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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ear 2012‐2013 continued  to present  the social services sector with many challenges and 
uncertainties due to cutbacks to both provincially and  federally  funded government programs, 
the  continued  economic  downturn,  and  numerous  legislative  changes  that  have  impacted      
service users, especially newcomers and refugee claimants. However, amidst these changes and 
uncertainties, the KCWA’s Board of Directors and  its staff effectively fulfilled the organization's 
strategic priorities along with several significant achievements.  
 
In October 2012,  the KCWA opened  its  long‐awaited branch office  in  the United Way Toronto 
initiated Bathurst‐Finch Hub.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office,  three  staff members 
relocated to provide settlement services; eleven staff members remained  in the downtown of‐
fice; and one staff member was at an off‐site  location to deliver a senior’s program. While the 
operation of two offices initially posed some administrative challenges, the staff quickly adjusted 
to the new system and continue to deliver quality services.      
 
Locating to the Bathurst‐Finch Hub has resulted in the KCWA having a wider network with other 
service providers  in  the North York area. The KCWA has partnered with service providers both 
within and outside of the immediate geographic area, such as the North York Public Library. The 
KCWA has also joined the North York Local Immigration Partnership to bring better‐coordinated 
services. Moreover, the KCWA has been approached to form partnerships by many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o name a  few: Children’s Aid  Society  contacted  the KCWA  to  collaboratively 
address  the  issues  raised  by  North  Korean  refugee  claimants;  under‐resourced  organizations 
within  the  Korean  community  have  asked  for  the  KCWA’s  support  for  their  capacity  building 
efforts; and  researchers and academics have shown  interest  in utilizing  the KCWA’s   networks 
and database for their research.   
 
All of  these efforts  in  achieving  strategic priorities, while managing  changes, have  resulted  in 
outcomes that were expected by our stakeholders. Therefore, despite the challenging economic 
climate and the difficulty of soliciting donations and sponsorships, the KCWA was very successful 
in securing government funding and increasing corporate sponsorships for on‐going services.  As 
depicted  in  "Our  Story",  a memoir  published  in  2013  by members  of  the  KCWA's  Advisory     
Committee to share the success stories of the KCWA, which were brought about by the sweat, 
tears,  and  passion  of  previous  boards  of  directors,  the   KCWA was  originally  an  organization  
committed to helping immigrant Korean women with their family and settlement issues. Today, 
the  KCWA  is  the  largest  Korean  service  provider  across  Canada,  serving  close  to  7,000             
individuals, with approximately 40,000 service contacts in the areas of settlement, employment 
services,  family and social services, and   community capacity building. The doors of  the KWCA 
are open to everyone regardless of gender, age, and status in Canada.  
 
The KCWA continues to strive to serve the needs of the community.   Towards this end, for the 
upcoming year,  the KCWA will  launch a new  strategic plan  that will guide  the KCWA over  the 
next three to four years. This exercise will enable the KCWA to continue to build on what it has 
already been doing well, while further improving its services and mandate.  A huge thanks to the 
KCWA's dedicated board members,  supportive advisory  committee members,  the professional 
and  committed  staff,  selfless  volunteers,  and  the  generous  donors  and  sponsors  behind  its    
programs. With the support of  its stakeholders, the KCWA will continue to help  individuals and 
families to realize their full potential in Canadi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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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the Korean‐Canadian community, one person at a time.” 

Mission		

Core	Values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is a non‐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85 by a group of women who were  concerned with women and 
family  issue.    KCWA’s  mission  is  to  “Building  the  Korean‐Cana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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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provide culturally sensitive 
and  linguistically  appropriate  services  and  programs,  to  enhance  the 
well  being  of  immigrant  families  and  promote  their  efforts  to  realize 
their potential.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as  a non‐profit organization,  serves 
Women, Men, Senior and Youth all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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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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
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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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m‐
work  and  partnership,  both  within  the 
KCWA and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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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Statistics		
NUMBER OF CLIENTS 
Settlement    1,870 
Employment  421 
Family and Social  340 
Program  3,964 
Project  353 
Total  6,948 

SERVICE REGION 
Toronto  67.56% 
York  11.03% 
Peel  5.14% 
Other Provinces/Korea  3.11% 
Out of GTA & Unknown  13.16% 
Total  100.00% 

AGE GROUP 
Under 20s  1.58% 
20s  5.98% 
30s  15.64% 
40s  34.37% 
50s  22.12% 
Over 60  12.44% 
Unknown  7.87% 
Total  100.00% 

VOLUNTEER 
No. of Volunteer Work  550 
Hours Contributed by 
Volunteer 

5,031 

DONORS 
Donors  300 
Amount of Donation  $113,030 

GENDER GROUP 
Female  72.55% 
Male  27.37% 
Unknown  0.08% 
Total  100.00% 

SERVICE CONTACTS 
Settlement    20,981 
Employment  2,402 
Family and Social  10,424 
Project  5,039 
Total  38,846 



Settlemen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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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out  the  fiscal  year  2012‐2013,  the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collaborated with  various 
mainstream organizations,  in order to provide settle‐
ment  services  and  culturally  appropriate  program‐
ming  to newcomers and  immigrants. Moreover, with 
the support of Unison Health and Community Services 
and  the United Way Toronto,  the KCWA was able  to 
successfully open  its Bathurst‐Finch Hub (North York) 
office  in October, 2012. Through  the addition of  the 
Bathurst‐Finch Hub, the KCWA is now able to provide 
services to the large population of Korean newcomers 
in  the  North  York,  Thornhill,  and  Richmond  Hill  re‐
gions.  
 
By  effectively  identifying  and  acknowledging  the 
needs  of  clients,  the  KCWA  continuously  strived  to 
provide client‐oriented settlement services  in the  fis‐
cal year. The efforts of the KCWA have culminated  in 
positive feedback from clients, who provided an aver‐
age  score  of  81.50%  in  one‐on‐one  session  evalua‐
tions. On  a monthly  basis,  the  KCWA  also  prepared 
and delivered seminars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newcomers  into  the  Canadian  society.  The  semi‐
nars focused on themes such as Canadian culture, so‐
ciety,  education,  language,  and  community  involve‐
ment.  
 
The KCWA services in relation to Canadian citizenship 
and permanent residency represented 35.09% of total 
services provided. In  light of the Government of Can‐
ada recently implementing stricter laws and standards 
in the obtainment of citizenship and permanent resi‐
dency,  the  KCWA  has  focused  on  meeting  clients’ 
needs by relaying accurate  information regarding  im‐
migration regulations, laws, and standards. 
 
In  addition,  social  welfare  services  provided  by  the 
KCWA represented 25.80% of total services provided.  
In comparison to the prior year, the amount of social 
services  provided  to  refugees,  specifically North  Ko‐
rean clients, increased by 8.71%. These social services 
were aimed at assisting North Korean clients to attain 
financial  independence and stable settlement  in Can‐
ada. 

