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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WA 는 이민여성들과 가족들이 캐나다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에 의해 1985년에 발족된 비영리 봉사 단체입니다.  

KCWA의 임무는 “한 번에 한 사람씩, 건강한 우리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이 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KCWA는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폭력, 가난, 불평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합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  이민자 가족의 행복 추구와 그들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노력을 장려합니다. 

KCWA는 비영리 단체로서 성별, 연령, 인종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모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구하는 가치관

포용성

우수성

성실성

존중

상호 협력

2020 – 2021 이사                                                           

박태준 (회장)

심다이애나 (서기 · 집행위원회)                                          

이스티브 (회계 · 집행위원회)                                       

김민국 (이사 · 내부분과 위원회)   

김미쉘 (이사 · 외무분과 위원회)   

김재열 (이사)       

김찰리 (이사)    

신린다 (이사)  

이수민 (이사)   

김탐희 (이사)                                                                 

2020 – 2021 직원

김은주 (사무장)

백은영 (실장)

박민희 (프로그램 매니저 · 가정상담원)

강영옥 (정착상담원)

최성혜 (정착상담원)

심한주 / 이로렌 (정착상담원)

이선경 (가정상담원)

오신성희 (가정상담원)

김하민 (가정 · 정착상담원)

주명숙 (아웃리치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천정혜 (CVITP 코디네이터)

한은하 / 강선하 (행정사무원)

KCWA 임무 및 가치관 / 이사 및 직원 소개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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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성별

정착 서비스: 총 17,289 서비스 

가정 서비스: 총 6,389 서비스 

프로젝트

COVID-19 극복을 위한 KCWA 희망 프로젝트 

해피 투게더 

자원봉사자 수 자원봉사 활동 수 자원봉사 시간

일대일 서비스
(방문 : 온라인)

참석자

1,250 밑반찬 패키지
442 식료품 및 생필품 패키지

행복한 동행 

총 수혜 대상자  626명

총 수혜 대상자  146명

힘을 내요, 한인사회! 총 수혜 대상자  192명

1004 프로젝트 총 수혜 대상자  131명(7개월간) 
1,004포 쌀 패키지

전화 : 이메일
서비스

전화 : 이메일
서비스

세미나 횟수

일대일 상담 서비스
(방문 : 온라인)

세미나 횟수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수

연간 통계3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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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서비스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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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021년

KCWA 정착팀은 욕구사정, 일대일 상담, 그룹 프로그램 및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와 행사를 통해 이용자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한인 

이민자들이 캐나다에서 긍정적인 정착 및 통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였다. 2020-2021 회계년도 동안 전화, 이메일, 온라인, 대면 

서비스 및 그룹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총 17,289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또한 코로나와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된 정부 혜택과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했으며 정착 오리엔테이션, 고용, 법률, 재정, 

사회복지 서비스, 건강,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 분야 등의 다양한 주제로 

일대일 상담 및 그룹 세션을 통해 한인 지역사회내의 이민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최신의 정보와 자원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KCWA는 ‘2020 커리어 네트워킹’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한인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IT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및 행사 참가자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들과 직원 및 지역사회 

주민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 조치를 취하면서 

무료 소득세 신고 프로그램 (CVITP)을  온라인과 대면 서비스로 진행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정착팀은 개인,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1004 프로젝트’, ‘COVID-19 극복을 위한 

KCWA 희망 프로젝트’, ‘행복한 동행’, ‘힘을내요, 한인 사회!’와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 하였다.

KCWA 정착팀 및 정착 서비스의 목표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보와 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규 이민자들이  

캐나다 사회에 잘 정착하고 통합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 직장마저 잃게 되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였었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코로나 관련 정부 정책과 여러 베니핏에 

대한 이야기는 뉴스로 계속 소개되고 있었지만 영어가 부족하고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저에게는 그 또한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KCWA가 떠올랐고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일단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저에게 KCWA 

직원은 너무 친절하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도와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CERB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KCWA의 도움으로 세금 

신고도 했고 코로나 백신도 맞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처리할 수도 있었겠으나, 도움을 청할 사람이 

주변에 없고 언어 장벽이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KCWA의 

도움과 관심이 큰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한인 

이민 사회를 강화시키고 한인 이민자들에게 기댈 곳이 되어 주어 

감사합니다.”

