian society makes me feel so 
much better.  My only hope is that more new comers will use the services from the KCWA such that they all get the right 
information from the right sources instead of relying on rumors.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all the people and 
institutes who allow the KCWA to exist and provide such wonderful services to the new comers to Canada.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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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SERVICES 
Due to multiple settlement challenges, many newcomers and immigrants 
face tremendous stress which often leads to family tensions and conflicts. 
Thus, one of KCWA’s chief aims is to strengthen families regardless of their 
status, gender, level of income, and so forth. 

Through an inclusive approach to service delivery, KCWA worked with   
families to build self esteem, manage stress and anger, communicate      
effectively, develop parenting skills, and work toward family restoration.  For 
example, through KCWA’s domestic violence outreach project, trained peer 
leaders delivered workshops in their community to increase access to     
services for new immigrant families who were keeping silent because of their 
perception of domestic violence as a private matter instead as a public    
matter.   

Most of the individuals accessing KCWA’s family services are lonely and 
socially isolated, their situations being made worse by a language barrier.  
Not being able to meet their need for linguistically and culturally appropriate 
health, legal, housing, and other services, has been our greatest challenge.  

Nonetheless, through our emphasis on providing inclusive services to all, this 
year, KCWA saw an increase in service use by seniors and youth. Through 
active outreach efforts, KCWA was accessed by diverse service users.    
Further, as the statistical chart shows, the number of services provided   
increased by 40%, compared to that of the previous year. The number of 
male clients also increased by 23% over the past year totaling 65. Moreover, 
clients from the outskirts of the Greater Toronto Area also increased.   

By increasing levels of accessibility to services, KCWA has been able to 
reach large underserved populations of the community this past year. In  
recognition of our quality of services for families, women and children, 
KCWA was invited to the United Nation’s 54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onference at the UN headquarters in New York in 
March of this year. KCWA will continue to work and advocate for an         
inclusive environment for all. 

INCLUSIVENESS 

COLLABORATION 
During this fiscal year, we collaborated 
with the following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o deliver services and  
programs and conduct research:  
ACCESS, CAS, CCAS, Catholic    
Community Services of York Region, 
Catholic Cross-Cultural Services,    
Calvary Manor, Immigrant Women’s 
Health Centre, CRA-Community    
Volunteer Income Tax Program,     
Galleria Supermarket, Good Shepherd 
Hom eless Shel t er ,  HanVoice,             
H-Mart, Hong Fook Mental Health    
Association, Job Start,  Korean       
Canadian Educator’s Network, Korean 
Canadian Cultural Association of    
Toronto,  

K or ean  Ca na d i an  C u l t u r a l           
Association of Hamilton, Korean     
Canadian Cultural Association of    
K i t chener /W at er l oo,  Kor ean            
Inter-agency Network, Korean    
Canadian Community Research and 
Enhancement Network, Korean   
Canadian Lawyer’s Association, 
Korea Town Business Improvement 
Area, Korean Nurses        Associa-
tion, Korean  Students    Association 
of Canada, OCASI,  Osgood Hall 
Korean Law Students Association, 
Ryerson University  Research Cen-
tre, Settlement &   Education Part-
nership in Toronto, Sacred Heart of 
Jesus Parish,  

Settlement Workers in School,     
Settlement and Education Partner-
ship in York Region, Scott Mission, 
Shinhan Bank of   Canada, Skills for 
Change, St. Joseph Immigrant 
Women’s  Centre, Sunnybrook    
hospital “Odette Cancer Centre”, 
S.U.C.C.E.S.S, TD  Canada Trust, 
Thornhill Community Centre,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U-VINK,  
Working Skills Centre, Vaughn 
Church, Victim   Services, VWAP, 
York University—Prof. Ann Kim.   
14 Community newspapers 
7 Community websites 
2 Community T.V. (All T.V. & A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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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RVICES 
Due to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many hard working Korean immigrants have 
lost their businesses and jobs and, therefore, have had to rely on social assistance. 
Despite the fact that they paid tax throughout their working life, when they came to 
access social assistance they displayed embarrassment and shame. When staff 
pointed out that they have been supporting Canada’s social system with their tax 
and, therefore, they have nothing to be ashamed of, their faces lit up with a sign of 
relief. For this reason, KCWA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services in a 
respectful manner that is mindful of each person’s dignity.  