 
In 2012‐2013,  there was also an  increase  in  regional 
services  provided  by  the  KCWA,  as  clients  from  be‐
yond  the  Greater  Toronto  Area  (GTA)  regularly  en‐
gaged the KCWA to access its services. Specifically, cli‐
ents  from  the  Peel, Durham,  and Halton  districts  as 
well  as  from Waterloo,  London,  Barrie,  and Ottawa 
sought  services. Moreover, 3.11% of  cumulative  ser‐
vice  inquiries were  from  individuals  located  in  both 
Korea  and provinces outside of Ontario.  Such  statis‐
tics  reflect  the enhanced awareness of  the KCWA  in 
the larger Canadian community. Furthermore, it dem‐
onstrates  the  strong need  for  the KCWA and  its  ser‐
vices by Korean immigrants and newcomers as well as 
by communities outside the typical KCWA service area. 
Finally,  the  20,981  settlement  services  provided  by 
the  KCWA  strongly  indicates  that  the  KCWA  is  suc‐
cessfully contributing to the Canadian community and 
positively enhancing the lives of immigrants in Canada.     
 
The quality of programs provided by the KCWA were 
enhanced by  the  involvement of  a  larger number of 
volunteers  in  2012‐2013.  Through  the  Community 
Volunteer  Income Tax Program  (CVITP), which repre‐
sents  a  collaborative  effort  between  the  KCWA  and 
the Canada Revenue Agency (CRA), 32 volunteers as‐
sisted  in providing 407  tax  return  services  to  clients.  
Moreover,  240  volunteers  provided  services  for  the 
homeless  at  the  Good  Shepherd  Centre  and  Scott 
Mission, highlighting the positive roles of Korean vol‐
unteers in the Canadian community. Through its con‐
tinual collaboration with mainstream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46 media and outreach partnership organi‐
zations in Toronto, the KCWA will continue to serve as 
a catalyst in providing more and better services to the 
community of Korean im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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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ing	Employment	Services	
 “Career  Networking  Club,  dreaming  to  become  a 
Career Mecca for Korean  immigrants for sharing  in‐
spiration and valuable information” 
 
In  a  survey  conducted  by  the  KCWA  to  identify  the 
needs of Korean immigrants in Canada, many Korean 
immigrants  expressed  that  both  “Networking”  and 
“Skills  Training”  are  critical  for  their  successful  job 
search. Based on the survey results as well as the goal 
of the KCWA employment services, which  is “helping 
clients  settle  down  successfully  through  the  obtain‐
ment  of  sustainable  employment”,  the  KCWA  di‐
rected  its employment service efforts towards creat‐
ing enhanced opportunities for both networking and 
skills training. The KCWA’s efforts crystallized through 
its partnership with both Korean‐Canadian and main‐
stream community organizations and businesses.  
In striving to answer the question, “How can we pro‐
vide enhanced opportunities for networking and em‐
ployment skills training for our clients?”, diverse em‐
ployment‐related programs were  developed  and  of‐
fered throughout 2012‐2013. A notable program was 
the  “Career  Networking  Club”,  which  was  revived 
with the help of two  leaders, first generation Korean 
immigrants  who  achieved  professional  positions 
within their respective career paths. For each Career 
Networking  Club  meeting,  a  professional  guest 
speaker  is  invited  to  present  on  an  employment‐
related  topic  such as  “Self Care  for Career Success”, 
which  is  followed  by  approximately  25‐35  partici‐
pants  sharing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s  and 

more  importantly,  inspiring one another. Through  its 
continued efforts, the KCWA Career Networking Club 
dreams to become a Mecca for Korean immigrants to 
share inspiration and valuable information. 
In addition to the Career Networking Club, the KCWA 
has  proactively  introduced  various  government‐
sponsored  programs  to  clients.  The  KCWA  has  as‐
sisted clients in the application process for these pro‐
grams  by  offering  information  sessions,  resume  cri‐
tique  services,  and mock  interview  sessions.  An  ex‐
ample  is  the  Horticultural  Technician  Pre‐
apprenticeship program, which was sponsored by the 
Government of Ontario and offered by Humber Col‐
lege  in  partnership  with  local  employment  service 
providers.  The KCWA had a prominent role in assist‐
ing  clients  and  as  a  result,  eight  out  of  the  25 pro‐
gram  participants  successfully  completed  the  pro‐
gram and were able to attain jobs. 
Furthermore,  the  KCWA  employment  services  have 
produced positive results through  individual counsel‐
ing, which  is shown through Mr. P’s experience with 
the KCWA. Mr. P initially visited the KCWA for general 
job  search  tips,  interview  preparation,  and  resume 
critique. Subsequently, Mr. P was able  to secure  the 
position of marketing director at a Canadian company 
and  attributed  his  success  to  the  KCWA.  Conse‐
quently, Mr. P contributed to the Career Networking 
Club as a guest speaker,  inspiring the participants by 
sharing his success story.  
     The KCWA will continue to work hard and strive to 
develop and provide more effective employment ser‐
vices to existing and potential clients. By building on 
its  foundation of past successes,  the KCWA will con-
tinue to move forward and take on the role as “A 
Seed” in the Canadi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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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and	Social	Services	

The  family  service  team at  the KCWA has been pro‐
viding diverse  services  to  the Korean  community,  in 
order  to prevent  and  counteract potential  family  is‐
sues  as  well  as  heal  individual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wounds from domestic violence. All of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KCWA  family  service  team 
are based on the belief that personal happiness is the 
foundation  of  a  healthy  family,  which  leads  to  a 
healthy society.  
 
In  the process of  integration  into  the Canadian soci‐
ety, Korean immigrants may experience distress, ten‐
sion, and conflicts within their domestic relationships. 
In order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and resolve  is‐
sues, the KCWA family service team provides various 
services. First, the family service team provides both 
individual  counseling  and  group  family  therapy  ses‐
sions  to  clients,  which  are  aimed  at  re‐building 
healthy  relationships. Second,  the  team provides cli‐
ents with  relevant  information  regarding  the  Cana‐
dian legal system and available social services. Finally, 
the  KCWA  family  service  team  conducts  numerous 
workshops in regards to diverse topics including cou‐
ples’  communication  skills,  the  impact  of  parental 
conflicts on children, how to effectively communicate 
with children, anger management, and self‐esteem.   
 
One of  the most noticeable  trends  in  the  fiscal year 
2012‐2013 was  the  increased  requests  by members 
of  the  legal community  for  the enhanced counseling 
of  perpetrators  of  domestic  violence.  In  order  to 
meet  these requests, a male  family counselor  joined 
the KCWA  family  service  team  in April 2012. Conse‐

quently,  the  number  of  male  service  users  has  in‐
creased by 150%. A  recent  survey conducted by  the 
family  service  team  reported  that  the  majority  of 
male service users were able to  improve their cogni‐
tive  ability,  in  order  to  form  positive  behavioral 
changes and build healthy relationships. 
 
Another noticeable trend in the fiscal year 2012‐2013 
was  increased  request  of  family  counseling  services 
by Canadian mainstream organizations including Chil‐
dren’s  Aid  Society,  schools,  and  legal  associations. 
The collaborative work between the KCWA and other 
organizations  is  an  indicator  of  KCWA’s  increasing 
recognition  among  Canadian  mainstream  organiza‐
tions.  In  one  instance,  the  KCWA  held  information 
sessions  at  the  Assaulted  Women’s  Helpline  upon 
their request.  
 
