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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정

성공적인 정착

캐나다 한인 여성회
제 28차 KCWA 정기 총회를 앞두고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 (이하 KCWA) 의 회장으로서 2011-2012 회계연도의 재정을 결산 보고하고
계획하는 2012년 정기총회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28번째를 맞이 하는 KCWA 정기 총회는 7월 16일 오후 6시에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
(27 Madison Ave. Toronto)에서 있을 예정이며 참석하시는 회원님들의 등록은 오후 5시15분부터
시작됩니다. 정성껏 마련한 다과도 준비되어 있으니 모든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더불어 정기 총회는 회원님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KCWA를 위한 회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발전하는 KCWA의 밑거름이 될 격려와 충고
부탁 드립니다.
참석여부를 KCWA 사무실(416-340-1234)에 확인해 주십시오.
KCWA 연회원 또는 평생회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성회로 연락을 주시거나 회원 신청서를 작성하시
어 수표와 함께 KCWA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 회원비 $20.00/평생회원비 $200.00)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7월 16일 정기총회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박유경
KCWA 캐나다 한인 여성회 회장

차

제 3회 취업 박람회
KCWA JOB FAIR
♣ 일시: 2012년 6월 19일 (화)
오전 10시-오후 2시
♣ 장소: North York Memorial Hall
-노스욕 센트럴 도서관 아래층
(5110 Yonge St. Toronto)

례

1면

제 28차 KCWA 정기 총회를 앞두고

2면

2012 KCWA 아리랑 갈라 보고

3~5 면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 보고

6~8 면

프로그램 및 행사 소개

9~10 면

프로그램 소개/직원 단상

11면

KCWA 서비스 안내

12 면

알고 싶어요/ 재정지원/ 여성회의 사명

Page 2

Volume 79

May

2012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 소식지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 행사 소식

2012 아리랑
갈라를 마치고
ECDE
TÜ|ÜtÇz
ZtÄt
KCWA 기금 모금 만찬

KCWA 한인여성회(이하 KCWA)는 2012년 3월 3일 (토) 쏜힐 르파크 컨퍼런스 센터
에서 각 계 후원자, 회원, 자원봉사자, 동포사회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8회 기금 모금
만찬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만찬 행사는 김주영씨의 가야금 독주로 막을 올렸으며 방송인 이지연씨와 변호사
김의철씨의 공동사회로 진행되었다. 박유경 KCWA 회장의 환영사와 제이슨 케니
(Jason Kenny) 캐나다 이민성 장관을 대신하여 연방의원 존 카마이클(John Carmichael)과 마이클 첸 (Michael Chan) 온타리오 관광 문화 체육부 장관의 축사, 정
광균 토론토 총영사, 이진수 한인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남성 중창단 라파체 (La Pace Soloisti)
의 공연과 아울러 KCWA의 커뮤니티를 위한 서비스와 활동이 영상으로 소개되어 만찬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또한 만찬 중반에는 ‘아리랑 상’에 대한 수상식이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KCWA 자문위원회, 린다 유 KCWA 전회장이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후원에 대하여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최영자 서비스 이용자가 어려운 고난 극복과 본인과 자
녀의 성공적인 재건에 대하여 수상자로 선정되어 KCWA 하영리 사무장의 진행으
로 아리랑 상을 수여 받았다.
수상식에 이어 ‘생의 여정’을 주제로 전통공방 세실리아 최 원장의 한복 패션쇼가
있었으며 연령, 행사, 시대에 따른 다양한 한복을 선보인 가운데 한국인의 전통과
전례,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며 많은 호응을 받았다.
행사 후반에는 무성경매와 아울러 후원자들의 후원상품에 대한 행운권 추첨이 있
었으며 1등 상으로는 대한항공의 후원으로 왕복항공권이 제공되었다.
특별히 2012년 아리랑 갈라에는 젊은 한인들의 많은 참여가 현저한 가운데 세대간의 한인 커뮤니티 관심과 사랑이 어
우러져 KCWA 기금만찬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KCWA는 만찬 행사를 통하여 마련된 기금이 동포사회를 위한
여성회의 운영과 향상된 서비스 제공으로 동포사회에 봉사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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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
정착 프로그램
2012년 전반기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의 정착 서비스
는 한인 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을 실현하
기 위한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진행 되었으며 이를 위해
세가지 분야 증진에 중점 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정착 정보 증진 분야 중 하나인 교육 관련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교육 이해를 통한 자녀 교육 세미나”를 각각 다른
주제인 “청소년 여름 캠프”와 “청소년 여름 취업”으로 다
루었는데. 이는 이민자 가정의 부모님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들의 여름 방학 계획을 성공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여름 캠프와 여름 취업 방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이 외에 자녀들의 언어기술 향상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캐나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읽기
쓰기 기술” 워크숍을 마련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민자들의 올바른 의식과 인식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
조한 “영주권자의 거주의무 규정 및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안내” 그리고 “시민권 시험 2주 도전” 은 이민자들로
하여금 캐나다 정부가 원하는 시민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캐나다 사회로의 진정한 통합이 무엇인지를 되새김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으며 프로그램 참석을 통해 시민권 시
험을 준비한 많은 이민자들이 시민권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캐나다 시민이 될 수 있었다.
한인 이민자들의 캐나다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사회복지 시스템의 이해를 통한 서비스의 이용 도모를 위
하여 “캐나다 노인 연금 안내”에 대한 세미나가 웰링턴 한
인회의 초청으로 워털루
(Waterloo) 에서 개최되었으
며, 세미나를 통하여 참가자
들은 노인복지 혜택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인식의 증가를
갖게 되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표하였다. 이
외 에 도
'Immigration
Women’s Health Centre'의
지원으로 여성을 위한 무료이