Working with community members so they know their rights in Canada and the   
resources available to them is a large part of fostering respect and integrity.  Ms 
Lee’s situation serves as a prime example: 

Ms. Lee is a widower who had been dependent on her children for her living        
expense since her husband died. After attending KCWA’s seminar on social bene-
fits, she learned about survival pension and, with the assistance of KCWA’s worker, 
she applied it. Through this pension, she became less dependent on her children 
and gained confidence to lead an independent life.  

RESPECT AND INTEGRITY 

Through KCWA’s volunteer program, newcomers are encouraged to network, gain 
Canadian experience and contribute back to society.  Our volunteers assisting local 
homeless shelters have gained a reputation as the best volunteers. Through their 
hard work and level of dedication, KCWA volunteers have demonstrated that      
newcomers and immigrants have much to contribute to the Canadian society: 

Ms. P. retired five years ago and, since then, she has been volunteering at a    
homeless shelter. She shared that she has been a beneficiary of Canada; therefore, 
she wanted to give back to Canada by volunteering. Once every month, she sweats to 
change bed sheets and to prepare food for homeless people but she never loses her 
smile. She also encourages other immigrants to join her in volunteering.    

KCWA’s volunteers’  sense of  dedication, experience and skills are eventually      
recognized and, sometimes, employment is offered to them. Thus the program is 
more than just about volunteering, it instills social responsibility and a sense of    
ownership among newcomers and immigrants.  

BOARD AND STAFF SATISFACTION 

Despite the big responsibilities and heavy workload, the majority of board and staff 
expresse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organization:  

I like the training opportunities.  

I’m glad to be in an organization where I can make a difference in other people’s lives. 

KCWA instills a sense of mission for my life. 

My reward is clients saying, “I’m comforted in knowing that I can always turn to 
KCWA.” 

KCWA is a model of accountability and quality of services. 

VOLUNTEE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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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rang Gala 
Date: February 20, 2010 
Location: Sheraton Parkway Hotel (600 Highway 7 East, Richmond Hill, ON)                         Total Revenue: $62,945.00 

Revenues 2010 2009 Expenditures 2010 2009 

Grants 
Fundraising and Donations 
Membership Fees 
Programs 
Interest and Sundry 
Total 

604,142 
117,386 

2,620 
5,171 
1,833 

731,152 

566,365 
90,362 
3,100 
5,920 
1,509 

667,256 

Advertising and Promotion 
Bank Charges 
Communications 
Community Support 
Cultural Interpretation 
Fundraising 
Insurance 
Meetings and Conferences 
Occupancy Costs 
Office Expenses 
Professional Fees 
Project Expense 
Project Partner 
Salaries and Wages 
Total 

886 
855 

3,563 
735 

6,205 
52,401 
4,573 
8,557 

27,773 
11,869 
19,374 
45,060 

- 
505,044 
686,895 

Grants 2010 2009 

Asian Community Aids Services 
Canadian Breast Cancer Foundation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Ontario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Ontario Ministry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Ontario 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 
City of Toronto - CSP 
City of Toronto - Public Health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Korean Heritage Foundation 
United Way 
Total 

- 
12,307 
1,500 

110,688 
69,281 

- 
26,010 

- 
332,849 

25,000 
6,507 

20,000 
604,142 

9,385 

69,529 
- 

102,541 
94,944 
8,325 

25,500 
500 

251,421 
- 

4,220 
- 

566,365 

8,056 
593 

3,910 
1,600 
1,831 

38,832 
4,033 
2,359 

27,774 
12,910 
8,156 

25,412 
13,211 

430,564 
57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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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 Board and Staff 

Position Name 
President  Sang-Hee Park 
Vice President Linda Yoo 
Public Relations Comm. Chair Bok-Sil Shin 
Treasurer & Finance Comm.  Chair Sung-Hak Choi 
Secretary Hazel Moon 
Admin/Program & Service Comm. Chair Pauline Yoon 
 Member Kyung Ai Choi 
 Member Jane Chung 
 Member April Lim 
 Member Kwi Ran Ahn 
 Member Eun Hwa Kook 
 Member Sharon Park 
 Member Bohee Kang 
 Member Shawna Park 
 Member Gail Lee 