Overall,  in 2012‐2013, the KCWA family service team 
conducted  a  total  of  14  seminars  and  workshops 
based on the team’s fundamental commitment to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The  team’s  contin‐
ued  efforts  to  expand  the  services  provided  to  a 
wider demographic  including males and youths have 
resulted in enhanced workshop participation. 
 
The KCWA family service team will continuously pro‐
vide  care  and  support  to  clients  so  that  they may 
overcome  difficulties  in  their  relationships  and 
achieve healthy and happy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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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S	‐	Preventing	Abuse	of	Loving	Seniors	
Through the PALS (Preventing Abuse of Loving Seniors) project, the KCWA Fam‐
ily and Social Services has been successful in continuing to share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external  communities,  in order  to promote  cooperation. As a 
leader in the provision of family and social services, the KCWA believes that as‐
sisting  external  communities  vis‐à‐vis  its  prior  experience  and  knowledge will 
help all Canadians and contribute to their well‐being. 
As a New Horizons for Seniors project, which was funded by the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HRSDC), PALS  (Preventing Abuse of Loving Sen‐
iors)  represents  a  partnership  between  three  organizations:  the  Vietnamese 
Women’s Association of Toronto (VWAT), the Hong Fook Mental Health Associa‐
tion, and the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KCWA). The PALS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in  five different ethnic  languages  including Vietnamese, Cambodian, 
Mandarin, Cantonese, and Korean. In the future, the HRSDC and partner organiza‐
tions expect the continued execution of PALS,  in order to enhance senior empowerment through the assistance of 
experts  in  regards  to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Furthermore,  the partner organizations hope  to help  seniors 
form  safety and  support networks  through  the “Seniors‐Helping‐Seniors Program” across  the  identified  five ethnic 
communities. 
The PALS project consists of two levels of training. The focus of Level One is to enhance the awareness of elder abuse 
within the Southeast Asian communities by utilizing the Elder Abuse Prevention Manual. The focus of Level Two is the 
promotion of senior empowerment through the Peer Leadership Training.  
The PALS project began  in March 2012 and will continue until March 2015. Participants who successfully complete 
the required training courses will join various events aimed at promoting the PALS project. Successful participants will 
also conduct outreach workshops  for  the Korean community as peer  leaders. As of date, 44 participants have suc‐
cessfully completed the Level One training, resulting  in a 40.8%  increase of participants’ knowledge regarding elder 
abuse. Furthermore,  in the Pre and Post Evaluations, participants demonstrated a strong commitment towards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and  the protection of elders’ human rights. Participants are now  looking  forward to  the 
Level Two Peer Leader Training. 

“In the 2012 , the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strived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Korean community and external communities.” 

NFF	“We	Care!”	Project	
The NFF (Neighbours, Friends and Families) “We Care!” Project  is a public education campaign catered towards the 
immigrant and refugee communities within Ontario. The NFF Project was conducted from April 2011 to October 2012 
and represented a collaboration between the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and the Thai community. 67 partici‐
pants  (Thai: 17  / Korean: 50)  from  the Korean and Thai communities  successfully completed  the  required  training 
courses and engaged in all 25 events to promote the NFF “We Care!” project. In addition, peer leaders facilitated 28 
outreach workshops regarding domestic violence for 323 community members.  The culmination of the project initia‐
tives helped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Thai community as well as enable both communities to better promote a 
healthier family environment.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16‐month project, participants of the NFF “We Care!” project received positive re‐
sponses and feedback from  individuals and the Korean and Thai communities as a whole. Pre and post evaluations 
completed by participants revealed that the individuals trained as peer leaders gained greater knowledge about do‐
mestic violence. In fact, following the training sessions, participants gained approximately 40% greater knowledge in 
regards to domestic violence and expressed confidence in dealing with challenges faced by their neighbours, friends, 
families, and themselves.   
For  the Korean community  in particular,  the NFF “We Care!” project has contributed to  the momentum  to  further 
discuss domestic violence in the public arena, which has motivated the Korean community to work closer in both pre‐
venting and eradicating domestic violence from homes. Furthermore, through the project,  leaders  in the Thai com‐
munity have  recognized  the existence of domestic  violence  issues within  their  community. Through  the NFF  “We 
Care!” project,  the Government of Thailand  (Trade office  in Toronto),  the Thai Society of Ontario  (TSO), and other 
partner organizations further collaborated to successfully conclude the project.  
Overall, the NFF “We Care!” project was a success and helped create new community service opportunities. Further‐
more, the project helped strengthen relationships and promote healthier family environments within both the Thai 
and Korean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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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and										
Partnership	

The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provided  professional 

and enhanced services over the 

fiscal  year,  demonstrating  ex‐

panded  collaborations  and 

partnerships  with  diverse  or‐

ganizations within the Canadian 

society.  The  KCWA  has  also 

collaborated  with  agencies, 

associations,  companies,  and 

religious  groups  within  the 

Korean community.    In particu‐

lar,  partnerships with  the  Thai 

and  Vietnamese  communities 

helped encourage and enhance 

the capacity of each community 

to  reduce  domestic  violence 

and promote healthy communi‐

ties  through  the  HRSDC  New 

Horizons  for  Seniors.  The 

strengthened partnerships with 

diverse  communities  has  en‐

abled  the  KCWA  to  receive 

enhanced  support  from media 

and  affiliated  organizations, 

which  has  resulted  in  greater 

promotion  of  KCWA’s  services 

and  outreach.  Such  synergy 

effects  has  allowed  a  greater 

number  of  existing  and  poten‐

tial  clients  to  conveniently  ac‐

cess the KCWA’s many services. 

Therefore,  in  2012‐2013,  the 

KCWA  Family  and  Social  Ser‐

vices was able to implement its 

vision and mission  through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these  special  collaborative 

relationships.  

AGTA Home Care & Medical Supplies 
All TV 
Arirang Korea TV 
Assaulted Women's Helpline 
AVANTIS Real Estate Company 
Bagg Technology Resources 
Bayview Mall Library 
Bell Media 
Bickford Centre 
Canada Dongpo News 
Canada Revenue Agency 
Canada Woman Power 
Canadian Forces 
Canadian Korean Times Weekly 
Care4Nurses 
Catholic Children's Aid Society 
Centennial Library 
Central Library (Richmond Hill) 
Century 21 New Concept Ltd. 
Children's Aid Society 
Christian World 
CIBC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Cummer LINC 
Don Mills Library 
Don Mills LINC 
Employment and Social Services 
Enterprise Toronto 
Fairview Mall Library 
FanCrank Inc. 
Galleria Supermarket 
Give & Go 
HealthforceOntario 
H‐Mart 
Hongfook Mental Health Association 
Humber College 
Ideal Computer 
Immigrant Women's Health Centre 

K.E.B.  
Kenton Learning Centre LINC 
Korea Daily Toronto 
Korea Education Centre 
Korea Tourism Association 
Korean Canadian Cultural Association 
Korean Canadian Lawyers' Association 
Korean Canadian Scholarship Foundation 
Korean Inter‐Agency Network 
Korean Real Estate Post 
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Kyunghyang Media Group 
Living Plus 
London Korean Cultural Association 
LPR Global 
Micro Skills 
NANCY B, LEE PROFESSIONAL CO 
North York Central Library 
North York YMCA Newcomer Centre 
Offi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P.A.T.  
Palmerstone Library 
Paragon Security 
Park & Jung LLP Barristers  
Proax International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
ada 
RBC Insurance 
RCMP 
Richview Library 
Rogers 
Sacred Heart of Jesus Parish 
Scotia Bank 
SeeAll Culture Centre 
Seneca College 
Settlement Worker in School 
Shinhan Bank 

