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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및 사무장 보고

지난 한 해는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의 또 한번의 역동적인 해였습니다. 

KCWA는 점차적으로 토론토 북부지역에 밀집해가는 한인 지역사회와 더욱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큰 발걸음으로서 다운타운 매디슨 사무실을 노스

욕센터 사무실로 이전하였습니다. 

KCWA는 캐나다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이민을 오는 한인 이민자들의 급격한 증가를 반영하여 1998년 다운타운 매디슨 사무실 (27 

Madison Ave)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후 21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도 한인 사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서비스의 필요

성 또한 계속 변화하며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그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면서 그 사회와 가까

이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합니다. 

KCWA는 이번 노스욕센터 사무실로의 이전을 통해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하며, 우리가 봉사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

지하게 생각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노령화하고 있는 첫 한인 이민세대의 필요의 변화, 젊은 한인세대의 정체성 형성, 캐나다에 정착하여 뿌리

내리기 위한 한인들의 지속적인 노력 등 우리의 세밀한 관심을 필요로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KCWA는 이러한 변화의 요

청에 따라 한인 동포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심사 숙고하고 있습니다. 

KCWA가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이사회 멤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인동포사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헌신적으로 

감당해 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멋지게 이루어나가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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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WA 캐나다한인여성회는 이민여성들과 그들의 가족

이 캐나다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어려움과 문제

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에 의해 1985년에 발족된 비영리 

봉사단체입니다. KCWA의 임무는 “한 번에 한 사람씩 건

강한 우리 지역사회 만들기” 입니다.

이 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KCWA는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폭력, 가난, 불평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합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

하며, 

 ●   이민가족의 행복 추구와 그들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노력을 장려합니다. 

KCWA는 비영리 단체로서 성별, 연령, 인종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모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박태준 (회장)

심다이애나 (서기, 집행위원회)

이스티브 (회계, 집행위원회)

김민국 (이사, 내부분과 위원회)

신 팸 (이사, 내부분과 위원회) 

신윌리암 (이사, 내부분과 위원회)

김탐희 (이사, 외무분과 위원회)

김미쉘 (이사)

김재열 (이사)

김찰리 (이사)

배지나 (이사)

신린다 (이사)

장 존 (이사)

지영은 / 정지연 (사무장)

백은영 (실장)

김은주 (프로그램 매니저)

강영옥 (정착상담원)

최성혜 (정착상담원)

김효원 (정착상담원)

이선경 (정착상담원)

박민희 (가정·정착상담원)

정유연 (가정상담원)

김진욱 (가정상담원)

박주연 / 이태호 (가정상담원)

주명숙 (아웃리치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오신성희 (“RISE”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박민희 (“마음의 힘이 있는 아이 키우기”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주명숙 (“은빛동행 #2”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김정아 / 최경미 (행정사무원)

알렉산더 매신타이어 (빌딩관리)

포 용 성

우 수 성

성 실 성

존 중

상호협력

2018-2019 이사진 2018-2019 직원

임 무 추구하는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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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통계

0-14세

3%
15-24세

8%
25-44세

26%
45-64세

40%
65세 이상

23%

정착서비스 가정서비스

19,590 5,713

서비스 제공 수 : 25,303 프로젝트 참자가 수 : 199

이용자 거주지역

서비스 이용자 성별

자원봉사자

서비스 이용자 연령대

정착서비스

가정서비스

9,538

총 방문 서비스 이용자 수 : 12,281

방문 서비스 이용자 구분 총 12,281명

정착상담 방문

6,833

가정상담 방문

1,982
정착세미나

2,705

가정세미나 761

은빛동행 #2 60

행복한 여성이 바로 서는
RISE

139

남성

36%

여성

64%

활동 횟수

1,475

활동 시간

4,795

자원봉사자 수

155

2,743

토론토

69%

욕

19%

필 3%
타주/타국가/무응답 1%

광역토론토 외곽지역 3%
더람/할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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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WA 정착팀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19,590건의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캐나다 정착에 관련한 오리

엔테이션부터 영주권 카드 갱신, 캐나다 시민권과 여권 신청 등 서

비스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였고, 특히 시니어

들을 위한 연금 서비스와 정부 보조 아파트 및 각종 사회복지 프로

그램을 안내하며 캐나다에 정착한 한인들이 정부 프로그램을 유용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는 한인 이민자들에게 큰 호

응을 얻었다.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98.2%

의 응답자가 KCWA의 정착 서비스에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

고 평가했다.