Staff 
Position Name 

Executive Director Younglee Ha 
Program Manager/ Settlement Coordinator Young Oak Kang 
Transitional and Housing Support Worker Eun Young Baek 
Crisis Support Worker/Team Leader Gill Soon Yim 
Employment Coordinator/Team Leader Byung Chun Oh 
Settlement Worker Jaemin KIm 
Settlement Worker Jin Young Lee 
Settlement Worker/Team Leader Sophie Sim 
Settlement Worker Lily Jungmin Diep 
Outreach Worker Yoon Jin Kim 
Administrative Assistant Eun-Kyung Lee 
CBCF Coordinator Yun Sang Ryu 
Newcomer Project Coordinator Kiyeon Kim 
New Horizon Project Coordinator Kye Hwa Yeo 

Donors 
Dae Kang, Jae Sook Lee, Jung Keun Oh, Chae Kyu Song, Si Sok Kim, Mi Ok Kwon, Younglee Ha, Kevin Kaminski, Yon 
Soon Kim, Young Oak Kim, Hye Sung Park, Keum Kyu Choi, Kyung Soon Kang, Seung Yung Choi, Kyung Ja Oh, Yu 
Jeon Seo, Jae Ok Hong, Yunjung  Lee, Dong Hwan Jung, Dupyo Hong, Touchcash Inc., Bethel Church, Kollaboration, 
Seh Jin Lee, Jung  Za Yoon, Fausta Siu, Hae Za Chung, Byung Kwon Song, KCCA, Yong Ja Kim, Young Sook Cho, 
Jeong Suk Lee, Keung Ok Lee, Youngoak Kang, Moo Ho Cho, Je Wha Kim, Young Sook Cho, Bu Ho Kim,  Young Nak 
Korean Presbyterian Church, Moinica, Deok Ja Chung,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Toronto,, Pan 
Asia Food Co. Ltd., Kyung Ja Yi, Soon Ok Cho, Yong Wha Park, Chung Sook Koh, Jee Yin Kim, Agatha  Um, Bok Sil 
Shin, Intronode Inc., Kyung Ae Kim, Hwa Jung Kwon, Dave Ma, Kyong Ja Baik, CKBA, Francis Kim, cStar Technologies 
Inc., Helmut Koenig,  Bohee Kang, Pauline Yoon, Anonymous.  

Sponsors  

In-Kind Donations 
Stella Yoon, NUAC, Jennifer Kim-Roggemann, In Sook Winters, Heidi Cha, Hamilton Choi, Do Young Lee, Shin Won Ji, 
Westin Prince Hotel, Shawna Park, Soon Ok Cho, Ae Ryun Park, T&M Photo Studio, Younglee Ha, Sahi Choi, Chung 
Sook Koh, In Hee Kim, Kisun Choi, Agatha Um, Joung Joon Lee, Peter Shin, Kyung Ai Choi, Galleria Supermarket, In 
Beauty Spa, Sheraton Hotel, Jane Chung, Sharon Park, Columbus Golf Club, Yun Sang Ryu, Eun Kyung Lee, Jaemin 
Kim, Gill Soon Yim, Young Shin Ha, Dae Young Park, Jung Sook Kim, Sacred Heart of Jesus Parish,  Eun Young Baek, 
Kyoung Sook Cho, Heidi Cha, Jung Ae Yang, Youngoak Kang, Sang Hee Park, Lily Diep, Hee Sun Kim,  Steve Shine, 
Anonymous. 



 캐나다 한인 여성회 연례 보고서 2009-2010

박상희 회장, 하영리 사무장 

 

회장으로서 처음 준비한 연례보고서를 통하여 하영리 사무장과 함께 KCWA의 25주

년 해의 성과와 앞으로 KCWA의 방향을 여러분께 보고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KCWA의 25주년 해는 그 동안 여성회에 이사로 봉사하신 이사, 자원봉사자, 후원자, 

그리고 구.현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지난 25년을 회고 하는 기념행사로 시작했습

니다.  25년 간의 추억을 회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분 한 분의 비전, 

희생, 헌신, 후원등이 오늘날의 여성회를 있게 한 지주와 기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시작으로 KCWA에는 좋은 소식들이 잇따랐습니다. 먼저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54차 Commission of Status of Women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아 

참석을 했고, 곧이어 자선단체 지위 회복, 새로운 여성회 로고 공표, 온타리오주 이민

부에서 우수한 신규이민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게 수여하는 2010 Newcomer 

Champion Award 수상, 그리고 온타리오 주수상이 주관하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공

식 방문행사에 초대를 받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전례 없는 표창은 KCWA의 질적인 서비스, 기관전체의 성실성과 높은 투명

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이사진과 직원들이 

KCWA가 한인 동포사회에서  복지 서비스기관의 모델이 되고 또 개인과 가정이 필요

한 서비스에 부합하기 위하여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 입니다.  