St. Michael's Hospital 
Stock Transportation 
SUCCESS 
TD Canada Trust 
Thai Radio Canada 
Thai Society of Ontario 
Thai Trade Office Toronto 
The Canada Economic Weekly 
The Career Foundation Centre 
The Education Post 
The Kidney Foundation Canada 
The Korean Times Daily 
The Kyocharo 
The Sisa Hankyoreh News 
Thornhill Community Library 
Tim Hortons 
Toronto Catholic District School Board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Toronto Police 
Toronto Public Health 
Toronto Public Library 
Toronto Reference Library 
UNISON Health Community Services 
Upland LINC 
Vaughn Community Church 
Vietnam Women's Association in Toronto 
Volunteer Toronto 
Waterloo Welling K.C.A. 
Welcome Centre (Markham South) 
Welcome Centre (Richmond Hill) 
Willowdale LINC 
Woman News 
YMCA NIC Centre 
Yonge & Eglinton Employment and Social    
Service 
Young Nak Korean Presbyterian Church  
YWCA Toronto 

The Partnership Project encourages collaboration between non‐profit organizations 
within the Korean‐Community. 

The Partnership Project is an initiative funded by the Ontario Ministry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nd  in  partnership  with  the  Korean  Canadian  Scholarship  Foundation 
(KCSF), the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and the Korean Canadian Cultural Associa‐
tion (KCCA). The aim of the Partnership Project is to improve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non‐profit organizations by educating executive directors and board of directors  in 
the areas of governance,  finance,  strategic planning,  risk management,  collaboration, 
and more. The Partnership Project was launched in February 2012 and since then, it has 
provided various workshops, information seminars, and information services to the ex‐

ecutive  directo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aforemen‐
tioned organizations.  
 
The  first phase of  the  Partnership  Project was directed by  the 
KCWA and focused on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executive 
directors.  Through  the  training, participants were  able  to  reaf‐
firm the significance of the executive director position and its im‐

portant role in providing constructive knowledge and feedback to the organization.  
 
Subsequently, the KCSF directed the second phase of the Partnership Project. Seminars 
and workshops were provided  to  the organizations’  board of directors.    The  training 
workshops covered various topics including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board of 
directors,  governance,  strategic  planning,  and  highlights  of  the New  Canada Not‐for‐
Profit Corporations Act for strategic management. Moreover, in order to accommodate 
directors residing outside of the Greater Toronto Area, seminars were also provided in 
the London and Kitchener/ Waterloo‐Wellington areas.  

Partnership	Project	
	“Towards	a	Common	Goal.”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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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Highlight			

Date : March 2, 2013 6PM 
Location: THE GRAND LUXE  (3125 Bayview Avenue, North York, ON) 
Total Gross Revenue: $ 84,466.62   

2013	Arirang	Gala			

 Grants (note 1) Grants (note 1)



2012‐2013	Board	and	Staff	

In‐Kind	Donors	

Amanda Burke, Bayview Orthodontics, Ber‐Haur Yu, Central Pharmacy, Dot‐Line Design, Eun Kyung Lee, Gallerial Supermarket, Hyang Mi Kim, 
Hyeoisook Jin, I‐Nail, Kyung Nam Kim, Law Office of Sang Joon Baek, Myong Sook Park, Printland, Phanjee Pharmacy, Seoul Eui Ryoo, Seoul 
House, Sharon Park, Young Ja Choi, Young Ja Kim,  Younglee Ha and 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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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ors	

Ana Lee, Ann Kim, Annie Song, April Lim, Aram Collier, Arthur Lau, Bok sill Shin, Byung Yang Kim, Stella Yoon, Calvary House Co., Chae Kyu 
Song, Chau Tran, Christina Chi, Christopher Kim, Chul Woong Park, Chung Ryul Yi, Clara Park, Dae Chun Kim, Dae Kang, Dahae Choi, Daniel 
Chang, Daniel Kim, Danielle Paik, Dong Jun Kim, Jenna Lee, Edwin Lee, Ester Park, Esther Oh, Eui Kyun Baik, Eun Ae Kim, Eun Hee Kim, Eun 
Joo Kim, Eun Joo Lee, Eun Kyung Lee, Eun Sun Park, Eugene Lee, Eunyoung Baek, Evelyn Regalado, Gail Lee, Galleria Supermarket, Gil Nam 
Cho, Glad Cohen, Grace Kim‐Cho, Hani Kim, Hansuk Kim, Haichung Lee‐Kim, Helen Bang, Helen Kim, Helen Noh, Hwa Jung Cho, Hyesung Lee, 
Hyesung Noh, Hyo Boon Kim, Hyo Heritage Foundation, Hyo Shin, Hyun Jin Kim, Hyun Ju Choi, In Ha Jang, In K. Song, Irene Lee, Ja Sun Ku, Jae 
Myoung Chung, Jae R. Lee, James Kim, Jane Kim, Jeong Ae Park, Jeong Hee Park, Jessica Lee, Jhin Shil Lee, Jin Sun Ha, Jiyoung Sheen, John 
Chung, John Park, Joo Hee Chang, Joohyun Kim, Joseph Park, Joung Joon Lee, Joyce Ahn, June Choi,  Jung Choi, Jung Hee Kim Pierce, Jung Yup 
Kang, Karen Ki‐Hyun Bok, Karen Wong, KCWA Advisory Comm., Kimbery Kim, Kiseok Lee, Kisun Choi, Kwi Ran Ahn, Kyoon Sup Jung, Kyoung 
Ok Shon, Kyoung Suk Goo, Kyu Hee Pak, Kyung Ae Jeong, Kyung Ai Choi, Kyung Ja Yi, Kyung Seok Choi, Lana Choi, Leslee Chung, Linda Yoo, 
Lynn Tenmblay, Marianne Noh, Martin Park, Matthew Kim, Micah Adler, Michael Ceci, Michelle Cho, Michelle Ha, Michelle Kim, Mikhail 
Lavmtski, Min Ho Lee, Monica Chi, Myoung Ju Jung, Myoung Yoon Kang, Peter Park,  Phil Cho, Philip Lee, Raymond Lou, Richard Cho, Ruth 
Kim, Sang Hee Park, Sang Hoon Hahn, Seungmi Kim, Seyoung Kim, Sharon Park, Shawn Jennings, Shirley Tai, Sidney Ikeda, Simon Park, So Yen 
Kim,  Sohyoung Kim,  Songhyun Yang,  Sonok  Lee,  Soo Kim‐Lee,  Soo  Sung  Lee,  Soon Ok Cho,  Soon  Yim  Lee,  Sophie  Sim,  Stefanie Devries, 
Stephanie Cho, Steve Lee, Sujin, Sun Ja Lee, Sun Kim, Sun Ok Kim, Sun Young Kwon, Sung Hak Choi, Sung Sook Chun, Sung Yoon Kim, Sunhee 
Yi, Sunny Cho, Susana Chi, Suyeon Jin, Sydeny Choi, Tae Hwan Im, Terrence Choe, Yearn Ja Yoo, Yi Hyun Park, Yong Ja Kim, Yong Wha Park, 
Yoo Kyung Park, Youn Jung Jung, Young Bok Yu, Young Hee Lim, Young Jahng, Young Kon Yoo, Young Sun Lee, Younglee Ha, Youngoak Kang 
and Anonymous. 