 ▶ 정착 서비스 제공 수 19,590

 ▶ 정착상담 방문 이용자 수 6,833

 ▶ 정착정보 세미나 횟수 / 참석자 수 97 / 2,705

 ▶ 전화 · 이메일 ·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수 10,052

KCWA는 매 해 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캐나다 국세청에서 제공

하는 CVITP (Community Volunteer Income Tax Program)에 

참여하고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531건의 2018년도 소득세 보

고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인종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이민자들

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KCWA의 서비스를 더욱 넓혀갈 수 

있었다. 또한 CVITP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캐나다세금제도

에 관한 전문지식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경력과 네트워

킹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 결과 매 해 CVITP에 참여한 봉사자

들 중 일부는 성공적인 취업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9월 배더스트-핀치 사무실에서 진행된 2018 한인동포의 날

에는 ‘청년이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차세대를 이끌어갈 한인 1.5

세 · 2세의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교육 정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교

육 분야 세미나의 청소년 및 청년들의 참석율이 38%에 달하는 등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볼 수 있었고 참석자들은 매 해 새로운 

주제로 진행되는 한인동포의 날 행사가 이민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

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96%의 응답자는 진행된 세미나들에 대해 ‘매

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2018-2019년도 프로그램 중 눈에 띄는 관심과 참여를 보였던 것

은 단연, ‘2018 커리어네트워킹: 캐나다 공무원되기’이다. 캐나다 

공무직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한인 이민자 및 1.5세 · 2세의 차세대 

한인 청년들에게 각 정부별 · 분야별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더

불어 현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게스트 스피커들과의 네트워크 형

성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 본 행사는 현직 공무원 11명을 포함하

여 총 386명이 참석하여 노스욕 시빅센터를 꽉 메울 정도로 성황리

에 진행되었다. 행사의 만족도 및 제안사항에 기초하여 행사 이후 총 

4분야의 공무원 직종에 대한 추가적인 세미나와 모임을 진행함으로

써 취업을 준비하는 한인이민자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

다고 평가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KCWA는 열심히 업무에 임하였고, 그 결과 이

용자들과 지역사회의 높은 만족도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섬김의 마음으로 한인 지역사회에 가까이 나아가며,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캐나다 정착을 이루어가도록 

KCWA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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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번역

이민/비자

취업/교육

캐나다 시민권신청

영주권카드 갱신

소득세 신고

정부보조 아파트

사회복지 서비스

기타 정착상담

초기상담

정착상담 방문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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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WA 가정팀은 일대일 개인 상담, 커플 및 가족상담, 예방교육 워

크숍 및 세미나 그리고 커뮤니티 이벤트를 통하여 클라이언트들이 

개인의 정서적 건강과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특히 분노조절, 관계 및 가족간의 갈

등, 의사소통 기술, 자존감, 중독, 대처방안, 심리적 고충, 회복탄력

성 등의 주제로 클라이언트들의 필요에 따라 나이, 성별, 종교,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상담을 필요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가정 서비스 제공 수 5,713

 ▶ 가정상담 방문 이용자 수 1,982

 ▶ 가정 · 자녀양육 세미나 횟수 / 참석자 수 125 / 761

 ▶ 전화 · 이메일 ·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수 2,970

가정 서비스 이용자 스토리

Ms. L “처음에 저는 상담을 받는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었어요. 부

부관계같은 개인적인 일을 노출시킨다는게 수치스럽기도 하고 창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캐나다한인여성회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

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직면하게 해주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상대의 

태도나 반응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알게되었

습니다. 저는 상담을 통하여 남편과 나의 다른 성향과 갈등의 원인

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웠고 ‘서로의 다름’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

니다. 캐나다한인여성회에서 상담을 받고 변한 제 모습이 너무 좋고 

행복하여 감사한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같이 도움을 받으

면 좋겠습니다.”