앞으로도 KCWA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2010-2013년 

전략회의 때에 우리의 목적 “건강한 우리 지역사회 만들기 – 한 사람씩”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회 임무를 다시 재조명 하고 모든 KCWA의 행정과 서비스에 근간이 되는 

포용, 우수, 성실, 존중, 협력 5개의 가치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인 동포사회를 

더 잘 봉사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3년 동안 KCWA는 사무실 확대, 재정 확대, 서비스 

개선, 관리구조 강화에 주력을 할 4개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KCWA의 후원자 분들의 귀중한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

을 잘 압니다. 그래서, KCWA가 계속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지속적

인 지원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 이사진과 직원들을 대신해서, 아주 멋있는 한 해를 보내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 지역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

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을 고대합니다.  

회장과 사무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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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무   

 

건강한 우리 지역사회 만들기 – 한 사람씩 

 

임무를 성취하기 위하여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폭력, 가난, 불평등에서 벗어날 수 있

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다.  

 

●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합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이민자 가족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들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노력을 장려한다.    

 

추구하는 가치관  

 

포 용 성  - 개인고유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우 수 성 -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 실 성 - 모든 활동에 있어서 투명, 책임, 정직, 전문성을  

               준수한다.   

 

존     중 -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개인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상호협력 - 내적, 외적으로 팀워크와 상호 협력을 격려한다.  

임무 및 추구하는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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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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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자 수  

정   착 1,175 

취   업 217 

가정 및 사회복지 864 

합   계 2,256 

서비스 제공 수 

정   착 17,211 

취   업 2,399 

가정 및 사회복지 9,219 

합   계 28,829 

서비스 지역 

토론토 965 

욕지역 197 

필지역 37 

듀람지역 10 

할튼지역 9 

광역 토론토시 외곽 56 

무응답 982 

합   계 2,256 

서비스 이용자 연령대 

20대 138 

30대 248 

40대 413 

50대 274 

60세 이상 201 

무응답 982 

합   계 2,256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수 894 

자원봉사자 시간 4,370 

  후원자  

후원자 수 303 

기부금 총액 1,14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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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서비스 

한인 이민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캐나다 사회로의 빠른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KCWA

의 정착서비스는 커뮤니티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회계 년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

공되었다.  지난 회계 년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KCWA  서비스의 우수성이 커뮤니티

에 더욱 더 알려지면서 KCWA를 찾는 한인 이민자 가정 및 서비스 이용자가 광역 토

론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타리오 이외의 주와 한국을 포함한 캐나다 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로 부터의 서비스 요청이 증가, 확대 되었다는 점이다. 방문자의 

1순위는 토론토 지역이었으며 2순위가 욕지역, 기타지역으로 광역토론토 외곽 인근 

지역인 Oshawa, Newmarket, Barrie, Hamilton, Kingston, Waterloo 등 또는 타 주 

알버타, 브리티시 컬럼비아, 위니팩, 뉴브런스윅, PEI 와 더불어 미국, 한국 등의 해외

에 거주하시는 한인동포들에게도 이메일 상담, 국내 장거리 및 국제전화를 통하여 신

속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로 부터의 긍정적인 반응과 높은 만족도

를 갖게 하였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총 17,211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방문 서비스 이용자의 성별

은 남성이 38%, 여성이 62%, 연령대는 40대 33%, 50대 21%, 30대가 20% 이었다.  

