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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KCWA 정기총회 
 
제34회 KCWA 정기총회가 2018년 7월 28일(토)에 노스욕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총 33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태준 회장의 환영사와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2017년도
총회 회의록 인준 및 사업보고가 참석한 모든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통과 되었고 재정위원
장인 Steve Lee는 2017-2018년도 회계감사 보고와 함께 Stern & Cohen 회계법인을 2018-
2019년도 회계 감사로 재임명하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었다.  
 
2017년도는 정착상담 및 가정상담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가 운영된 해로, ‘알
아두면 힘이 되는 법률정보’ 프로젝트와 ‘은빛동행’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의 지대한 관심과
참여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마음의 힘이 있는 아이 키우기’ 프로젝트 또한 마무리
단계에 있다. KCWA 서비스 이용자 5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
면 97.3%의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직원들의 전문성에 대
해 높이 평가한다고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신임이사 인준 순서에서는 은퇴하신 6명의 이사들을 대신하여 김재열,
Michelle Kim, John Chang 이 회원들의 만장일치를 통해 새로운 이사로 선출되었다. 신임이
사들은 최백란, 최성학, 안귀란, 최경애, 신복실, 김희정이사 (그동안 수고하신 6명의 이사분
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의 빈자리를 잘 메우고 KCWA 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
하였다.



프로그램소개

활기찬 노후 
 
‘활기찬 노후’는 연금, 재정 관리, 사회 복지 혜택, 정부 임
대 주택, 의료 보험 및 장례 준비 등 노후 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KCWA는 한인 이민자
들에게 세미나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한국어로 제공함으
로써 언어의 장벽과 그 외 다른 어려움의 요소들을 최소
화하였다. 
참가자들은 각 세션에서 유익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많이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캐나다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였으며 더불어 노후 생활을 활기차게 계획할 수 있
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해 주었다.

스트레스 없는 건강한 인간관계 
 
‘스트레스 없는 건강한 인간관계’ 워크숍은 RISE프로젝
트의 두 번째 세션으로 RISE 프로젝트는 한인 이민여성
들의 행복한 삶을 지향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워크숍
은 7월과 8월 사이에 각각 2시간씩 4회에 걸쳐 진행되었
고 워크숍을 통해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법, 대인관계
소통의 기술,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자신의 마음 돌보기,
불안 및 분노조절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었다. 30대에서 90
대의 다양한 연령대가 워크숍에 참가하여 서로의  경험담
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 및 스트레스 없는 건강한 인간관
계를 형성하는 노하우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솔한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해주었다.

RISE 프로젝트의 이어지는 워크숍은 “우리 아이 학교생
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사춘기 자녀
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9월 19일과 26일 KCWA 노스
욕 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일시: 9월 19일, 26일 (수)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노스욕 
• 담당: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오신성희 
• 문의: 416-340-1234 / 416-340-7161     
            sunghee.osin@kcwa.net



다가올 행사

한인 동포의 날

‘한인 동포의 날’ 행사가 9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KCWA 노스욕 사무실에서 열린다. 재
외동포재단과 토론토 총영사관의 후원으로 매회 개최되
는 본 행사에서는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의료분야 진학
및 관련 분야 커리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기조
연설자는 자신의 인생경험담을 통해 집단 문화 속에서 본
인만의 고유성과 독창성, 가치 등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
대해 참석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악 3중주와 프로젝트 밴드 공연이 선
보일 예정이며 자녀교육과 진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교육과 관련된 외부 기관들의 각종 유익한 정보 부
스가 마련될 예정이므로 참석자들은 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일시: 9월 22일 (토) 오전10시 - 오후2시30분 
• 장소: KCWA 노스욕 
• 문의: 416-340-1234 / 416-340-0838  
            myoungsuk.joo@kcwa.net

미술 전시회 
 
‘그리며 생각하며’ 미술 교실은 매주 화요일 KCWA 다운
타운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자원봉사자로서 그룹을 지도
하고 있는 미술 전문가 선생님과 7명의 회원들이 일주일
에 한 번씩 모여 그림을 그리며 이민자로서의 서로의 경
험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하
고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
여개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인 제12회 미술 전시회는
2018년 10월 23일 오후1시부터 7시까지 KCWA 노스욕
사무실에 열릴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작품을 보며 미술교
실 회원들의 지난 이야기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 일시:10월 23일 (화) 오후1시 – 오후 7시 
• 장소: KCWA 노스욕 
• 문의: 416-340-1234 / 416-340-1777 
            minhee.park@kcwa.net



자원봉사자의 소리

꿈꾸면 이루어진다    -임 은- 
 
저는 2014년도에 어떤 단체와 함께 캐나다 내의 각 문화권별 단
체들과 여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일람표를 만드는 리서치에 참
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깜짝 놀랐던 것은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상당 부분의 서
비스가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KCWA와 인연을 맺은 것은,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 반신반
의하면서 KCWA를 찾아가 영주권 신청 등의 서비스를 받은 때였
는데, 기관에서 제공하는 유용하고 친절한 서비스에 감동을 받아
자원봉사활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나에게 큰
동기부여를 주어, 결국은 토론토 대학에서 상담관련 석사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며, 일하며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KCWA의 여러 직원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끊임없이 격려해준 덕택에 힘
을 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10여 년의 캐나다 생활에서 KCWA는 늘 저에게 따
뜻한 친정처럼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30여 년 전, 이민여성들이 KCWA를 조직하면서 이민자들이 행
복하고 즐겁게 캐나다에서 잘 정착하여, 가정과 사회에 큰 힘이
되기를 꿈꾸었던 그 작은 소망과 꿈들이 그 큰 비전이 되어 현재
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신, 그것은 아마도 진짜
한국의 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 정신이 나로 하여금 더
욱 힘내게 해주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KCWA의 역사와 활동을 통해 확인
해봅니다.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 참여하기

KCWA캐나다한인여성회는 건강한 가정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남녀노소 모두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는 더욱 더 다양
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참여 
  - 번역 / 통역 / 교정 
  - 홍보활동(웹사이트 / SNS등) 
  - 뉴스레터 제작 
  - 프로그램 지원 활동(세미나 및 이벤트) 



 
 자원봉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kcwa@kcwa.net 으로 보내주십시요.
 
회원가입을 통한 참여 
회원에게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또한 정기총회 (AGM)에 참여하
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회원가입서를 작성하여 kcwa@kcwa.net 으로 보내주십시요. 
                       
재정적지원                                       
후원을 통하여 KCWA캐나다한인여성회 사업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기부금 후원서를
작성하여 kcwa@kcwa.net 으로 보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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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타운 사무실 

27 Madison Avenue, Toronto, ON. M5R 2S2 
 

노스욕 사무실 
540 Finch Avenue, W. 2nd Fl. Toronto, ON. M2R 1N7 

 
 

Tel: (416)340-1234                    Fax:(416)340-7755 
Email: kcwa@kcwa.net             Web:www.kcwa.net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