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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110호 2021년 3월

프로그램 소개

가정폭력 피해자 도움/지원 안내

KCWA는 지난 1월과 2월에 진행된 ‘가정폭력 피해자 도움/지원 안내’ 세미나를 통해 가정폭력의 정의, 유
형 및 위험 신호에 대한 내용과 가정폭력이 개인에게 미치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 영향력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였다.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이 폭력에 대해 보다 현명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KCWA의 가정 상담 서비스 및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이 세미나는 한인 지역사회에
서 가정폭력을 예방할 뿐 아니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연중 정기
적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도움/지원 안내 (온라인)
일시: 2021년 3월 23일 (화) / 오전10시30분 - 11시30분
등록 및 문의: 416-340-1234, 416-340-1777 / minhee.park@kcwa.net

2021 무료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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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WA는 2021년 3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20년도 무료 개인소득세 보고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과 지역사회 기관들이 협력하여 일정 소득 이하
의 개인과 가족에게 무료로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소득세 프로그램 (CVITP:
Community Volunteer Income Tax Program)이다.
올해는 COVID-19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와 대면 서비스,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온라인 서
비스 이용이 어려운 분에게는 보건당국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대면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KCWA 웹사이트의 포스터를 참고하거나 416-340-1234로 전화하여 자격조건, 구비서류
및 예약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기간: 2021년 3월8일 (월) - 5월28일 (금)
예약등록 기간: 2021년 2월25일 (목) - 5월14일 (금)
문의: 416-340-1234 / kcwa@kcwa.net

정착정보집 발행
KCWA는 신규 이민자를 위한 정착정보집을 발행하였다. KCWA
는 3번째 정착정보집을 발행했으며, 이 책자는 정확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정보를 한국어로 제공하여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정착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KCWA를 방문하면 책자를 직접 수령
할 수 있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우편발송이 가능하며,
KCWA 웹사이트(www.kcwa.net)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새롭게 업데이트 된 정착정보집을 지역사회 모두와 나눌 수 있도
록 지원해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자원봉사자의 소리
-최 에이미 (Gr. 10)
"KCWA에서의 자원봉사는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경
험이었다. 추운 날에도 직접 나와 배달을 받으면서 행복해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 더 많은 방법
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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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 할 수 있고, 매우 보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더 열심히 자원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COVID-19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돕는 것이
누군가의 삶에 더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KCWA에 참여하기 (클릭해서 자세히 보기)

- 자원봉사를 통한 참여
- 회원가입을 통한 참여
- 재정적 지원을 통한 참여

KCWA 뉴스레터 편집위원
정수진 (교정)
주명숙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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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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