또한 전문 기술인력이민, 기업이민, 투자이민 등의 경제이민 카테고리가 40%로 1순

위를 차지하였다.  캐나다에 이민 온 년도를 볼 때 대부분의 신규이민자들은 5년 이내

에 정착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얻지만 3분의 1의 신규이민자들은 5년이 지나도 기본적

인 정착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신규이민자들이 정착을 하는 데는 5년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보여준다. 또한  

아래 사례가 시사하듯 이민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들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신속한 정착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캐나다에 도착 후, 2달 후에 여성회를 방문하여 정착서비스를 받았다. 정착상담원의 친절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고 또 전문지식

은 나로 하여금 상담원을 믿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신뢰를 가지게 했다. 어느 날, 교육청에 아들의 학교등록을 위하여 예약을 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 내가 영어로 통화 하기를 불편해 하니까 정착상담원은 나의 어려움을 알고 대신 예약을 해 주었다. 그리고 학교 등록과정

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예약한 날 교육청에 가서 상담원이 일러준 대로 아들은 영어, 수학 테스트를 보고 또 4

일 과정의 학교정착 오리엔테이션에 등록을 하였다. 나는 1년 동안 우리가족의 정착을 도와준 정착상담원의 친절과 전문성에 반해 나

도 다른 신규이민자들을 돕는 정착 상담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나의 꿈을 상담원에게 이야기 하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어공부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게 해주었다. 나는 캐나다에서 나의 모델을 찾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

다. (Mrs. J) 

KCWA는 좀더 나은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하여 프로그램과 요구조사를 열심히 평가 분석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 결

과 온타리오 주 Ministry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에서 수상하는 2010년 Newcomer Champion Award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 상은 신규이민자들의 온타리오 문화 이해와 사회적, 경제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기관에게 수상하는 상이다.  

(아래 온타리오 주 이민장관 Eric Hoskins으로부터의 수상 사진참조)      

우� � � � 수� � �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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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협력 서비스  

2009년-2010년 회계 년도의 KCWA 취업서비스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 서비스 이용

자들의 연령 분포도를 볼 때 대부분이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30대, 40대, 

50대의 신규이민자들이었다. 이것은 한국인 신규이민자들이 캐나다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취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이에 KCWA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별 취업 상담과 한국인 이민자로서 캐

나다 취업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한국인 이민자

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업을 소개하는데 주력한 그룹 세미나 및 워크숍을 제공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1400여건이 넘는 개별 상담을 했으며 총190회, 970명의 참가자

에 달하는 그룹 서비스를 제공했다.   

다음 사례에서 보여주듯 개별 맞춤 취업 상담은 신규이민자들이 원하는 직업을 찾도

록 격려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직 간호사셨던 Ms. K는 캐나다에서 간호사가 되는 것이 너무 어렵다며 간호사를 포

기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KCWA를 통하여 정보를 더 얻고, 다

른 간호사분들과의 연결, 장기적인 준비에 대한 조언 등을 통해 다시 간호사직에 도전

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우선 간병사가 되어 캐나다 경력을 쌓으면서 영어

실력도 다져서 다시 간호사 직에 도전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Ms. K는 지금 본인의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다.  

Mr. L도 다른 신규이민자들과 같이 캐나다 경력이 없어서 본인의 전산분야 경력을 포기하려고 하신 분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전산

경력은 새롭게 공부를 다시 하지 않고서도 캐나다에서 본인의 경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캐나다식 이력서 작성을 도

와 드리고 캐나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IT업체 인턴쉽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제공을 한결과 현재 IT업체에 취직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룹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하여서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성과는 참석자들의 지식이 증가하였고 취업과 일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변화였다. 매번 초청되는 캐나다 취업시장에서 직접 그 직업을 찾아 일하고 있는 한인 이민자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담

은 열심, 긍정적인 사고,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런 경험담을 통하여 참

석자들은 캐나다의 직장 문화, 직업 윤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특히 캐나다에서 취업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를 배

우게 되었다고 표했다.  

KCWA의 취업서비스는 취업 도움 서비스를 지속해 나감과 동시에 새로운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새 취업 시장에 한인 이민자

들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5 

캐나다 한인 여성회 연례보고서  2009-2010 



       
캐나다 한인 여성회 연례 보고서 2009-2010

6

서비스 이용자의 소리 
 

 

종 갓 집 

채  옥  주  

정착 서비스 이용자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면서 이주공사를 통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독립이민을 신청했습니다. 이민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

보도 없고 이민이 될지 안 될 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서류를 넣고 시험을 치고 몇 년동안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과연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영어

공부도 캐나다에 대한 정보도 못 챙기고 바쁜 한국 일상생활을 나날이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그야말로 느닷없이 이

민비자가 나왔습니다.  