Sponsor	

Amore  Canada, Arirang  Korea  TV,  Bank  of Montreal,  CD  Capital,  CDF  Rosehampton  Inc.,  Chang &  Co.,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Korean Air, Ontario Korean Businessmen Association, Printland Plus, Scotia Bank, Shinhan Bank, TD Bank 

Board	of	Directors	

President  Yoo Kyung Park 

Vice‐President  Sang Hee Park 

Treasurer & Finance Comm. 
Chair  Sung Hak Choi 

Deputy Treasurer  Gail Lee 

Secretary  Hani Kim 

PR/Membership Comm. 
Chair  Kwi Ran Ahn 

Administration/Program & 
Service Comm. Chair  Martin Park 

Fundraising Comm.            
Co‐Chair 

Monica Chi 
Younghee Lee 

Member  Bok Sil Shin 

Member  Kyung Ai Choi 

Member  Sharon Park 

Member  Miry Moon 

Member  Helen Kim 

Member  Joseph Park 

KCWA	Staff	

Executive Director  Younglee Ha 

Program Manager  Youngoak Kang 

Family Team Leader ‐ THPS Worker  Young Jahng 

Family THPS Worker  Seungmi Kim 

Family Crisis Support Counselor  Myoung Ju Jung 

Family/Social Service Worker  Dong Jun Kim 

Settlement Team Leader (North York)  Sophie Sim 

Settlement Worker / 
NFF Project Coordinator  Eunjoo Kim 

Settlement Worker  Kyu Sang Kim / Sun Young Ju 
Micah Adler 

Settlement Team Leader (Downtown)  Eunyoung Baek 

Settlement Worker  Sunhee Yi 

Outreach Worker  Jiyoung Sheen 

Office Manager  Eun Kyung Lee 

New Horizon Project Coordinator  Kye Hwa Yeo 

NFF Project Coordinator ‐ Thai  Thanaporn Trakulkajornsak 

PGP Project Coordinator  Minju Carol Kim / Lucy Shin 



2012‐2013	이사진과 직원	

물품기증자	

아만다 버크, 베이뷰 교정의, 우덕호, 중앙약국, 닷라인 디자인, 이은경, 캘러리아 수퍼마켓, 김향미, 진혜숙, 아이 네일, 김경남, 배상준 변호사 사무실, 
박명숙, 판지 약국, 서울의류, 서울 하우스, 박샤론, 최영자, 김영자, 하영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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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이애나, 김애나, 송애니, 임에이프럴, 아람 콜리어, 아서 라우, 신복실, 김병양, 윤스텔라, 갈보리 하우스, 송채규, 차우 트랜, 지 크리스티나, 크리스
토퍼 김, 박철웅, 이정렬, 박 클라라, 김대천, 강대, 최다해, 장데니얼, 김데니얼, 백 데니엘, 김동준, 이제나, 이 에드윈, 박이스터, 오 에스더, 백의균, 
김은애, 김은희, 김은주, 이은주, 이은경, 박은선, 이유진, 백은영, 에블린 리카라도, 이게일, 갤러리아 슈퍼마켓, 조길남, 글래드 코헨, 김-조 그레이
스, 김한이, 김한석, 이-김 혜정, 방헬렌, 김헬렌, 노헬렌, 초화정, 이혜성, 노혜성, 김효분, 효문화 재단, 신효, 김현진, 최현주, 장인하, 송인, 이 아이
린, 구자선, 정재명, 이재락, 김제임스, 김제인, 박정애, 박정희, 이제시카, 이진실, 하진선, 신지영, 정존, 박존, 장주희, 김주현, 박조셉, 이정준, 안조
이스, 최정훈, 최정, 김정희, 강정엽, 복기현, KCWA 자문위원회, 김킴벌리, 이기석, 최기선, 안귀란, 정균섭, 손경옥, 구경석, 백규희, 정경애,          
최경애, 이경자, 최경석, 최라나, 정레슬리, 유상희, 린템블레이, 노메리안, 박마틴, 김매튜, 마이카아들러, 마이클 쎄 
씨, 조미쉘, 하미쉘, 김미쉘, 미카일 라븜스키, 이민호, 지모니카, 정명주, 강명윤, 박피터, 조필, 이필, 이필립, 레이몬드 라우, 조리차드, 김루스, 박
상희, 한상훈, 김승미, 김세영, 박샤론, 숀 제닝, 쉴레이 타이, 시드니 이케다, 박사이몬, 김소연, 김소영, 양송현, 이선옥, 김-이 수, 이수성, 조순옥, 이
순임, 심수영, 스테파니 디브리스, 조스테파니, 이스티브, 수진, 이선자, 김선, 김선옥, 권선영, 최성학, 천성숙, 김성윤, 이선희, 조써니, 지 수잔나, 
진수연, 최시드니, 임태환, 쵀테렌스, 탁연자, 박이현, 김용자, 박용화, 박유경, 정윤정, 유영복, 임영희, 장영, 유영곤, 이영선, 하영리, 강영옥 외     
다수. 

스폰서	

아모레, 아리랑 티비, 몬트리얼 은행, CD 캐피탈, CDF 로즈햄튼, 장영 회계사, 외환은행,  온타리오 한인 실업인협회, 프린트랜드, 스코샤은행,  신한은
행, TD 은행 

이 사 진	

회    장 박 유 경 

부회장 박 상 희 

회   계 최 성 학 

부회계 이 게 일 

서   기 김 한 이 

섭외 /회원 위원장 안 귀 란 

행정 / 사업 위원장 박 마 틴 

공동 모금 위원장 
지 모니카 
이 영 희 

이    사 신 복 실 

이    사 최 경 애 

이    사 박 샤 론 

이    사 문 미 리 

이    사 김 헬 렌 

이    사 박 조 셉 

직     원	

사 무 장 하 영 리 

프로그램 매니저 강 영 옥 

가정팀장 및 가정 상담원 장      영 

가정 상담원 김 승 미 

가정 상담원 정 명 주 

가정 상담원 김 동 준 

정착팀장 (노스욕) 심 수 영 

정착 상담원 / 
NFF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 한국어 

김 은 주 

정착 상담원 김규상 / 주선영 / 마이카 아들러 

정착팀장 (다운타운) 백 은 영 

정착 상담원 이 선 희 

아웃리치 워커 신 지 영 

행정업무 이 은 경 

NHP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여 계 화 

NFF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 태국어 타나폰 트라큘카존삭 

PGP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김민주 / 신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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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	

2013	아리랑 만찬			

날    짜 : 2013년 3월 2일 오후 6시 

장    소: THE GRAND LUXE  (3125 Bayview Avenue, North York, ON) 

총수입: $ 84,466.62   

 정부지원금(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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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과 파트너십	