Ms. R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아이와 함께 

무작정 집을 나왔을 때, 캐나다한인여성회를 통해 심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조금씩 찾

아가게 되었고, 무엇이 가정폭력인지 학대인지 뿐만 아니라 저와 제 

아이에 대한 인권적인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법

적인 문제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맞닥뜨렸지만 그 때마다 직원

들은 세세하게 여러 법적인 부분들과 절차, 정부지원금이나 혜택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제가 안정을 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같

이 세워주고 순서대로 일처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상황에 맞

는 대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남에게 손

을 벌려본 적이 없었는데, 가까운 가족이 아닌 분들이 저를 도와주

는 것에 놀랍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도 큽니다. 저도 상황이 허락된다

면 저의 감사한 마음을 꼭 사회에 환원해야겠다는 의지가 좀 생겼습

니다. 마음만큼이나 추웠던 겨울이었는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

지도 모르게 이제 여름이 왔습니다. 다시한번 캐나다한인여성회 직

원들께 감사드립니다.”

Ms. K “이혼 후, 저는 혼자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많은 우울감과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무릎과 허리를 다치면서 

다니던 직장을 더이상 다닐수도 없었지요.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며 

엄청난 빚으로 인해 집에서 은둔하며 살던 때 가 있었어요. 어느 지

인의 소개를 받고 캐나다한인여성회를 찾아 갔었는데 모든 직원들

이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고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신 덕분에 이전

보다 상황이 조금 나아졌고 작은 희망도 가질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

나다한인여성회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일어서지 못했을 것

입니다. 날마다 감사하게 생각하며, 만약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찾아가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가정 서비스

가정폭력/주거지원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상담서비스

가정상담 방문 이용자

731

489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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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WA 캐나다한인여성회는 Ministry of Citizenship and Immi-

gration의 재정 지원으로 행복한 여성이 바로서는 RISE (Reach-

ing Independence through Support & Education) 프로젝트

를 진행했다. 

RISE 프로젝트는 이민 여성이 자신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도전과

제를 극복하고, 정서적으로 강인하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캐나다 사

회에 잘 정착하여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민 여성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중 스

트레스 관리, 자녀 양육, 자녀의 학교 생활 지원이라는 세 가지 주제

가 선정되었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진행된 RISE 프로젝트는 총 

139명의 참가자들에게 개별 및 전화, 이메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

였고 총 44회의 세미나를 통해 총 535명의 참가자에게 필수적인 정

보와 교육을 제공했으며 총 609회의 개별 상담서비스를 진행하였

다. 파트너십 기관으로 홍푹 정신건강협회, 욕 교육청, 영센터플러

스, 빌라델비아교회, 토론토중앙교회, 이글스필드교회, 한맘성당 및 

본 한인교회 등이 있었고 이 기관들은 참가자 모집, 장소 제공 등의 

긴밀한 협조를 제공하였다. 

그룹 세미나와 개별 상담 서비스의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본 프

로젝트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고 참가자들의 매우 높은 

만족와 참여율을 볼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프로젝트의 종료를 매우 

아쉬워하며 이민 여성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동료지도자 훈련이나 

멘토십 세션 등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기를 건의했다. 

 ▶ 프로젝트 등록자 수 139명 

 ▶ 총 세미나 진행 수 44회

 ▶ 총 세미나 참가자 수 535명

 ▶ 개별상담 서비스 609회

프로젝트 참가자 스토리

Ms. P “사춘기인 딸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

습니다. 혹시라도 딸에 대해 나쁜 소문이 나게 될까봐, 딸과의 문제

로 인해 힘든 나의 마음을 친구나 언니에게도 터놓고 이야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미나의 소그룹안에서는 소문을 두려워

하지 않고 저의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었고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

었습니다. 의사소통과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해서 말투, 상대방을 존

중하는 방법, 공감하는 태도, 적극적으로 듣는 법 등과 같은 의사소

통의 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었으며 나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

해보는 기회를 가졌고 예전과 달리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Ms. K “낯선 나라에서 첫 아기를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은 너무나 힘

든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분명했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그 

