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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WA 회장 인사말
2018 정기총회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 회원 여러분,
지난 한해는 한인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었던 해였습니다. 또
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들도 직면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변함없이 KCWA의 소중한 회원분들이 보내주시는 조
언에 귀기울임으로써 커뮤니티의 실제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KCWA의 2018년 정기총회가 오는 7월 28일(토)에 개최될 예
정입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캐나다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
며, KCWA 또한 이러한 변화와 함께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
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번에 한 사람씩” 캐나다내의 한
인커뮤니티를 위해 꾸준히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습니

커뮤니티를 위해 꾸
다.

히 봉사하겠다

약속을 지키겠

니

끊임없는 지지에 감사드리며, 7월 정기총회에서 뵙기를 기대
합니다.
일시: 2018년 7월 28일(토), 오전 11시
장소: KCWA 노스욕 (540 Finch Ave. W. Toronto)

박태준 회장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

프로그램 소식
Champions for Youth - 마음의 힘이 있는 아이 키우기 프로젝트
KCWA 한인 여성회는 온타리오 트릴리움 재단 (Ontario Trillium Foundation)의 후원으
로 ‘Champions for Youth - 마음의 힘이 있는 아이 키우기 ’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
다.
2017년 9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6회기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토론토, 옥빌, 미시
사가, 벌링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간의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질풍
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 이민자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정서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어른들의 입장
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방법들을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캐나
다 한인커뮤니티의 미래인 자녀들이 좌절을 경험했을 때, 주저앉거나 불행에 사로잡
히지 않고 '마음의 힘'을 지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적, 가족적 측면과 사
회, 환경적 요소를 깊이 들여다 보며 배우는 시간이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피드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참신하고 감정을 만져주는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가지고 살았던
가치와 신념을 다시 돌아보고 다른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의 비밀과 문제, 해결방안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먼저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
되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강사와 참석자들과 함께 자신의 솔직한 생각과 감정을 모두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함께 문제
를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전문 가구제작 프로그램
세미나의 발표자는 목수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아온 전문 기술자로서, 많은 한인 이민자 분들에게
목공기술을 전수하고자 KCWA캐나다한인여성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4월 25일 진행된 “전문가구 제작의 모든것” 세미나는
가구제작 목수과정, 골동품 가구수리 및 손질과정, 가
구 커버 만들기 과정, 고용시장 정보와 취업 기회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추후 진행될 두
개의 10회기 수업 등록이 세미나 당일 마감이 될 정도
로 매우 호응이 좋았습니다. 수요일 클래스는 가구커
버 및 고가구 수리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고,
토요일 클래스는 목재로 된 개인소장 가구를 활용하
여 실무기술 익히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본 프로그램이 취미 생활 뿐만 아니라 취업으로의 한
걸음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가오는 행사
"은빛동행" 프로젝트 두번째 여정
"은빛동행" 프로젝트 두번째 여정(Empower Me Project #2)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1단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료한 50여명의 참가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긍정적인 자의식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은빛
동행의 두번째 여정에서는 프로젝트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친 참가자들을 리더로 준
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리더십 교육과정 이후, 리더들은 다른 시니어 봉사자
그룹들과 팀을 이루어 다양한 지역사회 단체에서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하게 될 예정

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니어들이 즐겁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의 능력을 키울 뿐만 아
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시니어들이 속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것이라 기대합니
다.

문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주명숙
myoungsuk.joo@kcwa.net / 416-340-0838

행복한 여성이 바로 서는

"RISE 프로젝트"

"RISE" 는 일년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로써, 한인 이
민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민생활의 정착과정기간에 대
한 집중적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참석자들은 지지그룹모임과 정
신건강 및 부모교육과 관련된 워크숍을 통해 회복탄
력성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정착과정중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문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오신성희
sunghee.osin@kcwa.net / 416-340-7161

자원봉사자의 소리

자원봉사자의 소리
최흥식
-커뮤니티 자원봉사 세금보고 프로그램(CVITP) 봉사자-

교수님의 추천으로 커뮤티니 자원봉사 세금보고 프로
그램(Community Volunteer Income Tax Program:
CVITP)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워온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캐나
다 국세청을 통해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를 소개받
았습니다.
비록 일주일에 하루였지만, 세금보고가 필요한 이민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U-file 트레이닝을 받는 동안,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의 직원분들과 다른 봉사자분들이
더 나은 세금보고 서비스를 위해 무던히 노력하는 모
습을 보고, 저 또한 그렇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
다. 개인적으로는 머릿속에 실타래처럼 엉켜있던 세
금에 대한 지식을 정리할 수 있었고, 세금 제도를 통
해 캐나다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
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또한 한인 봉사자로,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가 한인 뿐만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의 타민족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의 세금보고 프로그램
이 이민자들의 캐나다 정착장벽을 낮출 것이라 기대
합니다.
앞으로 참여할 CVITP 자원봉사자들도 저와 동일하게
긍정적이고 소중한 경험을 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 참여하기
KCWA캐나다한인여성회는 건강한 가정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
스를 남녀노소 모두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형태로의 참여로 KCWA 캐나
다한인여성회는 더욱더 다양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참여

- 번역 / 통역 / 교정
- 뉴스레터 편집, 기사작성, 스크랩
- 소식지 제작및 발송
- 프로그램 지원활동(세미나 및 이벤트)
자원봉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kcwa@kcwa.net 으로 보내주십시요.

회원가입을 통한 참여
회원에게는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또한 정기총회 (AGM)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회원가입서를 작성하여 kcwa@kcwa.net 으로 보내주십
시요.

재정적지원
기부금 후원을 통하여 KCWA캐나다한인여성회 사업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기
부금 후원서를 작성하여 kcwa@kcwa.net 으로 보내주십시요.

KCWA캐나다한인여성회
다운타운 사무실
27 Madison Ave. Toronto ON M5R 2S2

노스욕 사무실
540 Finch Ave. West. 2nd FL. Toronto ON M2R 1N7
Tel: (416)340-1234
Email: kcwa@kcwa.net

Fax:(416)340-7755
Web:www.kcw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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