KCWA 한인여성회는 주류사

회 기관들과 커뮤니티의 기관, 

단체, 회사, 그룹들과의  보다 

확대된 협력과 파트너쉽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강화된 서비

스를 지난 1년 동안 한인 동포

사회에 제공할 수 있었다.  특

별히 타이, 베트남, 커뮤니티

와의 파트너쉽은 타 기관의 

역량강화를 도모하면서 가정

폭력예방을 위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 하도록 하였고, 건

강한 커뮤니티 만들기에 주력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지속

적이고 강화된 협력과 파트너

쉽은 서비스 이용 증진을 위

한 미디어 및 아웃리치 홍보, 

이용자들의 편리한 서비스 접

근을 위한 장소제공, 전문적

인 정보와 서비스제공  등 을 

가능케 하였으며 KCWA가 추

구하는 비전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포사회의 내적인 협력으로는 파트너십 프로젝트가 있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지원하는 파트너십 프로젝트는 캐나다한인여성회-한인장학재단-토론토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비영리단체의 운영효율 신장과 단체 간 파트너십 기반의 협력활동을 펼칠 수 있
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전반적인 한인사회 역량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12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본 프로젝트는 2013년 12월까지 단체
장과 이사회 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정보세미나 및 1:1정보제공 서비스
를 제공해 오고 있다.  
프로젝트 1단계는 한인여성회의 주도 하에 주로 사무장의 역량강화에 초
점을 두고 단체의 운영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장의 역할과 책임에 중점
을 두었다. 본 교육을 통해 앞으로의 단체운영 업무에 대한 점검 측면에서 

사무장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2단계는 한인장학재단의 주도 하에 단체의 관리책임을 갖는 이사회 임원을 대상으로 이사회 운영, 정
책수립, 전략기획, 연방정부 및 주정부 산하 비영리기관 관계법안 개정안에 관한 정보세미나 등 효과
적/ 효율적인 단체운영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타지역으로부터의 이사회 임원교육 요청
에 따라 런던 및 키치너/워터루-웰링턴지역을 방문하여 세미나를 제공하였다. 단체운영에 실질적으
로 필요한 정보 및 도구의 제공과 개정을 앞두고 있는 비영리단체운영법 개정안에 미리 대비할 수 있
는 유익한 정보로 인해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인사회 비영리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프로젝트 ”		

상호협력과 파트너십	
AGTA Home Care & Medical Supplies 
얼티비 
아리랑 코리아 TV 
Assaulted Women's Helpline 
AVANTIS Real Estate Company 
Bagg Technology Resources 
Bayview Mall Library 
Bell Media 
Bickford Centre 
동포신문 
캐나다 국세청 
우먼파워 
Canadian Forces 
캐나다 한국인 
Care4Nurses 
카톨릭 아동보호국 
Centennial Library 
Central Library (Richmond Hill) 
21세기 부동산 
아동보호국 
크리스챤 월드 
CIBC 
토론토 총영사관 
Cummer LINC 
Don Mills Library 
Don Mills LINC 
Employment and Social Services 
Enterprise Toronto 
Fairview Mall Library 
FanCrank Inc. 
갤러리아 수퍼마켓 
Give & Go 
HealthforceOntario 
H‐마트 
홍푹정신건강협회 
험버컬리지 
Ideal Computer 
Immigrant Women's Health Centre 

외환은행 
Kenton Learning Centre LINC 
중앙일보 
캐나다한국교육원 
한국관광공사 
한인회 
한인변호사 협회 
한인장학재단 
한인사회 비영리단체 네트워크 
부동산 캐나다 
토론토 한국노인회 
경향 미디어 그룹 
리빙플러스 
런던 한인회 
LPR Global 
Micro Skills 
NANCY B, LEE PROFESSIONAL CO 
North York Central Library 
North York YMCA Newcomer Centre 
Offi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온타리아 한인실업인협회 
한국식품 
Palmerstone Library 
Paragon Security 
Park & Jung LLP Barristers  
Proax International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RBC Insurance 
RCMP 
Richview Library 
Rogers 
예수 성심 성당 
스코샤 은행 
씨알 문화센터 
세네카 컬리지 
Settlement Worker in School 

신한은행 
St. Michael's Hospital 
Stock Transportation 
SUCCESS 
TD 은행 
Thai Radio Canada 
Thai Society of Ontario 
Thai Trade Office Toronto 
캐나다 경제 
The Career Foundation Centre 
교육신문 
The Kidney Foundation Canada 
한국일보 
교차로 
시사한겨레 
Thornhill Community Library 
Tim Hortons 
토론토 가톨릭교육청 
토론토 교육청 
토론토 경찰 
토론토 보건국 
Toronto Public Library 
Toronto Reference Library 
UNISON Health Community Services 
Upland LINC 
본한인교회 
베트남여성회 
Volunteer Toronto 
워털루 & 웰링턴 한인회 
Welcome Centre (Markham South) 
Welcome Centre (Richmond Hill) 
Willowdale LINC 
우먼뉴스 
YMCA NIC Centre 
Yonge & Eglinton Employment and Social    
Service 
영락 교회 
YWCA Toronto 



“KCWA 한인여성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대.내외적인 협력을 강화 하였다. ” 

대외적인 협력으로 KCWA는 타 커뮤니티의 역량강화 및 지식과 정보를 함께 나누면서           

노인학대   예방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PALS - 건강한 시니어를 위한 노인학대 예방 프로젝트"는 캐나다 인적자원개발국의 재정지

원으로 캐나다내의 5개 아시아 커뮤니티 - 베트남, 캄보디안, 만다린, 캔토니즈와 한인 커뮤니

티 - 를 대상으로 베트남여성회, 홍푹정신건강협회 와 KCWA한인여성회가 주축이 되어 각 커

뮤니티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캐나다 인적자원개발국과 참

여하는 3단체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커뮤니티 내 시니어들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시키고, 안전 네트워크 및 서로를 돕는 지원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2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3년 동안 진행될 이 프로젝트는 1, 2단계의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 교육에서는 노인

학대 및 예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2단계교육과정에서는 동료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의사소통기술 및 워크숍 진행기술 등을 

교육한다.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한 참가자들은 동료지도자로서 지역사회에서 세미나, 워크숍, 캠페인 등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

고 시니어의 권리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1단계 워크숍에 44명이 수료를 마쳤으며, 참가

자들로부터 노인학대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이 40.8 %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고 노령화 사회 속에서 시니어들의 자기 권리를 보호하

고 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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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F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	
KCWA 한인여성회는 타이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온타리오의 이민/난민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공공교육 캠페인 NFF

(Neighbours, Friends and Families) "We Care!" 프로젝트를 지난 2011년 4월 시작하여 2012년 10월까지 진행하였다. 타이커뮤니티

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타이와 한인 커뮤니티의 가정폭력 예방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 커뮤니티를 이루고자 동료지도자 

교육에 총 67명이 수료를 하였고, 이 동료지도자들이 지역사회 이벤트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가정폭력예방 

관련 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동료지도자들은 28회의 워크숍을 통해 323명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정보

와 지식을 전하였다.  