정착 서비스 이용자 스토리

Ms. Y



2020 – 2021년

Ms. B

과도기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 (THSP)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과 그 

자녀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과도기 기간에 대한 

전환계획 및 안전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더 나아가 신체적 · 경제적 · 정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온타리오 법률구조의 국선 변호사 선임을 돕고, 정부 아파트 

및 정부지원 생활 보조금 신청과 그 외 필요한 다른 지역사회 자원들을 연계해 

주고 있다. 

폭력 피해 여성 상담은 폭력을 현재 경험하고 있거나 과거에 경험했던 

여성들과 자녀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깊이 있는 일대일 상담과 그룹상담, 

그리고 세미나를 통해 정서적 ·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폭력을 직면한 여성들과 

함께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삶의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일대일 상담, 

가족 및 그룹상담, 심리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타 기관과의 연계 등과 더불어 

지역사회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강화시키고 건강한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여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며 상담 및 세미나에서 다루는 주제는 

분노조절, 관계 및 가족 갈등, 의사소통 기술, 자존감 향상, 중독, 상황별 대처 

전략 등이 있다.

가정 서비스5 2020
2021  
연례보고서 

“결혼을 하자마자 캐나다에 온 저는 불행히도 남편의 구속과 억압으로 

제대로 외출조차 하지 못한 채 꿈도 잃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6개월 된 어린 아기와 함께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에서 

KCWA에 처음으로 전화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힘들고 절망적인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지키고 싶었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끝없는 법적 절차들과 캐나다의 낯선 환경들이 

무섭기만 하였습니다. 그때에 KCWA의 가정팀 상담원들이 진심으로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지 않았다면 혼자서 버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신규 이민자이자 싱글맘으로서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힘이 되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 및 학업, 진로 등 현실적으로 

직면해야 하는 수많은 고민들까지도 KCWA 가정팀은 저와 함께해 

주었습니다. 

저는 올해 9월에 대학교에 입학하여 잊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이제 두 살 넘은 제 아이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언젠가는 KCWA로부터 받은 도움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정 서비스 이용자 스토리

KCWA 가정 서비스는 과도기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 

(Transitional and Housing Support Program),  

폭력 피해 여성 (Violence Against Women) 상담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세 분야의 서비스와  

상담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COVID-19 극복을 위한 KCWA 희망 프로젝트

KCWA는 코로나 기간 동안 1-12학년 학생들에게 건강한 표현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을 중심으로 설계된  ‘COVID-19 극복을 위한 KCWA 

희망 프로젝트’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총 세 가지 활동의 그룹으로 구성된 프로젝트는 1) 희망 미술관, 2) 미니 오케스트라, 3) 펜 프렌드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함께 참여한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고 교류함으로써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총 20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고 프로그램을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KCWA는 코로나 극복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대처방안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KCWA는 가정 폭력 피해자 및 한인 사회 내의 소외된 분들을 포함한 저소득 가정의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주식과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 종교단체, 비지니스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을 모금했다.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예방하며 KCWA와 ‘행복하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KCWA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훈련하여, 그 결과 이번 회기연도 동안 총 626명의 클라이언트들에게 276개의 기부 물품 패키지와 

따뜻한 희망의 편지가 함께 전달되었다.

‘힘을 내요, 한인사회!’ 캠페인은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아 주 토론토 대한민국 총 영사관 및 11개의 현지 

한식당과 협력하여 광역토론토 지역 내에 거주 중인 재외 동포 및 재외 국민들 중 실직, 저소득, 독거세대 

및 기타 사유로 인해 필수적인 생필품이나 식료품 구입이 어려운 가정에게 ‘음식 패키지’를 전달하였다. 