동 진료서비스가 2월과 4월에 실시되었으며 검사를 통해
의료 연계 서비스가 필요한 여성들은 특별의사에게 연계
되는 신속한 서비스를 받도록 건강한 이민생활을 유도하
고 건강한 가정 및 건강한 커뮤니티 형성을 격려하였다.
캐나다 영사관과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던 “이민자를 위한
한국 국적법 및 병역의무 정보 세미나가 캐나다 한인여성
회 다운타운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세미나를 통해서
국적취득과 회복,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및 국적이탈, 국
적 상실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영주권자의 병역의
무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는 한국 국적법에 대한 올바
른 이해를 갖고 캐나다사회로의 통합을 모색해보는 시간
이 되어 많은 참가자들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언어 기술 향상 분야: KCWA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Richmond Hill에 위치한
H-Mart 문화센터에서 한인신규이민자를 대상으로 정착
영어교실 기초반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신규 이
민자들에게 생활 영어 향상을 위한 영어학습과 더불어 성
공적인 정착에 반드시 필요한 캐나다의 사회와 문화에 대
한 다양한 정보를 매달 주제를 바꾸어 제공하고 있다. 1월
에는 토론토의 공공 도서관에 대한 정보, 2월에는 캐나다
정부가 신규이민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영어학습 프로그램
인 LINC와 ESL에 대한 정보, 3월에는 캐나다의 사회복지
혜택의 종류와 신청방법, 그리고 4월에는 온타리오주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참석자들은 영어와 한
국어로 동시에 진행되는 강의를 통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과 일상생활에 곧바
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다양한 정착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커뮤니티 활동 참여 증진 분야: 커뮤니티 활동 참여를 위
한 프로그램으로 신규 성인 이민자 및 청소년들에게 캐나
다 사회를 배우고 경험을 넓힐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한
‘성인 및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가이드’ 세미나를 개
최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정보 및 자원봉사 활동
을 통한 자원봉사 청소년 장학금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자
원봉사 참여로의 동기부여를 제공 하였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개인 소득세 신고( Income Tax
Return Filing) 및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소득세 신고
(Small business Income Tax Return) 세미나를 개최하였
으며 세미나를 통해서 캐나다 세금 제도 및 소득세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의 정보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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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캐나다 국세청과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커
뮤니티 자원봉사 소득세 신고 프로그램 (Community
Volunteer Income Tax Program)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소득세 신고 클리닉을 운영했으며 이는 소득세 신
고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에
게는 온라인 무료 소득세 신고 자원봉사 기회를, 프로그
램 이용자들에게는 개인 소득세 신고를 온라인으로 마
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 1월부터 4월 까지 한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KCWA 캐나다 한인여
성회가 제공한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Give a man a fish and you feed him for a day. Teach
a man to fish and you feed him for a life time.” “사람
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만 배를 채우도록 돕지만, 물고
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돕
는다”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옛 선인들의 귀한 가르침이다. 캐나다 한인여성회는 취
업서비스를 위해 그룹 세미나에서, 혹은 일대일 상담에
서 이 가르침을 적용하려 애써왔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찾
은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단계적

2012년
1월 – 4월

신규 이민자 정착 영어교실 (매주 수요일)

으로 보여줌으로써 내방객들이 개인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무기를 스스로 찾고 계발하고 사용할 수

2012년
1월

시민권 신청 준비 안내 /시민권 시험 인터뷰 안내
정착 정보 세미나: 정확하게 알고 하는 주택 매매
청소년 진로탐구,대학 진학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가이드
자녀교육 세미나: 청소년 여름 캠프
노인연금 정보 세미나
수퍼비자 안내 세미나

2012년 1월 11일

나에게 맞는 직업 찾기

2012년
2월

신규 이민자 오리엔테이션: LINC와 ESL 이용하기
시민권 시험 2주 도전
스스로 준비하는 소득세 신고
자녀교육 세미나: 청소년 여름 캠프
무료 이동진료 서비스
자녀교육 세미나: 청소년 여름 취업
이민자를 위한 한국국적법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안내

2012년 3월 14일

캐나다 정부 지원 취업 교육 및 훈련 안내

2012년 3월 21일

고용시장 이해를 통한 핵심 취업 전략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아래는 지난 1월부터 4월
까지 캐나다 한인여성회에서 개최하였던 취업 관련 세
미나 목록이다.

나에게 맞는 직업 찾기 세미나에서는 각자가 타고난 재
능, 좋아하는 업무 종류,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 등을 직

2012년
3월

2012년
4월

교양
프로그램

영주권자의 거주 의무 규정 바로 알기
캐나다의 사회복지 혜택
캐나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읽기 쓰기 기술
시민권 시험 인터뷰 안내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세미나
캐나다 여권 신청 및 문화탐방 패스 안내
신규 이민자 오리엔테이션: 캐나다 의료 시스템 이해를 통한 병원
이용하기
시민권 시험 2주 도전
자원 봉사 프로그램 가이드
시민권 신청 필수 사항 안내 세미나
대학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 ‘OSAP’
무료 이동 진료 서비스
성인 미술 교실, 성인 서예교실, 성인 컴퓨터 교실, 성인 한글교
실 (중급), 뜨개질 교실

정착 상담 및 세미나 문의:

