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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커뮤니티 펀 나잇
KCWA는 지난 12월 6일 (금요일) KCWA 배더스트-핀치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2019 커뮤니티 펀 나잇
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총 100여명의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여 KCWA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준비한 정성이 담긴 음식을 함께 나누고, KCWA 직원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작은 공연도 즐겼다. 지
역주민들과 KCWA가 함께 어우러져 송년의 밤을 보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온타리오 오리엔테이션 시리즈
KCWA는 1월28일 부터 2월18일까지 4회에 걸쳐 온타리오 오리엔
테이션 시리즈를 진행했다.
온타리오 의료혜택, 노인연금(CPP), 정부임대주택(RGI Housing),
사회복지혜택 등 주제별로 진행된 본 세미나에는 총 165명이 참석
하여 온타리오 복지시스템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온타리오 오리엔테이션 4회기 세션에 모두 참가한 K 씨는 “전반적

인 온타리오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
며, 앞으로의 캐나다에서의 삶에 대해 안심이 되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라고 전했다.

2020 한인 자원봉사 박람회

KCWA는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독려하고 한인들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지역 내 비영리 단체들의 홍보를 위하여 ‘2020 한인 자
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 박람회에는 총 10개의 비영리단체

가 참여할 예정이다. 박람회 참가자들은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비
영리단체들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에 직접 자원봉사를 지원할 수도 있다. 박람회는 1부
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될 예정이며, 1부는 참여단체들의 프리젠테
이션으로 구성되고, 2부에는 참가자들이 각 단체의 부스를 직접 방
문해 자원봉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고 동시에 원하는 자원봉
사에 등록할 수 있다.

일시: 2020년 6월 13일 (토) 오전10:00 – 오후12:00
장소: KCWA 배더스트 - 핀치 사무실 (540 Finch Ave West, North York)
문의 및 예약: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주명숙
myoungsuk.joo@kcwa.net / 416-340-1234 (대표) / 416-340-0838 (직통)

후원자의 소리
-한 상훈
"아내와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캐나다로 이민 온 것은 1969년이었습

니다. 이민 온 직후부터 낯선 이국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
는지 가장으로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이민 초창기에 영어
공부도 할 겸 토론토스타를 열심히 읽었는데 당시 신문에 나온 정
보들을 바탕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0여
년이 넘는 이민생활동안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온 덕분인지 현재는
제법 규모있는 임대사업을 운영할 만큼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였
고 작은 아들이 그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만큼이나 지역사회, 특히 한인 지역사회의 발전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게나마 도
움이 되고자 기회가 닿는대로 후원을 해왔는데 이번에 KCWA를 도울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
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힘 닿는데까지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 저의 목표이자 바램입니다. KCWA 또한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민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저의 후원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점
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클릭해서 자세히 보기)

- 자원봉사를 통한 참여
- 회원가입을 통한 참여

- 재정적 지원을 통한 참여

KCWA 뉴스레터 편집 위원
VISK 토론토 대학교 한인 통번역 봉사 동아리 (번역 및 교정)
주명숙(편집)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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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kcwa@kcw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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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