음식 패키지를 전달하는 당일, 캐나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과 관련된 안내문을 한국어로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도왔다. 총 192명의 

수혜자들은 이동의 어려움 유무나 건강 상태에 따라 KCWA 노스욕 사무실 로비에서 음식 패키지를 전달받거나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패키지를 집으로 배달해 주었다. 

해피 투게더

‘힘을 내요, 한인사회!’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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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는 본인이 보낸 편지의 답장으로 온타리오 구급 의료협회 (Ontario Paramedic 

Association)로부터 답장과 선물 패키지를 받았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큰 봉투를 

받게 되어 기뻐했고 특히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 펜, 판박이 스티커 등의 

문구류 선물을 받고 더욱 행복해했다. 주희는 온타리오 구급 의료협회로부터 답장을 

받고 난 후 구급대원들이 자신의 편지를 통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었음에 기뻐하였다.

청소년 참가자의 이야기

정주희  

(펜 프렌드 참여자 – Gr. 4)



행복한 동행

행복한 동행 프로젝트는 유나이티드 웨이의 지원을 통해 총 3회 주기로 2020 년 5 

월부터 2021년 3 월까지 25주 동안 진행되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한인 사회 내의 취약한 저소득 시니어 146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프로젝트는 건강한 한식을 매주 시니어 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5개의 

현지 한식당과 협력하였고 음식과 물품들을 전달하기 위해 53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총 1,250 개의 밑반찬과 442 개의 주식 및 생필품 

패키지, 그리고 유용한 정보와 시가 담긴 편지를 전달했으며, KCWA 직원은 매주 

상담 전화를 통해 시니어 분들의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안녕을 확인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한인 사회의 시니어들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여러 사업체 및 개인과 협력하므로 코로나

19 시기를 함께 극복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KCWA는 갤러리아 슈퍼마켓으로부터 지난 12월부터 7개월간, 총 7회에  

걸쳐 1,004포의 쌀을 기부받았다. 전달받은 쌀은 KCWA의 서비스 대상자 중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전달 되었다. 특히 가족 명수를 고려하여 각 가정에 충분한 쌀이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KCWA 노스욕센터 사무실에서 쌀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상황의 대상자들에게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집까지 배달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회가 되었다. 

1004 프로젝트

“신체적 장애와 코로나19로 인해 식료품 구입을 위한 외출이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동행 프로젝트는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고 무엇보다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캐나다에 가족이 없는 나와 같은 독거노인을 돌봐주는 KCWA

와 같은 단체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매주 여러 

번의 전화로 제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제 이야기와 푸념을 들어주고 말벗이 되어 주어 고맙습니다. 

KCWA는 내가 여전히 지역사회의 일원이고 관심과 사랑을 

받는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시니어 대상자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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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K (99세)



 

자원봉사 기회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와 이유는 사람들마다 다르며, 환경이나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에  

따라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할 곳을 찾았다면 먼저  

그 단체에 방문하여 기관 탐방을 하고 담당 직원과 대화를 해보아야 하며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조직에 대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KCWA 또한  지역 사회를 개선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열정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KCWA 자원봉사 참여방법

모집분야 확인  > 신청: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https://www.kcwa.net/kcwa-join_kr)  

>  담당자와의 인터뷰   >  신원 조회   >  자원봉사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필요시)    

>  자원봉사 활동

•  문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주명숙  

            myoungsuk.joo@kcwa.net 

            416-340-0838

자원봉사 분야

•  번역 / 통역

•  무료 세금보고 (CVITP)

•  KCWA 신문 발간

•  프로그램 지원 (세미나 · 이벤트)

•  홍보활동 (웹사이트 ·  소셜미디어 · 기타)

•  사진 / 동영상 촬영

•  후원 모금

•  프로젝트 / 연구조사 / 교육 / 훈련

•  지역사회 쉼터

•  사무직 분야

자원봉사자 이야기 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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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원봉사자 이야기

김희수 (Gr. 11)

KCWA에서 자원봉사하는 동안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레터 

번역과 비디오 자막용 번역 업무를 시작으로 해서 행복한 동행과 1004 프로젝트까지 

참여하였습니다. 

