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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 정기총회

제35회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의 정기총회가 오는 7월13일(토) 오전 11시에  노스욕 시빅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8-2019 회기년도에 대한 서비스와 프로젝트 결과 보고 및 회계감

사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고, 특별히 회의를 마친 후 1시부터는 새로 이전한 KCWA 노스욕센터 사무실에

함께 방문하는 오픈하우스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9년 7월 13일(토) 오전 11시 – 오후 1시

장소: 노스욕 시빅센터 (5100 Yonge St, North York / 회의실 #3)

*정기총회 및 다과를 마친후 오후 1시부터 KCWA 노스욕 센터 사무실에서 오픈하우스 이벤트 진행

필그림 + 이글스필드 교회와 함께한  후원 행사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 가정팀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과 심리적, 재정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내담자들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 내의 종교단체들과 함께 후원행사를 진행하였다.  

토론토 지역의 필그림교회와 벌링턴 지역의 이글스필드 한인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총 31세대에

게 쌀, 고추장, 된장, 의류 및 생필품, 가전제품, 상품권 등을 전달할 수 있었다. 

 

내담자들은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로부터 선물을 받아봐요. 제 돈으로는 부족해서 살 수

없었는데 저에게 정말 필요한 물품들을 받아서 놀랐어요.”  라며 후원물품에 고마움을 표하였으며, “가까

이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버티고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희망을 선물해준 교회분

들에게도 제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후원행사에 참여한 이글스필드 한인교회의 한완욱 목사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주위에 도움의 손

길이 필요한 한인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저희들의 작은 나눔이, 그 분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었

기를 소망합니다.” 라며 참여 소감을 나눠주었다. 또한 필그림 교회의 강근호님도 나눔을 통한 기쁨이 더

컸다는 말과 함께, “조금 더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도

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며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번 후원행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이민자분들에게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위로와 격려를 드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은 연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하

며, 연중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역사회내의 개인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의미있는 후원행

사를 기획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노인의 현재는 다가올 우리의 미래

우리 사회의 많은 시니어분들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와 방임으로 많은 어려

움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Elder Abuse Awareness Day)’을 맞이하여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는 차별과 편견, 소외의

대상이 아닌 존엄한 존재로서 시니어분들이 존경

받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인학

대’와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시니어분들과 노인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

다. 이번 행사는 노인학대와 관련된 세미나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토론토 경찰이 직접 참석하여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례 나눔과 안전계획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의 진행을

위해 갤러리아 슈퍼마켓이 후원을 하였으며, 참석자에게는 간단한 간식이 제공된다. 

세미나를 통해 다루어질 주제는 아래와 같다. 

 

1.    노인학대란? 

2.    노인학대 예방방법 

3.    노인학대 대처방법 

4.    사례 나눔 

5.    토론토 경찰과 함께하는 시니어의 안전계획

일시: 2019년 6월19일 (수) 오전10시 - 오후12시

장소: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540 Finch Ave. W. North York)

문의: 416-340-1234 (직통), 416-340-1777(직통), minhee.park@kcwa.net

자원봉사자의 소리 
 

CVITP 자원봉사자  - 김시화 -
 
저에게 세금보고라는 것은 신기한 제도중 하나였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니 정확하게 배우지는 않지만, 누구나 어른이 되면 그냥 그렇게

알아서 저절로 배우게 되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외인 사람이 되었죠. 캐나다의 세금 제도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세금보고를 위한 프로

그램(Ufile)에 대한 트레이닝도 받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세금에 관한 기본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돕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라고

제의를 받았을 당시에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선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몇 번의 트레

이닝 이후 세금보고를 위한 프로그램(Ufile)을 곧잘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질문이

생길때면 항상 KCWA의 직원분들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주셨기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세금보고를 하면서 저는 많은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비스에 감사함을 표했고, 그 중 어떤

분들은 짧게나마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에 온 지 3개월밖에 되지않아 세금보

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난민분들, 영어가 익숙치 않아 직접 세금보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한인분들, 그리고 회계사에게 세금보고를 맡기는데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신 분들 등이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의 세금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세금 보고에 대한 지식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우리 지역사회의 이웃

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 자원봉사를 통한 참여
 - 회원가입을 통한 참여 

    - 재정적 지원을 통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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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욕 센터 사무실 

5075 Yonge St, Suite 401, North York, ON. M2N 6C6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540 Finch Ave, W. 2nd Fl. North York, ON. M2R 1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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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

캐나다한인여성회 참여하기 (클릭해서 자세히 보기)

 
 
 
 

http://kcwa.net/pages_kr/kcwa-get_involved_k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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