무게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무능하다고 느낄 때마다 나

는 화가나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성

장하는 엄마, 아이의 마음을 아는 엄마” 세미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기적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태도로 문제들을 다

루는 방법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도 배웠습니다. 세미

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서로 울고, 위로하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세

미나에 참석하게 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여성이 바로서는 RISE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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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ower Me #2 - 은빛동행 #2” 프로젝트는 캐나다 고용 및 사

회개발부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의 

재정지원으로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진행되었다.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한인 시니어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

역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소속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육체적 건강

은 물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었다. 특히 은빛동행 #2는 지

난 은빛동행 #1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동료지도자로서 리더십 트레

이닝에 참석하고 새로운 참가자들 그룹을 이끄는 역할을 하였다. 동

료지도자들의 지원을 통해 새롭게 참가한 시니어들은 조금 더 쉽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었다. 새롭게 모집된 43명의  시

니어 참가자들은 3회로 구성된 자원봉사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책임, 다양한 봉사활동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한 참가자들은 그들의 관심과 능력에 

맞게 14곳의 비영리 기관에 배치되어 2018년 6월부터 2019년  1

월까지 총 2,768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다.

자원봉사교육 이후에 진행된 참가자 평가에 의하면, 평가에 참여한 

응답자 중 97%는 자원봉사교육을 통해 성공적으로 봉사활동에 참

여할 수 있었고, 100%의 응답자들은 자원봉사교육이 자존감을 향

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응답자 중 77%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

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프로젝트의 다

양한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제 횟수가 이전

보다 증가했다고 답하였다. 참가자들은 다른 참가자들 및 직원들과 

의미있는 관계를 발전시켰으며 자신의 시간, 지식 및 기술을 공유함

으로써 스스로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체 프로젝트 등록자 수: 60

     - 리더십과정: 17명

     - 자원봉사과정: 43명

 ▶ 전체 교육과정 수료자 수: 54 

     - 리더십과정: 17명

     - 자원봉사과정: 37명

 ▶ 총 자원봉사 시간: 2,768시간

프로젝트 참가자 스토리

“고령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젊은 은퇴자들에게 은빛동행

은 삶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프로젝트였습

니다. 매주 다른 주제로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하고 그룹별

로 토의가 이뤄지는 등, 마치 

학창시절에 열정적으로 학업

을 하던 때 같았습니다. 수업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숙인 쉼터, 

요양원 등의 시설을 직접 방문

하여 자원봉사 훈련 이후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실제적인 정

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주 참가자들을 만나면서 쌓은 

우정으로 인해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끌어안

고 반기는 가까운 이웃을 얻은 것은 은빛동행이라는 프로젝트가 있

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멋진 프로젝트를 KCWA가 2년에 걸

쳐 진행했다는 사실에 KCWA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은 우리들을 위해 다양한 세미

나와 프로젝트를 제공해주는 KCWA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니

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

공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은빛동행 #2 프로젝트

참가자 박성원
(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



8  |  KCWA Annual Report 2018-2019

자원봉사

 ▶ 연간 자원봉사자 수 155

 ▶ 연간 자원봉사자 활동 횟수 1,475

 ▶ 연간 자원봉사자 활동 시간 4,795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15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요크대학

교에 입학을 앞두고 시간적 여유가 있던 터

라 시간활용과 함께 의미있는 경험을 찾고 

있었고 친구의 소개로 KCWA에서 자원봉

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인여성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

하는 줄 알았는데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

민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었고 크고 작

은 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

는 직원들을 보면서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봉사하는 내내 좋은 분들도 만나 뵙게 되고 직원들도 친절하게 도와주셔

서 즐겁게 봉사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인연으로 이후로도 3년 동

안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제게 

도움이 될 만한 세미나가 있을 때나 연말의 봉사자들 모임에도 잊지 않고 

연락주셔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를 통해 알찬 정보도 얻고 좋은 분

들과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졸업을 하고 취업할 시기가 되자 가장 먼저 떠오른 곳도 

KCWA 였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저에게 KCWA에서의 봉사활동 

경험은 소중하고 중요한 기회였고 취업의 과정에서 봉사활동의 경험이 유

용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변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

면, 망설이지 않고 KCWA의 믿음직한 직원들을 추천합니다. 저 또한 언

제든지 KCWA를 도와드릴 마음과 자세가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인생에서 소중한 기회를 주신 KCWA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그 자리에서 

더 많은 분들께 불빛이 되어 드리길 바랍니다.”