 

영주권을 받자 갑자기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준비한 것이 너무나도 없었기에…. 그래서 일 년을 미룰까 하다가 아

이들 학교때문에 서둘러 두어달 만에 캐나다에 왔습니다. 일단 친척집에 머물면서 운전면허증, OHIP 카드, 아이들 학교 

가는 문제 등 급한 일 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켓에 간 친척이 한국 신문을 들고 왔고  한인여성회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게되었습니다. 캐나다에 아무것도 모르고 왔지만 정착을 준비하고 하고 있는 나에게 친척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한인여성회에 전화해서 도움 받으라고 하였던 터라 이곳이 이민자들을 돕는 기관이라는 정보를 알

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 처음 한인여성회에 방문하여 세금제도에 관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세

미나를 듣다보니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나다에 오니 물어

볼 것도, 알 것도 많은데 많은 사람을 알지 못하는 내게, 그들에게 일일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 

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신문과, 인터넷을 보면서 수 많은 정

보를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잘못된 정보도 많고 오히려 부 정확한 정보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은 한인여성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가급적 열심히 듣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 온지 3개월 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워크숍과 일대일 상담을 통하여 학교, 의료보험 및 의료 시스

템, 정부 지원 영어 코스, 무료 건강 검진, 겨울철 놀이문화, 아들의 학교생활과 캐나다에서의 적응을 돕는 맨토링, 캐나

다식 자기 소개서 쓰는 법 등 많은 정보를 배우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있어 한인여성회는 종갓집과 같습니다. 언제나 굳은 일을 맡아 해주고 내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종갓집에 가거

나 전화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종가집 며느리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갑게 맞아주고 친절히 가르쳐 줍니다. 

힘들 때 도움 받을 곳이 있다는 사실에 언제나 내 마음은 든든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나와 같은 도움

을 받았으면 합니다. 끝으로 한인 이민자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이민생활을 위해 노력해주신 여러분들과 기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 � � � 수� � � � 성� 

 6 

캐나다 한인 여성회 연례보고서  2009-2010 



7

캐나다 한인 여성회 연례 보고서 2009-2010

 7 

캐나다 한인 여성회 연례보고서  2009-2010 

가정 서비스 
 

정착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으로 이민자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가족간의 갈등과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래서 KCWA는 캐나다에

서의 법적 신분, 성별, 나이 등과 상관없이 건강한 이민 가정을 도모하는 서비스 중

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포용적인 서비스 접근방법으로 KCWA는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에게 ‘자존감 향상’, ‘스트레스 관리’, ‘분노 조절’, ‘효과적인 대화법 익

히기’, ‘부모 교육’, ‘가정의 회복’ 등에 관한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이용가능

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웃리치를 적극적으로 했다. 그 예로,  

가정폭력 아웃리치의 일환으로 동료지도자들을 양성하여 지역사회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모르는 사람 또는 폭력을 가정사로 생각하고 참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워크숍을 하도록 했다.  

 

KCWA의 서비스 이용자들은 대부분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들로서 언어 장벽

이 있는 사람들이다. 언어장벽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됨으로 많은 분들이 언어

적으로 문화적으로 적합한 쉼터, 법률, 건강 서비스 등을 받고 싶어하셨다. 그러나, 

사회 제도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치는 

것이 KCWA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KCWA의 서비스가 용이해 지면서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오

픈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시니어, 청소년들의 서비스 이용을 증가하게 했다. 도표

를 보면 지난 회계 년도 동안 한인 여성회 가정상담실에서 행해진 총 서비스 제공 건

수가 전회 계년도에 비해 약 40%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가정상담 서비스를 받는 

남성 이용자의 수 역시 늘어 총 65명 으로 전년 대비 23%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서비스 이용자도 광역 토론토시를 넘어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들

이 늘고 있다.   