요즘은 엄마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과 시니어 분들께 

쌀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분들은 항상 도착예정시간보다 먼저 나와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며, 저의 봉사활동을 통해 

그분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변화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한인 사회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훌륭한 기회를 제공해 준 KCWA에게 감사를 전하며, 변화를 

이끌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KCWA 후원 기회

후원자들의 기부금을 통해 지역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결국 가정의 건강한 미래와 직결됩니다.  

사회는 가정과 한 울타리 안에 이어져 있기에 KCWA는 한 번에 한 사람씩,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것을 임무로 삼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KCWA는 여러분의 귀중한 후원금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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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이야기 

한상훈

 $20 이상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KCWA의 공식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후원금 사용처

       일반 후원금 (KCWA가 가장 필요한 분야에 사용) 

       취업 분야 

       가정 분야

       노인 분야 

       청소년 분야 

Yes, I want to support KCWA.

일시 후원 신청

$20             $50              $100              기타
후원 방법

기타

현금   

개인수표: 수표 발행 시 수취인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온라인:  kcwa.net/donatepage_kr.html

신용카드

정기 후원 신청

$20             $50              $100              기타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CCV

      

 

유산 및 고액을 기부하는 경우, 후원자의 요청에 따라 후원증서 등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캐나다로 이민 온 것은 1969년이었습니다. 이민 온 직후부터 낯선 이국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가장으로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이민 초창기에 영어공부도 할 겸 토론토 스타를 열심히 읽었는데 당시 신문에 나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0여 년이 넘는 이민생활 동안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온 덕분인지 

현재는 제법 규모 있는 임대 사업을 운영할 만큼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였고 작은 아들이 그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만큼이나 지역사회, 특히 한인 지역사회의 발전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회가 닿는 대로 후원을 해왔는데, 무엇보다  KCWA를 도울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힘닿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바람입니다. 

KCWA 또한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민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저의 후원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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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31일 결산

수  입 2020-2021 2019-2020 2018-2019
정부지원금 744,792 698,025 749,031

기금모금 및 기부금 114,419 40,946 46,837
복권수익배당 기부금 3,609 5,722 (2,481)

프로그램 참여비 6,073 7,627 15,457
회원가입비 460 820 630

이자 및 기타 수입 236 745 5,097
총  액 869,589 753,885 814,571

지  출 2020-2021 2019-2020 2018-2019
급         여 512,598 560,440 634,068

프로그램 진행비 105,028 52,635 73,843
임   대   료 61,133 86,536 61,270
사무실 경비 34,055 22,244 16,061

지역사회 지원비 17,549 3,216 380
통   신   비 10,559 13,650 19,008

전문가 자문비 9,117 12,000 15,627
교   통   비 5,916 7,236 -

광고 및 홍보비 5,846 3,880 50
보   험   비 3,515 4,234 4,777
교   육   비 2,702 2,485 -
감가상각비 883 1,767 1,767

회의 및 컨퍼런스 진행비 1,152 1,943 4,523
은행 수수료 672 787 692

기금모금 활동비 217 622 -
통역 지원비 - 1,560 -

총  액 770,942 775,235 832,066
순이익 (적자) 98,647 (21,350) (17,495)

정부지원금 2020-2021 2019-2020 2018-2019
IRCC 연방 이민성 307,421 295,536 295,537

MCCSS 새 이민자 프로그램 65,952 65,952 65,952
MCI 역량강화 - 50,000

City of Toronto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 43,541 42,680 41,765
City of Toronto 사회복지 프로그램 7,365 31,551 39,052

City of Toronto 지역사회 행사 (성인장애인공동체) - 20,000 -
재외동포재단 20,302 9,948 12,081

MCCSS 역량강화 - 7,500 7,500
MCCSS 여성폭력예방 프로그램 197,728 181,439 183,941

New Horizons 시니어 자원봉사 프로그램 - 23,669 25,000
United Way Greater Toronto - 노인복지 프로그램 99,545 - -