강영옥 (settlement@kcwa.net), 심수영 (settlement1@kcwa.net),
주선영 (settlement2@kcwa.net),김규상 (settlement 3@kcwa.net),
백은영 (settlement4@kcwa.net)

업 관련 적성 테스트를 하여 탐구함으로 각자의 적성에
맞는 직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을 뿐만 아
니라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 또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또한 각 직업들의 근무 조건이나 환경은
어떠한지를 상세히 알 수 있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하
나 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 참가자의 직업 관련
적성을 알아보는 동시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캐나다 정부 지원 취업 교육 및 훈련 안내 세미나에서는
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Micro
Skills 라는 지역 취업 안내 기관을 초청하여 구직 중에
있는 이민자들을 위해 캐나다 정부가 지원하는 전문 직
장 영어 프로그램, 집에서 할 수 있는 탁아소 훈련 프로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
취업 프로그램

그램, 창업자를 위한 후원 프로그램 등, 취업 관련 훈련
및 지원 프로그램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
역 단체를 한인 구직자에게 소개해 주는 자리를 마련하
였다.

Volume 79

Page 5

May

2012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 소식지 KCWA NEWSLETTER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
고용 시장 이해를 통한 핵심 취업 전략 세미나에서는 고
용 시장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
및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방법, 찾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구직 활동에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참석
자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당일 자원 봉사
자로 참석했던 이인희씨가 기꺼이 본인의 취업 성공담을
발표해 주어서 참석자 모두 “하면 된다.”는 자신감 증진
의 귀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취업 상담 및 세미나 문의: 이선희 (employment@kcwa.net)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
가정 프로그램
KCWA의 가정 상담실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이
법적 신분, 성별, 나이 등에 관계 없이 모두가 행복한 가
정을 이루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주거지를 찾아주는
일을 비롯하여 이 분들이 쉼터, 병원, 법원, 사회복지 기
관 등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동행하고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여 과도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가정내의 문제로 마음이 아픈 분
들에게는 일대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배우자나 자녀
와의 갈등을 해결하도록 도우며, 이혼과 이에 따르는 자
녀의 양육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최소화 하도록 돕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진행이 되었던 셀프헬프 모임이 3월
16일로 막을 내리고 그 목적과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여
여성지지 그룹 ‘에버그린’이 새롭게 형성되었다. 캐나다
에 거주하고 있으나 정보의 부족으로 사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이민자
들의 사례를 많이 접하면서 교육과 상담의 필요성을 찾
게 되었다. 에버그린 모임의 대상은 캐나다에서 거주하
고 계시는 모든 한인 여성분들로 매달 둘째 주 금요일에
정기적 모임을 갖게 된다. 교육과 상담을 접목시켜 진행
되는 에버그린 모임의 궁극적 목적은 심리미술 상담을
통해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이민 생
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교육을 통해 진취적인 삶을 유도
하고 더 나아가 구성원들이 한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심리 미술 치료에 학문적 배
경을 두고 있는 가정위기 상담원에 의해 진행이 되며, 매
달마다 주제가 다르므로 주제별 단발성방문도 가능하다.
행복한 한인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워크숍이 1월부터

4월까지 총 3회 진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1월 20일에는 아동 상담 경력이 있는 가정위기 상담
원에 의해 ‘그림을 통한 우리 아이 마음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워크숍이 진행이 되었다. 투사 검사 중 자아상을
투영해주는 나무 그림 검사를 통하여 각각의 그려진 요
소의 상징적 의미와 해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직접적인 실습으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월 17일에는 과도기 지원 상담원에 의해 ‘효과적인 대
화법’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가족간의 효
과적인 대화법을 학습하는 워크숍으로 대화의 유형을 이
해하고 개인의 사고와 감정을 건강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
다. 3월 22일에는 과도기 지원 가정상담원에 의해 ‘자녀
를 돕는 부모 되기-컴퓨터, 게임 중독 예방 및 대처 방
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주최되었다. 아동 및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 중독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고 게임 중독의 정의, 예방법 및 부모가 활용
할 수 있는 게임중독 치료법을 제시하였다.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와 정서적으로 궁핍해가는 환경 속
에 노출된 우리의 아이들은 흙과 풀 냄새를 맡으며 친구
들과 뛰어 노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방안에 놓여진 컴퓨
터와 정서적 교류를 맺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난다. 그러
면서 점차적으로 가족간의 교류는 줄어들고 가족간의 대
화는 어색해진다. 그래서 I.Q는 높은데 E.Q는 낮은 자녀
들이 늘고 성인이 되어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어려
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치료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가정상담원들은 건강한
자녀의 성장과 부모들의 진취적인 이민생활을 돕고자 앞
으로도 관련된 워크숍과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부터 4월 까지 한인들의 건강한 가정을 위해 KCWA 캐나다 한인여성
회가 제공한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2012년 1월 – 4월

셀프헬프 그룹 모임 (매월 셋째 주 금요일)

2012년 1월 20일

행복한 가정 만들기 워크숍
주제: 그림을 통한 우리 아이 마음 이해하기 워크숍

2012년 2월 17일

행복한 가정 만들기 워크숍
주제: 효과적인 대화법

2012년 3월 22일

행복한 가정 만들기 워크숍
주제: 자녀를 돕는 부모 되기-컴퓨터, 게임 중독 예방
및 대처 방안 세미나

가정 상담 및 세미나 문의:

정명주(family2@kcwa.net)