NFF 프로젝트는 각 커뮤니티의 개개인 또는 커뮤니티로부터 긍정적인 반응과 피드백을 받았으며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우선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동료지도자 교육을 받은 참여자들은 가정폭력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 관련 정보와 지식이 교육 이

전보다 평균 40%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동료지도자들은 자신과 자신의 친구, 이웃,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는

데 좀 더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NFF 프로젝트를 통해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관심증대와 더불어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타이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내에서 만연되어 있는 가정폭력 이슈에 대해 지역사회 지도

자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타이 정부(Trade office in Toronto), TSO (Thai Society of Ontario) 및 그 외 타이의 다른 

단체들이 NFF 프로젝트로 인해 전보다 더 연합하여 크고 작은 새로운 커뮤니티 활동들을 만들어냈으며 더 강한 조직력을 이끌어 내

었다. 협력프로젝트를 통하여 KCWA 한인여성회는 타이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전진할 수 있었다. 

 

PALS	‐	건강한 시니어를 위한 노인학대 예방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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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및 사회복지 서비스	

2012-2013 회계연도의 캐나다 한인 여성회 가정팀은 가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그 문제들로 인
한 심리적/정서적 상처들을 치유하여 개인이 행복해지고, 나아
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 한 해였다.    
 
캐나다와 한국간의 언어, 문화, 사회제도 등의 차이를 극복하
고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또는 가정 폭력이라는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 해 나갈 수 있도
록 크게 예방과 치유의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돕고 있다. 첫째, 
가족 구성원간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대일 가
정 상담과 가족치료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고 있
다. 둘째, 가정문제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 정보를 제공하여 
당면한 가정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셋째, 부부 사
이의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자녀에게 직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분노조절, 자아 존중감
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및 워크숍을 제공하였다.  
 
2012-2013 회계연도의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법률관련 기
관으로부터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 요구가 증
가함에 따라, 2012년도에는 남성 가정상담원을 영입하여 상담
서비스의 영역을 넓혔다. 이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및 
가해자를 대상으로 균형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그 결과, 남성을 위한 가정 상담 서비스 제공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약 1.5배 증가 하였다. 가정 상담 서비스를 받으신 남성 
내담자들의 설문지에 따르면 상담서비스를 통해 자기 자신 뿐 
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등 행복한 가
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인지적 변화뿐 만 아니라 행동 변화
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상담 의뢰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토론토 내의 법률관련 기
관, 아동보호국, 학교 및 교육청 등 대외 협력 기관으로서 이는 
주류기관의 여성회에 대한 인지도가 함께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례로, 지난 해 캐나다 피해 여성 지원기관인 As-
saulted Women’s Helpline 의 요청으로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가정상담 서비스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 되었다.  
 
2012-2013년 한 해에 진행된 세미나 및 워크숍은 총 14회이며, 
가정 상담 서비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참가자 수는 작년에 비
해 약 2배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위한 가
정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석자의 폭을 늘렸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문제가 일어나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보다는 문
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
하는 데에서 오는 변화이다.  
 
앞으로도 가정팀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
라 다양한 가정사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을 위하여 지
속적이고 유용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내담자들 모
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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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서비스	
“커리어 네트워킹 클럽,  한인 전문 인력과 구직자 모두에
게  영감과 정보 교환의 커리어 메카를 꿈꾸다.” 
 
2012-2013년 한인여성회 취업 프로그램은 캐나다 한인동포들
의 필요를 알아 보기 위해 캐나다 한인여성회가 2012년 실시
한 설문 조사에서 파악된 한인들의 취업 관련 필요인 “네트워
킹 기회와 취업 훈련 기회” 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노
력과 고민의 결정체이다.  “한인들의 취업을 통한 성공적인 정
착을 돕는다”라는 취업 서비스 목표와 설문 조사를 통해 발견
된 한인 사회의 필요인“네트워킹 기회와 취업 훈련 기회 제공” 
를 염두에 두고 제공된 2012-2013년 한인 여성회 취업 서비스
는 한인 동포 사회 및 주류 사회 여러 기관들과의 다양한 협력
를 통해 결실을 맺었다.  
 
먼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커리어 네트워킹 클
럽”을 재개해서 주류 회사에서 자리 메김한 두 한인 1세 리더를 
세우고 다양한 취업 관련 주제로 매달 성공적인 모임을 가짐으
로 한인들의 네트워킹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킴과 동시에 성공
적인 취업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해 주고 있는다.  한인 전문 인력과 구직자 모두에게 영감

과 정보 교환의 메카를 꿈꾸는 커리어 네트워킹 클럽은 매달 
25-35명의 한인들이 활발히 모임에 참여해오고 있다.   
     취업 훈련 기회 제공의 일환으로, 캐나다 연방정부, 주정부 
및 토론토시 지원 프로그램을 한인사회에 소개시켜주는 한편, 
프로그램 지원 합격율을 높이기 위해 설명회 개최 및 이력서 
준비, 인터뷰 연습 등을 도와줌으로 한인들이 취업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중 한가지 예를 들면, 온타
리오 주정부 지원하에 험버 칼리지와 지역 기관 협력으로 모집
했던 원예 기능사 도제 훈련 과정을 한인여성들에게 소개해주
어 정원 25명에 9명의 한인들이 입학, 그중 8명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치고 취업하는데 한인여성회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한인여성회의 취업 서비스는 일대일 상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었는데, 그중 한 예를 들면 캐나다 주류 회사에 마케팅 디렉
터로 취업에 성공한 P씨의 경우, 한인여성회에서 받은 일대일 
취업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구직 방식과 맞춤식 이력서 작성 및 
인터뷰 준비 요령이 그의 취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추후 
한인여성회 커리어 네트워킹 클럽에 강사로 참여 본인의 성공
담을 나누어줌으로써 참석한 여러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다.   
 
한인여성회는 지금까지 쌓아온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좀 더 전
문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계
속할 것이며 한인사회 “한알의 밀알”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뒤돌아 보지 않고 전진할 것이다.    



정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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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3 한 해 동안 KCWA 한인여성회는 커뮤니티와 주류
사회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정착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합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을 제
공함으로써 이민자가 행복을 추구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서비스제공의 초점을 두었다. 2012년 10
월 유나이티드 웨이 토론토에서 착수한 Bathurst-Finch Hub에 
노스욕 사무실을 열었으며, 한인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
는 노스욕, 쏜힐, 리치몬드힐지역에 순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한인이민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
다.  
 
고객중심의 개인상담을 위하여 고객의 요구와 희망을 파악하
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
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착워커들의 친절하고 헌
신적인 서비스는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 (매우만족 
81.50%)를 이끌어냈다. 또한 매월 다양한 주제의 정착관련 정
보 세미나를 개최하여 성공적인 정착에 필요한 캐나다의 문화
와 사회, 교육, 언어, 사회복지, 커뮤니티 커넥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였다. 
 