마음의 힘 있는 아이 키우기 프로젝트

‘마음의 힘 있는 아이 키우기’ 프로젝트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온타리오 트릴리움 재단의 재정지원을 받

아 6회기로 구성된 워크숍을 토론토, 옥빌, 미시사가, 벌링

턴 등의 다양한 지역에 제공하였다. 

프로젝트는 인간의 성장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 이민자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정서적, 심

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방법들을 배워보는 시

간이었다. 

캐나다 한인사회의 미래인 자녀들이 좌절을 경험했을 때, 

주저앉거나 불행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음의 힘’을 지닌 성

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적, 가족적 측면과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깊이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총 114명의 참가자들이 등록하여 48회의 워크숍에 참여했

고 참가자들로부터 매우 높은 만족도 평가를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2017-2018 연례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

다.) 

 ▶ 프로젝트 등록자 수 114

 ▶ 총 세미나 진행 수 48

 ▶ 총 세미나 참석자 수 649

마음에 힘이 있는 아이 키우기 프로젝트 / 연간 자원봉사 

강은정 자원봉사자



KCWA Annual Report 2018-2019  |  9

ACE Electric

Assaulted Women’s Help Line

Barbra Schlifer Commemorative Clinic

Bathurst Clark Resource Library

Bayview Village Library

Bickford Centre ESL

BMO

Calvary House Markham Corp.

Calvin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Canada Revenue Agency

Canadian Armed Forces

Canadian Ukrainian Immigrant Aid Society

Centennial Library

Centre for Addiction and Mental Health (CAMH)

Centerpoint LINC

Central Library (Richmond Hill)

Children’s Aid Society of Toronto & York

CLEO

Don Mills Library

Don Mills LINC

Eaglesfield Community Church

Eglinton Employment and Social Service

Eglinton LINC & ESL

Family Service Toronto

FineCom

Good Shepherd Ministries

Griffin Centre

H-Mart

Housing Connections

Ideal Spine Rehabilitation Clinic

Jenna Y. Lee

JVS

Immigrant Women’s Health Centre

Kababayan Multicultural Centre

KCWA Advisory Committee

Kenton Learning Centre LINC

Kinark Child and Family Services

Korean Professional Women’s Association 

Kwanghoon Shin, Harmony Law Group

Legal Aid Ontario

Look so good Optical

Loyola Arrupe Centre

Midwifery Care

Missy Canada

Mount Pleasant Group of Cemeteries

Neighbourhood Link

North York Central Library

North York Community House

North York LINC

North York Women’s Centre

Park & Jung LLP

Parkdale Queen W. Community 

-Health Centre

Pilgrim Community Church

Price Waterhouse Cooper

Richview Library

Scotia Bank

Service Canada

Settlement and Education Partnerships 

-in Toronto (SEPT)

SUCCESS Seoul

Sunnybrook Hospital

TD Canada Trust

The Career Foundation Centre

The Scott Mission

Thorncliffe Neighbourhood Office

Thornhill Community Library

Together Immigration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Settle

-ment Services

Toronto Employment & Social Services

Toronto Police Service

Toronto Public Health

Toronto Reference Library

Unison Health & Social Services

United Way Toronto

Upland LINC

Vaturi & Cho LLP

Victim Services

Victim Witness Assistance Program

Willowdale LINC

WomenAct - THSP & CSC Network

YMCA Newcomer Information Centre

Yorkdale Adult Learning Centre

York Region District School Board -

Settlement Services 

 

GTA 한카노인회

갤러리아 슈퍼마켓

경향 미디어 그룹

교차로

글로벌코리안포스트

김영희 회계법인

디모데장로교회

러브토론토

리빙플러스

밀알교회

본한인교회

부동산캐나다

북부토론토 한인번영회

성인장애인 공동체

시사한겨레

아리랑 TV

얼티비

영락교회

예수성심 천주교회

온타리오 한인간호사협회

우먼파워

제칠일안식예수재림일교회

주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중앙일보

캐나다 KEB 하나은행

캐나다 한국일보

캐나다 한인변호사협회 (KCLA)