장영 (family@kcwa.net)
김동준(family4@kcw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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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PGP 코디네이터 김민주
파트너쉽 프로젝트는 온
타리오 주 정부의 지원으
로 KCWA 캐나다 한인여
성회가 한인장학재단과
토론토 한인회와 제휴하
여 공동 주관하는 프로젝
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한
인사회의 여러 단체들의
운영효율 신장과 단체간
의 연계활동을 통한 한인 커뮤니티의 전체적 역량 강화
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내용과 목표를 각 단체의
관리책임자 역할을 맡은
이사회 임원들이 습득하
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
는 것이 그 목표이다.
마지막 단계는 토론토 한
인회가 맡아 각 단체들이
1,2단계의 성과를 여러
부문에 옮겨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할 계획
이다. 공동모금운동과 정부기금신청 등에 관한 세미
나가 준비되고 있으며 더욱 다양하고 원활한 연계활
동을 독려할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1,2 단계
에서는 워크숍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마지
막 3 단계에서는 앞의 성과를 살려 다양한 활동을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온타리오 주에는 약 200여 개의 한인 비영리 단체가
현존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좋은 취지와 열정으로
발족한 이들 중 상당수가 재정과 인력 지원 등의 현
실적인 기반이 영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제 1단계는 KCWA한인 여성회가 주최가 되어 각 단체의
실무책임을 맡은 사무장/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트레이닝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각 단체의 운영효
율 증진에 필수적인 정책, 경영, 재정, 전략계획과 위기
관리 등의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식과 능력에 집중
하며, 또한 네트워크 구축과 단체 내외에서의 원활한 소
통과 연계활동의 기반을 다지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제 2단계는 한인장학재단에서 주관하여 1단계와 같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같이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하며 그에 맞는 방법을
모색하여 여러 단체들과 서로 다른 세대들이 함께 어
우러지는 한인사회의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Towards a Common Goal - Project Overview
Phase 1: KCWA
(2월~ 7월 2012)
사무장 (실무책임자) 트레이닝 워크숍



활동 단체의 지속력 향상을 위해
조직의 기반체제를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을 제고할 있는 지식 및 실무능력의 증진



직원 리더십 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Phase 2: KCSF
(8월 2012 ~ 1월 2013)

Phase 3: KCCA
(2월 2013 ~ 1월 2014)

이사회 임원 (관리책임자) 세미나 & 워크숍

커뮤니티 파트너쉽 워크숍





현실적 효율성, 투명한 업무체제와
명료한 책임체제를 갖춘 관리능력 증진





통솔력 및 소통 능력 강화



이사진 (자원봉사) 의 리더십 능력 강화


단체 내외의 관계에서 상호 신뢰와
파트너십, 협력 정신 증진



네 트 워 크
증진

구 축

및

활 용 능 력

단체 내외의 관계에서 상호 신뢰와 파트너
십, 협동 정신 증진



단체간의 대등한 연계 활동과
진취적 협력의 장을 증진
각 기관의
기능의 증진

역량과

실질적인

한인사회의 전체적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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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 (Free and Empower Me) 프로젝트를 마감하며
FEM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조현주
FEM 프로젝트는 16세에서 24세의 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숨은 재량이 발휘되고 이들의 이야기들이 건
강하게 표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를 키워가는데 공헌 할 수 있는 미래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희망하며 궁극적으로는 FEM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성폭력이라는 어두운 사회의 한 모습을 밝은 모습으
로 전환하고자 희망을 가지고 시작된 캐나다 한인여성회의 특별프로젝트이다. 2010년 4월에 캐나다 정부
Status of Women Canada와 NABI Women’s Network의 후원을 받아 시작된 이후, FEM 프로젝트는 교육프로그
램인 동료지도자 훈련과 예술 프로그램인 Essay Contest와 Video Contest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목적을 실현해
왔고, 5회에 걸친 동료지도자 훈련을 통해 63명의 동료지도자들이 탄생되었으며 이들로 인해 진행된 지역사회
워크숍은 60여 개이고 700여명이 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FEM 워크숍의 혜택을 받았다.
FEM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 역사 속에 가슴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대표적 여성폭력 사례
인 일본 위안군 문제와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의 사례들을 살펴보아 우리의 젊은이들이 벗어나기 힘든 폭력의 관계를 갖기 전에 건
강한 이성관계를 형성하도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들에게 자신
감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FEM 예술 프로그램은 여성 폭
력이라는 무거운 과목에 대한 젊은이들의 감성을 글과 비디오로 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FEM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꼭 한인 여학생들 뿐만 아니라 남
학생들에게도, 한인이 아닌 다른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에도 반드시 필요한 지식임에 동감을 하였다. 이에 마지막
동료지도자 훈련은 남학생과 다른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도 기회를 주었는데, 여학생과 남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교육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FEM의 근본적인 메세지는 누구에게나 유용한 지식임을 인정받았다.

그래프 1 훈련 후의 변화

그래프 2 워크숍의 만족도

위 그래프 1에서 보여지듯이 FEM 동료지도자 훈련의 참가자들은 훈련 전과 후에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의 관련지식이나 워크숍 진행능력은 훈련 전에 50%전후에 머물렀으나 훈련 후에는 80%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
여주고 있고, 그래프 2는 지역사회 워크숍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나타내는데 전체만족도가 92%를 넘고
있다.
지난 31일 한인회관에서 FEM 프로젝트의 마지막 잔치인 Conference and Dinner/Award Ceremony 행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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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현재 토론토에 거주 중인 동료지도자들과 그들의
가족, FEM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신 분들이 100여명 참가
한 가운데 FEM 프로젝트의 마감을 축하하였으며, 그 동안
열심히 참가한 동료지도자들은 이 자리에서 자신감 넘치
는 모습으로 그들의 생각과 이 프로그램에서 느끼고 배운
그들의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표현했으며 그들의 모습은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다.
한 프로젝트나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여성폭력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 허망한 기대는 할 수 없지만 FEM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자신감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더 밝고 건
강한 사회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FEM 프로젝트를 성공적
으로 마감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한다.