가장 많은 요구가 있었던 서비스는 시민권, 영주권, 이민 분야
에 대한 서비스로 전체 서비스의 35.09%에 이르렀고 두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25.80%에 이른다. 이는 최근 캐나다 정부
의 이민정책 변화와 시민권 신청 및 영주권 갱신에 대한 KCWA
의 정확한 서비스 제공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증가
하고있는 북한난민들의 안전한 정착과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이들에게 해당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
공되었으며 서비스 요청이 전년 대비 8.71% 증가하였다. 서비
스 이용자의 범위는 광역 토론토를 벗어나 필, 듀람, 할튼 지역 
및 더 넓게는 워털루, 런던, 베리, 오타와까지 확대되었다. 타 

주 및 한국에서의 서비스 요청도 3.11%를 차지하였다. 이는 
KCWA한인여성회의 서비스에 대한 한인 이민자들의 필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기관의 인지도
가 토론토를 벗어난 지역까지 크게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또한 
20,981 건에 이르는 정착 서비스 제공 수는 캐나다 사회로의 성
공적인 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인이민자들의 의
식수준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민자들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커뮤니티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특히 캐나다 국
세청과 협력하여 진행된 커뮤니티 자원봉사 소득세신고 프로
그램은 이민자 개인과 커뮤니티 그리고 캐나다 사회를 연계하
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총 32명의 자원봉사자가 407건의 
소득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홈리스를 위한 쉼터 
Good Shepherd Centre 와 Scott Mission 에서 260건의 자원봉
사를 함으로써 한인이민자들의 커뮤니티 참여에 크게 기여하
였다. 커뮤니티와 주류사회 기관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 광
역토론토 지역의 46개 아웃리치 협력기관의 홍보 지원은 
KCWA가 더욱 많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든든한 원동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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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통계		
서비스 이용자 수 

 정  착  1,870 
 취  업   421 
 가정 및 사회복지  340 
 프로그램  3,964 
 프로젝트  353 
 합  계  6,948 

서비스 지역 

 토론토  67.56% 
 욕지역  11.03% 
 필지역  5.14% 
 타주 / 한국  3.11% 
광역토론토 외곽 및 무응답   13.16% 
합  계  100.00% 

서비스 이용자 연령대 

 20대 미만  1.58% 
 20대  5.98% 
 30대  15.64% 
 40대s  34.37% 
 50대s  22.12% 
 60세 이상  12.44% 
 무응답  7.87% 
 합  계  100.00% 

자원봉사 

 자원봉사 건수  550 
 자원봉사 시간  5,031 

후원자 

후원자 수  300 
기부금 총액 $113,030 

서비스 이용자 성별 

 여 성  72.55% 
 남 성  27.37% 
 무응답  0.08% 
 합  계  100.00% 

 서비스 제공 수 

 정  착   20,981 
 취  업  2,402 
 가정 및 사회복지  10,424 
 프로젝트  5,039 
 합  계  38,846 



“건강한 우리 지역사회 만들기 - 한 사람씩.” 

임 무		

추구하는 가치관	

캐나다 한인여성회는 1985년에 이민자 여성들과 그들의 가족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에 의해 발족된 비

영리 봉사단체입니다.  캐나다 한인여성회의 임무는 한번에 한사람씩 건강

한 우리 지역 사회 만들기 입니다. 

임무를 성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폭력, 가난, 불평등에서 벗어

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도우며,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합한 서비스와 프로

그램을 제공하며, 이민자 가족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들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노력을 장력합니다. 

캐나다 한인여성회는 비영리 단체로 남녀노소 모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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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용 성 - 개인고유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
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
력한다. 

우 수 성 -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효과적
으로 부응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 실 성 - 모든 활동에 있어서 투명, 책임, 
정직, 전문성을 준수한다. 

존     중 -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개인 고유
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상호협력 - 내적, 외적으로 팀워크와 상호 

협력을 격려한다 



연례 보고서 
2012‐2013		

회장과 사무장 보고 
                                                                                                                    박유경 회장, 하영리 사무장 

 
2012-2013년은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예산 삭감, 지속되는 경기 침체,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들, 특히 신규이민자와 난민신청자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법 제도의 변화 등으로 
많은 도전과  불확실성을 수반한 해였다. 하지만, 이런 변화와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KCWA의 이사진
과 직원들은 효과적으로 전략적 우선순위를 달성함에 따라 몇 가지 중요한 성취를 이루었다.  
 
먼저, 2012년 10월에 그 동안 고대하던 노스욕 지역에 유나이티드 웨이 토론토에서 착수한 배더스트-
핀치 허브 안에 사무실을 개설했다.  새로운 사무실 개설과 함께 세명의 직원이 허브로 이동을 하여 
정착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열 한명의 직원은 종전과 같이 다운타운 사무실에 근무, 한명은 시
니어 프로그램을 위하여 현장 파견근무를 하고있다.  두개의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행정적으로 일시적
인 적응기간이 필요하였지만  직원들은 바뀐 시스템에 잘 적응을 하여 계속적으로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배더스트 – 핀치 허브에서 KCWA 한인여성회는 상주하는 타 기관들과 폭넓은 네트워킹을 할 수가 있
었다.  그 예로 노스욕 공립도서관등과 같은 기관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 서비스 이용을 증가 시킬 
수 있었으며 또한  노스욕 지역 이민 파트너십에 참여를 하여 협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
였다.  이에 더하여,  다른 단체나 개인들로부터 파트너십 요청이 증가하였다: 북한난민 신청자들의 
서비스 증가로 아동복지국에서 같이 협력하여 일을 하고자 하는 요청; 자원이 부족한 한인동포 기관
들로부터 기관 역량증가를 위한 지원 요청; 연구자나 학자들로 부터 KCWA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와 데이타 베이스를 연구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관심 등이 그 실례이다. 
 
이러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KCWA는 정부, 후원단체, 기부자, 그리고 협력기관들의 기대를 충족시
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기부금이나 후원을 얻기 어려운 현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속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부 기금확보와 기업후원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2013년 KCWA
의 자문위원회가 출판한 과거 여성회의 이사님들의 땀과 눈물과 열정으로 일구어낸 여성회 성공담을 
담은 “우리들의 이야기” 에서 보여주듯이 초창기 KCWA는 이민자 여성들의 가정문제와 청착을 돕는
데 목적을 둔 기관이었다. 하지만, 현재 KCWA는 한국인 기관으로서는 캐나다 에서 제일 방대한  서
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간 4만 여건에 가까운 정착, 취업, 사회복지, 가정 복지, 그리고 지역사회 역량강
화 서비스를 남.녀 노.소 그리고 신분에 상관없이 제공하는 기관이 되었다.  
 
KCWA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다가오는 해 에는 앞으로 KCWA가 3-4년
동안 지표로 삼고 나아갈 새로운 전략계획 수립을 시작할 것이다.  이 전략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과 
내용을 더 향상시키면서 KCWA가 이루어 온 과업을 확대하고자 한다. 헌신적인 이사님들, 지원을 아
끼지 않은 자문위원회 위원님들, 전문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분들,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 
KCWA의 프로그램들을 가능케 하여주신 기부자 와 후원자 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KCWA를 지
지하고 후원하는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KCWA는 각 개인과 가정이 캐나다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 
하는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정진할 것이다.    
 

캐나다 한인여성회	

 다운타운 사무실 

      27 Madison Ave. 
      Tor. ON  M5R 2S2 
 노스욕 사무실 

      540 Finch Ave. W.    
      Tor. ON  M2R 1N7 
 416‐340‐1234 
 kcwa@kcwa.net 
 www.kcw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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