OCASI – 직원역량강화 2,938
Ontario Trillium Foundation - 마음의 힘있는 아이 키우기 프로그램 - - 28,203

MSAA 시니어 지역사회 활동 프로그램 - 인생스케치 Act Now - 18,750 -
Health Canada 대마와 건강 - 1,000 -

총  액 744,792 698,025 749,031

재정보고서



파트너십 및 상호협력

갤러리아슈퍼마켓, 갤러리아약국, 교차로, 궁, 권도안, 글로벌코리언, 김상준, 

김소형, 김승준, 김시화, 김지영, 김윤진, 김재열, 다소니, 디모데장로교회, 

리빙플러스, 미시캐나다, 밀알교회, 박라이언, 박승준, 박지희, 부동산캐나다, 

본한인교회, 블루어정육점, 비둘기인쇄소, 빌라델비아장로교회, 

사리원, 서규희, 서민교, 스틸스 서울관, 손수영, 송윤태, 신광훈, 

신한은행캐나다, 아리랑코리아 TV, 아리수, 알파한인연합교회, 얼TV,  

온누리, 와우캐나다, 육스티브, 윤석신, 이글스필드한인교회, 이남장, 

이명진, 이미영, 이방록, 이상열, 이수민, 이신디, 이유니, 이제나, 이종복, 

이종우, 이주영, 이지수, 이지영, 이화여자대학교토론토동문회, 인사동, 

정하나, 조재현,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 차반, 초원, 최승호, 최흥식, 

캐나다우먼파워, 캐나다KEB하나은행, 캐나다한국일보, 큰빛교회, 킹콩, 

KCWA자문위원회, 토론토성김안드레아천주교회, 토론토염광교회, 

토론토영락교회, 토론토중앙일보, 토론토한인회, 투게더이주공사, 

파인컴, 피커링토요타, 핀치정수네, 필그림커뮤니티교회, 한규진, 한 진, 

Baimin Xia, Barbra Schlifer Commemorative Clinic, Brian Weir, 

Canada Revenue Agency, CenterPoint LINC, Chinese Canadian 

National, Children’s Aid Society of Toronto & York, Chung 

Family Foundation, CLEO, Emily Park, Family Service Toronto, 

Feng Wang, Good Shepherd Ministries, Hanm Transportation, 

Haji Presbyterian Church, Immigrant Women’s Health Centre, 

Korean Professional Women’s Association, Legal Aid Ontario, 

Morningside Health Foods, Nancy B.  Lee Professional Corp., 

North York Central Library, North York Community House, Park 

Medicine Professional Corp., Parkdale Queen W. Community 

Health Centre, Price Waterhouse Cooper, Royal LePage, 

Scotiabank, Sophie Dubois, SUCCESS Seoul Service Centre, 

TD Canada Trust, The Career Foundation Centre, Thornhill 

Community Library,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Settlement 

Services, Toronto Employment & Social Services, Toronto 

Police Service, Toronto Public Health, True Bridge Productions, 

Unison Health & Community Services, United Way Greater 

Toronto, Victim Services, Victim Witness Assistance Program, 

WomenAct, YMCA Newcomer Information Centre

지원단체

재외동포재단

주 토론토총영사관

City of Toronto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Ministry of Children,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OCASI

United Way Greater Toronto

지원단체 / 파트너십 및 상호협력
2020
2021  
연례보고서 

정부지원 및 파트너십 기관과 더불어, 150여명의 개별 후원자와 

6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지난 한 해동안 KCWA의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개개인의 관심과 지원없이 KCWA가 

유지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변치않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또한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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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40.1234          
kcwa@kcwa.net            
www.kcwa.net

자선단체 등록번호  
10287 6059 RR0001

KCWA 노스욕센터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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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540 Finch Ave. W.  
North York ON M2R 1N7

SINCE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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