NFF “WE CARE!”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NFF 한인 코디네이너 김은주
지난 2011년 4월부터 시작된 NFF “WE CARE!”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는 2차례에 걸쳐 각 20시간씩 가정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교육을 통해 동료지도
자 50명을 배출하였다. 교육수료 이후에도 동료지도자들
은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추가 교육과 관련된 새로
운 뉴스 및 정보를 함께 나누고 있으며 크고 작은 지역 내
이벤트에 참가하여 “WE CARE!”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활

FEM프로젝트의 발자취
FEM 동료지도자 훈련과 워크숍

동 또한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료 지도자들이 2명 내지는 3명이 한 팀이 되
어 각자가 속해있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정폭력의 예방
과 효과적인 대응 방법, 캐나다의 법과 지원 등에 관한 내
용을 참가자의 대상별, 연령별, 상황별로 나누어 아웃리치
워크숍을 진행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료지도자들은 직
접적인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시에 평상시에는 가족을 비
롯하여 가까운 친구나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프로젝트의
중요한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
정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인식시키고 있다.

FEM Conference & Dinner/Award Ceremony, 2012년 3월 31일

NFF “WE CARE!” 프로젝트는 오는 2012년 7월까지 진행
되며, 동료지도자들은 세미나를 원하는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할 예정이다.

<NFF “WE CARE!”프로젝트 진행사항>
횟수

시간

참석자수

자료배포수

트레이닝

8

40

50

1,210

아웃리치
워크숍

8

18

87

233

커뮤니티
아웃리치

4

15

32
(봉사자수)

750

정기모임

6

13.5

52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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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F “WE CARE!”
NFF 타이 코디네이너 Thana Trakul
태국 NFF는 태국인들이 축제가 열리는 날이면 모이는 태
국사원에서 지역홍보행사들과 함께 2011년에 시작되었
다. 가정폭력에 관련 NFF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목표로 태국커뮤니티를 위한 많은 NFF워크숍이 기획되
었다.
각 워크숍에서 NFF 의 주제를 전달하였는데, “유익한 활
동을 통한 건강한 가족 만들기”, “타이 요리와 과일/야채
조각품과 같은 풍성한 태국 문화”, “무에타이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자기 방어기술 연마”, “2월 생일자를 위한 사랑
가득한 축하”, “캐나다에서의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정신
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 “생각을 다스려주는 “담마”, “나
를 편하게 해주는 마사지”,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성
금요일”과 같은 많은 행사 속에서 진행되었다.
NFF 위크숍을 통해 가정 폭력에 대한 여러 지식을 알려
주었으며, 통틀어 100여명 이상의 커뮤니티 회원들과 친
구들이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3월은 두 번째 그룹 동료지도자들의 트레이닝이 있었으
며 다섯 명의 커뮤니티회원들이 그룹에 참여하였다. 비록
소규모의 그룹이지만 회의는 매우 심층적이고 효율적이
었다. 이전 그룹 지도자들도 있었고 참관인들 또한 트레
이닝에 참여하였다. 트레이닝 후 각 동료지도자는 NFF프
로젝트에 대해 이웃들과 친구들,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예
방에 대한 지식교육과 메시지 전달에 대한 강한 의지들
을 지니게 되었다.
가정폭력예방에 대한 의식 증대는 온타리오 태국사회 웹
사이트(www.thaiontario.com)와 태국 NFF 페이스북에
서 NFF활동사진과 소식, 관심링크 등을 게시하고 공유하
며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NFF 의 또 다른 행사로는 "선행을 위한 단발"이 있었는데,
태국 NFF코디네이터와 동료지도자들은 긴 머리를 단발
하여 키즈 프로그램를 위한 엔젤 헤어에 기부하였다. 이
렇게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발언권
에 더욱 강한 힘을 실어주었고 커뮤니티의 의식은 한층
높아졌다. 2012년 4월 21-22일에는 나이아
가라 폭포와 리치몬드힐에 있는 태국사원에
서 진행된 '송크란'이라는 태국새해축제에서
도 NFF 의 홍보활동이 이루어졌다.

직원단상

한인사회라는 한 울타리
파트너쉽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김민주
가벼운 목례에서부터 열띤 논쟁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표현과 소통의 유형은 수 많은 형상과 방법을 아우른다.
그 영향력의 폭 또한 어마 어마 하고, 잘 못 다루었을 때
의 그 폐해는 무서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소통 없이는 신뢰를 쌓을 수 없기 때문에 우
리는 늘 그 소통의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한다.
나는 지난 5년간 정계 인사의 보좌관으로 수행하면서
한인 사회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접하고 그들과 교류
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을 얻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한인사회의 다양성에 대해 생각 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한인사회'라는 울타리 안에는 1 세대와 2세대, 또 1.5세
대까지도 나누어지고, 신규 이민자, 유학생 등 각기 많
은 다른 경험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존재한다.
그러나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구에서 업무를 보며
직접 당면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그들의 다양성
과 차이점들, 그것들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그 다양
성으로 인한 오해와 문제점들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해 볼 이유가 없었을 듯 싶다.
물론, 나는 지금도 그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알수
가 없다. 내가 지난 몇 년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사소한 차이점으로 인해 복잡한 오해와 예상하지 못 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안에서 서로 소
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한인사회'라는 무리를 참되
게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파트너쉽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 일을 맡아 내
몫을 열심히 해 보자고 마음 다지면서, 나는 우리 앞에
는 한인 사회 비영리 단체의 역량 강화라는 목표가 있
으며, 그에 속한 많은 단체들은 가볍게 한 묶음으로 치
부할 수 없는 무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
한다. 다만, 그 모든 단체들이 각기 제 역할을 하며 뜻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다지고, 그를 뒷받침 할 전
체적 조직력과 서로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 우리 전체의
목표를 위한 근간이 될 것 이라고 믿으며, 그것을 위해
끝까지, 변함없이 노력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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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WA 와의 결혼 생활
정착 상담원 김규상