 

가족, 여성, 어린이 들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결과 

KCWA는 금년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있었던 54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을 했다. KCWA는 누구든지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는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포� � � � 용� � � � 성� 

상� 호� 협� 력� 
키치너/워터루 한인회,  Korean Inter-agency 
Network, Korean    Canadian Community 
Research and Enhancement Network, 한인 

변호사 협회, 코리아타운 BIA, 온타리오 한

인 간호사 협회, 캐나다 한인 학생회, 
OCASI,  Osgood Hall Korean Law Students 
Association, Ryerson University  Research 
Centre, Settlement &   Education 
Partnership in Toronto, 예수성심 천주교회, 
Set t lement  W orkers  in  School ,     
Settlement and Education Partnership in 
York Region, Scott Mission, 캐나다 신한 

은행, Skills for Change,  

St. Joseph Immigrant Women’s  Centre, 
Sunnybrook    hospital “Odette Cancer 
Centre”, S.U.C.C.E.S.S, TD  Canada 
Trust, Thornhill Community Centre,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U-VINK,  
Working Skills Centre, 본한인 장로교회, 
Victim   Services, VWAP, York University  
Prof. - Ann Kim.   

14개의 동포사회 언론기관 

7개의 주요 한인 웹사이트 

2개의 동포사회 TV (얼티비 & 아리랑) 

이번 회계 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 및 

개인과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

공하였다: 
ACCESS, CAS, CCAS, Catholic    
Community Services of York Region, 
Catholic Cross-Cultural Services,    
Calvary Manor, Immigrant Women’s 
Heal th Centre,  CRA-Communi ty    
Volunteer Income Tax Program,     
Galleria Supermarket, Good Shepherd 
Homeless Shelter, HanVoice, H-Mart, 
Hong Fook Mental Health    Association, 
Job Start, 한인 교육자 네트워크, 토론토 

한인회, 해밀턴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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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 
 

불경기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던 한국인 이민자들이 직업과 사업체를 잃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그 동안 열심히 세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러 오셔서는 부끄러

움과 창피함을 느끼셨다. 그 동안 낸 세금으로 캐나다 복지시스템에 기여한 것을 말씀 드리면

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얼굴이 환

하게 펴지는 것을 보곤 하였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더욱더 서비스 이용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격려를 드리면서 존중하는 태도로 제공하였다. 아주 작은 정보이지만 그 정보를 통

하여 한 개인의 삶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 항상 경험하기 때문에...    

 

Ms. L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줄곧 자녀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계셨다. 어느날 KCWA의 시니어 

복지혜택 설명회에서 본인이 해당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알게 되어  KCWA의 도움으로 신청을 

하고 수혜자가 되었다. 그 후 자녀에게 덜 미안하고 의지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독립적인 생활

을 하시게 되었다.  

 

이민자들이 캐나다에서 개인의 권리를 알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개인을 존중하는 것이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새 이민자들의 자원봉사 기회와 경험은 효과적인 정착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참여를 격려하면

서 캐나다의 문화와 시스템을 이해하도록 돕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최고의 자원봉사자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들이 열심히 자원봉사를 한 대가로 이민자들도 캐나다 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Ms. P는 5년전에 은퇴를 하고 계속 노숙자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해오셨다. 그는 캐나다에 살

면서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하고자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였다. 매달 한번씩 

노숙자 쉼터에서 땀을 흘리며 침대시트를 갈고, 밥을 나누어 주면서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격

려하며 또 주위의 이웃들께도 함께 자원봉사를 하도록 권하신다. 

KCWA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업무태도, 경험, 능력의 인정으로 때로는 취업의 길이 열

리기도 했다. 따라서, KCWA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은 이민자들에게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자

신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 사회의 일원이 되는  건강한 시민의

식을 갖도록 격려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사, 직원 만족도 

KCWA의 일 업무량은 많지만 대다수의 이사, 직원들은 KCW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만족감을 

표하였다:  

투명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 기관의 한 일원인 것이 좋다.   

트레이닝기회가 주어져서 좋다.  

조용하게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기관이어서 좋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기관에서 일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KCWA에 일을 함으로써 사명감이 생긴다. 

나의 제일 큰 보람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여성회가 있어서 든든하

다” 라고 말할 때 이다.   