캐나다 한인의사협회 (KCMA)

캐나다 한인장학재단 (KCSF)

캐나다 한국 교육원

큰빛교회

토론토 한국노인회

토론토 한인회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

한국식품

한맘성당

한인사회 비영리단체 네트워크 

한카치매협회

홍푹정신건강협회

 

상호협력과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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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 2019 2018 2017

정부지원금 749,031 749,429 656,675

기금모금 및 기부금 46,837 149,730 145,249

복권수익배당 기부금 (2,481) (3,105) (3,653)

프로그램 참여비 15,457 9,340 8,212

이자 및 기타 수입 5,097 7,254 9,211

회원가입비 630 700 1,090

총 액 814,571 913,348 816,784

지 출 2019 2018 2017

급 여 634,068 659,439 606,731

임 대 료 61,270 63,913 67,392

기금모금 활동비  - 49,098 40,163

프로그램 진행비 73,843 81,475 40,400

사무실 경비 16,061 12,049 22,416

전문가 자문비 15,627 9,401 10,500

통 신 비 19,008 18,148 3,151

보 험 료 4,777 2,992 4,302

회의 및 컨퍼런스 진행비 4,523 2,781 3,519

지역사회 지원비 380 820 1,230

광고 및 홍보비 50 140 3,708

은행 수수료 692 2,209 1,919

감가상각비 1,767 883 4,461

총 액 832,066 903,348 809,982

순이익 (적자) (17,495) 10,000 6,892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 재정보고서

2019년 3월 31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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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2019 2018 2017

IRCC 연방 이민성 295,537 297,885 317,000

MCI 새 이민자 프로그램 65,952 65,952 65,952

MCI 행복한 여성이 바로서는 RISE 프로그램 50,000 - -

City of Toronto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 41,765 40,905 40,100

City of Toronto 사회복지 프로그램 39,052 45,968 37,844

재외동포재단 12,081 10,056 9,571

MCCSS 역량강화 7,500 7,501 7,500

MCCSS 여성폭력예방 프로그램 183,941 162,010 166,439

New Horizons 시니어 자원봉사 프로그램 25,000 25,000 -

Ontario Trillium Foundation 기자재 및 

비품지원 프로그램
- - 3,333

Ontario Trillium Foundation

 마음의 힘있는 아이 키우기 프로그램
28,203 43,897 -

Law Foundation of Ontario 

법률정보교육 프로그램
- 45,503 -

중독 및 정신건강 센터 - 4,752 7,062

유나이티드웨이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 - - 1,874

 총 액 749,031 749,429 656,675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 재정보고서

2019년 3월 31일 결산



12  |  KCWA Annual Report 2018-2019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는 1985년에 여성과 가족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에 의해 발족된 비영리 봉사 단체로 

KCWA의 임무는 “한번에 한 사람씩, 건강한 우리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장벽없는 캐나다 사회로의 통합”을 비전으로 삼고 

포용성과 우수성, 성실성과 존중, 상호 협력을 중요한 가치관으로 추구합니다.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 

임무

가정 서비스, 정착 및 취업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자원봉사 교육과 활동 연계,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 이민자분들의 정착을 돕고 

캐나다 사회로의 완전한 통합을 지원합니다.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

서비스

업무시간:   월 ~ 금  9:00 - 5:00

www.kcwa.net   |   kcwa@kcwa.net   |   416-340-1234

♣ KCWA 노스욕센터 사무실

     5075 Yonge St. Suite 401

         North York, ON M2N 6C6

♣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540 Finch Ave. W.

     North York, ON M2R 1N6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 

사무실 안내

Empress Ave.

Hillcrest Ave.

Yo
ng

e 
St

. North York Centre
Station

Mel Lastman
Square

Finch Ave. W.

Ba
th

ur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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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view
Heights SS

재외동포재단, 주 토론토총영사관, City of Toronto,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Immigration Refugee Citizenship Canada, Ministry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Ministry of Children,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Ontario Trillium Foundation

FUND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