새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채용이 확정되었을 때 참 기뻤
습니다. 그 동안 쌓아온 경력과 기술, 그리고 캐나다 한
인 여성회에서 일할만한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무엇보다도 제 스스로가 참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래, 김규상, 너 참 잘했다.”하고 자축했답니다.
직장 또는 직원을 구하기
위해 인터뷰를 거치고 채용
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는
과정을 결혼 생활에 비유하
기도 합니다. 이제 전 막 신
혼 생활을 시작한 셈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분들 낯도
익혀가고, 여러 가지 새로
운 환경에도 적응해가는 시
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도 발견하고, 앞으로 더 많
은 기술과 경험을 쌓아가려니 더없이 기분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함께 일한다는 것이
제일 기대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똑같이 반복되는 일
은 없으며, 아무리 작은 일에서라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 저의 신념인지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신나는 일입니다.

작은 변화를 위해
아웃리치 워커 신지영

나의 학창 시절은 묵묵히 학교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서 얌전한 모범생으로 칭찬 받았던 것 같다.
그 후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의 학교 수업은 한국과
다르게 매 수업마다 발표도 많고 늘 수업 첫 시간이면
자신에 대한 발표를 해야 했다. 자신에 대한 발표에 익
숙하지 않았던 나는 그 시간이 참 난감했었다. 그러던
중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 있
게 발표하지 못하면 어떠한 것도 자신 있게 잘 발표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주 깊
은 공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자신감
을 가지고 나 자신을 알리거나, 내가 가진 정보와 지식
을 잘 전달하는데도 익숙해져 갔다.
현대는 정보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말만큼 이 시대에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이 많은 정보 속에
서 좋은 정보, 건강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전
달하여 그 사람들이 유용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던 나는 이곳 캐나다 한인 여성회에서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 알려서 캐나다에 온 이민자들이
앞으로 살면서 많은 유용한 기회에 도달하고 이르게 되
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어느 책에서 읽은 글인데 내가 세상에 왔을 때보다 조금
이라도 더 나은 곳이 되도록 각자 노력하면서 살자는 글
이었다. 그것이 아주 작은 변화라서 큰 변화를 못 느낄
지라도 더 나은 세상이 되는데 보탬이 된다면 기쁘지 아
니한가 라는 글이었다.
나 또한 역사에 남을 큰 획을 긋는 일이 아니겠지만 아
주 조금이라도 조금씩 더 나은 변화를 위해, 그리고 함
께 더불어 사는 곳을 만들기 위해 좋은 정보를 알리고
캐나다 한인 여성회를 더 많이 알리며 우리 이민자들이
더 나은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걸음 나아가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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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CWA 서비스 안내
건강한 가정! 성공적인 정착!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남녀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착서비스

가정서비스

취업서비스

상담서비스

정착상담

맞춤형 취업상담

개인상담, 가정상담, 가정폭력상
담, 어린이·청소년 상담 안전계
획수립, 과도기지원 서비스, 전
문기관연계 서비스, 가정서비스
관련 통역 ·번역서비스, 사회복
지 서비스

정착 요구 조사, 캐나다 신분증
(SIN,
운전면허증,
OHIP),
LINC/ ESL 정보, 학교 등록 및
교육 정보,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

나에게 맞는 직업군 찾기, 해외
자격증/경력/학위를 캐나다에
서 적용시키기, 이력서/커버레
터 작성, 취업인터뷰 연습, 취
업교육 상담

정착 오리엔테이션

취업 정보 세미나

법률정보 서비스
별거, 이혼, 자녀 양육권, 자녀
부양비, 배우자 부양비, 재산분
할, 법률구조

프로그램

타 기관 연계 서비스
캐나다 사회 참여: 자원 봉사 활
동, 지역사회 참여 정보
캐나다 정부 커뮤니티 연계

의료서비스정보세미나, 이동진료
서비스, 유방암 환우 지원그룹

통역·번역 서비스

가정폭력예방 아웃리치 워크숍,
자존감 향상, 분노조절, 스트레
스 관리, 건강한 대화법, 개인 및
가족 미술 지도, 여성지지그룹
“에버그린”

정착 초기 단계 시 필요한 취업,
교육 관련 서비스

교양프로그램
정착정보와 함께하는 영어교실,
미술교실, 서예교실, 성인 컴퓨
터 교실, 성인 한글교실

기타프로그램

이동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 상담

정착관련 상담/ 신청서 작성

CCTB, GST, CPP, GIS, 노인
연금, 월페어, 약값보조 혜택, 정
부 아파트 등 관련정보 상담, 사
회복지 서비스 관련 통역 · 번역
서비스