 

존� 중� 성�,� 정� 직� 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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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2010 2009 지출 2010 2009 

정부 지원금 

기금 모금 및 기부 

회비 

프로그램 수입 

이자 및 기타 

합 계 

604,142 

117,386 

2,620 

5,171 

1,833 

731,152 

566,365 

90,362 

3,100 

5,920 

1,509 

667,256 

홍보 

은행 수수료 

통신 

커뮤니티 지원 

통역비 

모금 활동 

보험 

모임 

렌트 

사무실 경비 

전문인 사례 

프로그램 진행비 

프로젝트 파트너 

급여 

합 계 

886 

855 

3,563 

735 

6,205 

52,401 

4,573 

8,557 

27,773 

11,869 

19,374 

45,060 

- 

505,044 

686,895 

정부 지원금 2010 2009 

Asian Community Aids Services 

캐나다 유방암 재단 

토론토 총영사관 

온타리오 주정부 지역사회 복지부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부 

온타리오 주정부 검찰청 

토론토시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토론토시 (공중보건) 

연방이민성 

연방 인적자원 관리국 

재외동포재단 

유나이티드웨이 

합 계 

- 

12,307 

1,500 

110,688 

69,281 

- 

26,010 

- 

332,849 

25,000 

6,507 

20,000 

604,142 

9,385 

69,529 

- 

102,541 

94,944 

8,325 

25,500 

500 

251,421 

- 

4,220 

- 

566,365 

8,056 

593 

3,910 

1,600 

1,831 

38,832 

4,033 

2,359 

27,774 

12,910 

8,156 

25,412 

13,211 

430,564 

579,241 

아리랑 만찬 
 

날짜: 2010년 2월 20일 

장소: Sheraton Parkway Hotel (600 Highway 7 East, Richmond Hill, ON)               총수입: $62,945.00 (지출 포함) 

재무제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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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 도움을 주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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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 이사진과 직원 

이사진 직 원 

직   책 이   름 

회  장  박상희 

부회장 유상희 

섭외 회원 위원장 신복실 

회계 & 재정 위원장 최성학 

서   기 문희배 

총무, 사업 위원장 윤보인 

이  사 최경애 

이  사 정제인 

이  사 임희승 

이  사 안귀란 

이  사 국은화 

이  사 박샤론 

이  사 강보희 

이  사 박유경 

기금 위원장 이현선 

직  책 이   름 

사무장 하영리 

프로그램 매니저/정착 코디네이터 강영옥 

가정 상담원 백은영 

가정 상담원/팀리더 임길순 

정착 및 취업 상담원/팀리더 오병천 

정착 상담원 김재민 

정착 상담원 이진영 

정착 상담원/팀리더 심수영 

정착 상담원 박정민 

아웃리치 워커 김윤진 

행정업무 이은경 

CBCF 코디네이터 류윤상 

새이민자 가족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김기연 

New Horizon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여계화 

후원자 

강대, 이재숙, 오정근, 송재규, 김시석, 권미옥, 하영리, 케빈 카민스키, 김연순, 김영옥, 박혜성, 최금규, 강경순, 최승영, 

오경자, 서유전, 홍재옥, 이윤정, 정동환, 홍두표, 터치캐쉬, 벧엘교회, 콜라보레이션, 이세진, 유정자, 파우스타 시우, 정해

자, 송병권, 한인회, 김용자, 조영숙, 이정석, 이긍옥, 강영옥, 조무호, 김제화, 김부호, 영락교회, 모니카, 정덕자, 이화여대 

동문회, 판아시아 주식회사, 이경자, 조순옥, 박영화, 장정숙, 김지인, 엄아가다, 신복실, 인트로노드, 김경애, 권화정, 데이

브 마, 백경자, 불교회, 김동균, 씨스타 테크놀로지, 헬멋 코이니그, 강보희, 윤보인, 그외 다수. 

물품기증자 

윤스텔라, 평통, 제니퍼 로쥐맨, 인숙 윈터, 하이디 차, 해밀터 최, 이도영, 지신원, 웨스턴 프린스 호텔, 박유경, 조순옥, 박

애련, T&M 포토샵, 하영리, 최사희, 장정숙, 김인희, 엄아가다, 이정준, 신피터, 최경애, 갤러리아 슈퍼마켓, 인 뷰티 스파, 

쉐라톤 호텔, 정제인, 박샤론, 콜럼버스 골프 클럽, 류윤상, 이은경, 김재민, 임길순, 하영신, 박대영, 김정숙, 예수성심천주

교회, 백은영, 조경숙, 양정애, 강영옥, 박상희, 박정민, 김희선, 스티브 신, 그외 다수.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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