 리치몬드힐: H– Mart 문화센
터 (9737 Yonge St. Rich-



Free and Empower Me
(FEM) 프로젝트



Neighbours, Friends and
Families (NFF)
프로젝트



Partnership Grant Program (PGP) 프로젝트

mond Hill)
 쏜힐: 갤러리아 쏜힐 문화센터
(7040 Yonge St. Thornhill)

사회복지 정보 세미나

건강프로그램

 토론토: 한인회관 (1133 Les** KCWA에서 제공하는 가정, 정착 관련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Phone: 416▪340▪1234
Fax: 416▪340▪8114
Website: www.kcwa.net
Address: 27 Madison Ave. Toronto ON M5R 2S2
E▪mail: kcwa@kcwa.net
월,목,금: 오전 9시-오후5시
화,수: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4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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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Days in Toronto
사회보장 카드: Social Insurance Card
Ԩ

⮎ඖ⋎ḚԨ⑺⑂Ԩ㉖ᔢᝲԨᤖᇚῚԨᶪ㎊Ԩ᧲⒣Ԩᦆ㌶՛շիձթմԨՑնջսպթնիխԨ
ՖսյժխպԱࣾԨ㉂⎒㉖ԶԨ᧲⺳Ԩ՛ՑՖԨش∪سԨᦆ㌶ᑺԨ᪆ᚪྒၮԨՁ⒎ᚪᕚԨᄖ
⊲Ԩ⒆ྒԨ՛ՑՖԨᦆ㌶ྒԨ㊇Ԩ੪▊ᙺԨ⋲८ඖԴԨḶଆԨ㍖ଇ⑂Ԩᤙ८ඖԴԨࣿ▃Ԩ᧲
㋖⑂ԨᇢԨቊԴԨጎ㉚Ԩ┓⋎ḚԨ⒎ধ⑲ԨᄖྒԨᶪᒊᇢ⋎ঊԨ◺ྒԨ⋮ଆԨᤍԨ┓ԨḚ
ᭂᾢᙺԨᤙྒၮԨᤖᇚῚԨ㉂⎒㉚Ԩ῞᪂⚛⑲ԶԨ⎧◺ࣾԨ՛ՑՖԨᦆ㌶ԨࣾԨ⋄ྒԨᶪ
ᒊ⑂Ԩ⎧㉖ԨྒԨঁԨᦓ⋎Ԩ⊲ଉඖྒԨ㊇␂⑲ԶԨԨ
Ԩ
՛ՑՖԨ⭲ᇚԨ῞⦫ԨᤧᦓԨ
ૺ⦖Ԩ՛խպվձիխԨՋթնթլթԨՋխնռպխԨᶪᠲẊ⋎ԨࣾḚԨ՛ՑՖԨ⭲ᇚԨ῞⦫ḚᙺԨ
ᤙ≂Ԩ⒏ḯ㉚Ԩ㏂Ԩ┚⪚㉖८ඖԴԨᚪԨ՛խպվձիխԨՋթնթլթԨ՟խժջձռխԨ
հռռոՂԷԷտտտԶջխպվձիխիթնթլթԶկիԶիթԱ⋎ḚԨ῞⦫ḚᙺԨ⪚ᔣ㉲ḚԨ⒏ḯ
㉚Ԩ㏂Ԩ┚⪚㉲ჂԨᄚԶԨ՚⭲ᇚԨᤍԨ⑲੫ԨჂ⒣⑲Ԩ⤋㒊Ԩ⋪ઊ⑂Ԩࣾ⚾ԨࣾḚԨ
⒏ḯ㉚Ԩ῞⦫Ḛ⌾Ԩ㉦Ԩ՛խպվձիխԨՋթնթլթ⚿⏎⋎ঊԨ┚⪚㉚ԶԨ՚Ԩ⭲ᇚԨ
ᤍԨ⋪ઊԨ⏎᧶⑂Ԩࣾ⚾Ԩࣾ≺Ԩ㉚ԶԨ῞⦫ḚᙺԨ┚⪚㉖ᝲԨ⑺Ԩ⒂ῚԨ՛ՑՖԨ
ᦆ㌶ᙺԨ⋪ԨᤙঊԨᄖᝮԴԨ՛ՑՖԨ⭲ᇚྒԨ῞⦫ḚԨ┚⪚Ԩ㏂ԨԹԸ⑺Ԩ⑲⋎Ԩ┚৳㉚Ԩ
◺ẊᕚԨᄚԶԨ

՛թվձնկջԨմթնԱᙺԨ῞⦫㉖ྒԨ⎮⋎ྒԨ≂⑲ᇢԨ՛ՑՖԨᦆ㌶ࣾԨᤖᇚῚԨ㉂⎒
㉖ԶԨ
Ԩ
৾ᔦମ৾Ԩ⋮ᑻ⦖Ԩ
ḚᭂᾢԨ⮎ඖԨ՛խպվձիխԨՋթնթլթԱԨ
ԨԨԨԨԨ⏷ᶪ⑲⾶ՂԨտտտԶջխպվձիխիթնթլթԶկիԶիթԨԨ
ԨԨԨԨԨ│㍒ᦆ㌶՛ՑՖԨ৾ᔦԨᠶԱՂԨԹԵՀԸԸԵԺԸԾԵԿԺԹՀԨ
Ԩ
ḚᭂᾢԨ⮎ඖԨᶪᠲẊԨ՛խպվձիխԨՋթնթլթԨծծձիխԨՔշիթռձշնԱԨԨ

 ՜շպշնռշԨՋձռցԨՐթմմԨ՛խպվձիխԨՋթնթլթԨՋխնռպխԨ
ԨԨԨԨԨԨԨԹԸԸԨչսխխնԨ՛ռպխխռԨ՟խջռԨ՜շպշնռշԨՖԨՕԽՐԨԺՖԺԨ


՜շպշնռշԨՋխնռպխԨ՛խպվձիխԨՋթնթլթԨՋխնռպխԨ
ԨԨԨԨԨԨԨԺԽԨ՛ռԶԨՋմթձպԨՉվխնսխԨՍթջռԨ՜շպշնռշԨՖԨՕԼ՜ԨԻՉԼԨ

 ՜շպշնռշԨՌսծծխպձնԨՕթմմԨ՛խպվձիխԨՋթնթլթԨՋխնռպխԨ
ԨԨԨԨԨԨԨՁԸԸԨՌսծծխպձնԨ՛ռպխխռԨ՜շպշնռշԨՖԨՕԾՐԨԼՊԹԨ


՜շպշնռշԨՔթտպխնիխԨ՛չսթպխԨ՛խպվձիխԨՋթնթլթԨՋխնռպխԨ
ԨԨԨԨԨԨԨԿԸԸԨՔթտպխնիխԨՉվխԨ՟խջռԨՖշպռհԨաշպճԨՖԨՕԾՉԨԻՊԼԨ



՜շպշնռշԨ՟ձմմշտլթմխԨ՛խպվձիխԨՋթնթլթԨՋխնռպխԨ
ԨԨԨԨԨԨԨԼՁԸԸԨաշնկխԨ՛ռպխխռԨՖշպռհԨաշպճԨՖԨՕԺՖԨԾՉՀԨ

Ԩ
≂⑲ᇢԨ՛ՑՖԨ⭲ᇚᙺԨᛊᇢ⊲≺Ԩ㉖ྒԨ⎮Ԩ
≂⑲ᇢԨḯ⒣㉖⋪Ԩ《⾶ⶾ⒂ᕚԨ⑺⑂Ԩ㉖ঊԨᄖ८ඖԴԨ⑺⑂ԨῚ⒏㉖ঊԨᄞԨቊԨ
ᛊᇢᝲԨᄚԶԨ㉖⚾ᛊԴԨឦࣾԨ⏎㉖ᝲԨ≂⑲ᇢԨ՛ՑՖԨ⭲ᇚᙺԨᛊᇢԨԨ⒆ԶԨ
ඖ⑲ࣾԨ⊲ᚮԨ⒎ᙺԨ῞㉲ԨឦࣾԨ῞⦫㉞ԨԨ⒆ᝮԨᚪԨᤚଇᤙ⑂Ԩ⎮Ԩ
ඖ☏⋎Ԩ≂⑲ࣾԨ⑺⑂ԨῚ⒏㉞ԨቊԨ῞⦫㉖Ԩᤚଇ⑂Ԩମᔢ≺Ԩ㉖ྒԨᦆ८ᕚ⎾⑂Ԩ
㈺㉞ԨࣾԨ⒆ԶԨᛊ⑺Ԩ≂⑲ᇢԨ≜ᕚԨ՚Ս՛Ԩ՚խկձջռխպխլԨՍլսիթռձշնԨ

ՓՋ՟ՉԨࣾԨ⒎⦲Ԩ┚⒏㉚Ԩ⺞ᕞ⺞Ԩ┓⤧Ԩ┓᧲⛏⋎ԨῢᚮԨ⎧⑂Ԩ⋮⒪㉧࿆ԶԨঊ⒪ᄚԨ⎧Ԩ
տտտԶջխռռմխյխնռԶշպկԴԨտտտԶԺԹԹռշպշնռշԶիթ⌾Ԩ㉲Ԩ৾ᔦԨ⮎ඖԨ⋮ᤧԨ┎ԨհռռոՂԷԷԨ
ՋթնթլթԶկիԶիթԨጎྒԨ⌦ⶾᚪ⌢◺Ԩ┓Ԩ⏷ᶪ⑲⾶ԨտտտԶկշվԶշնԶիթᙺԨ⤶╮㊆ᾳ࿆ԶԨ⥃⒎
ᙺԨ⏎㉖ῚྒԨ᪂ԨՓՋ՟ՉᕚԨᤧᠶ㉲Ԩ◺ῚମԨᤒᒋ࿆ԶԨ

Ԩ

기부금 및 자원봉사 현황
2012년 1월 ~ 4월까지 많은 분들께서 자원봉사, 회원, 후원금 또는 물품으로 지원하여 주셨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기록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후원:
재정지원:

Funded by

캐나다 한인여성회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Head Office: 27 Madison Ave. Toronto,
ON. M5R 2S2
Leslie Office: 1133 Leslie St. North York
ON. M3C 2J6
Tel: 416-340-1234 Fax: 416-340-8114

Website: www.kcwa.net
E-mail: kcwa@kcwa.net

캐나다 한인여성회 사명
캐나다 한인여성회는 1985년에 여성과 가족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에 의
해 발족된 비영리 봉사단체입니다. 캐나다 한인여성회의 임무는 정착, 가정, 사
회 복지 서비스를 통한 이민자 지역 사회 건립과 다른 지역 사회를 위한 밑거
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한인여성회의 비전은 “장벽 없는 캐나다
사회로의 통합”이며, 추구하는 가치관은 포용성, 우수성, 성실성, 존중, 상호 협
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