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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KCWA 연례정기총회
개최 안내
일시

2022년 7월 16일 (토) 오전 11시

장소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540 Finch Ave. W. North York, M2R 1N7)

문의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www.kcwa.net | kcwa@kcwa.net | 416-340-1234

제38회 KCWA연례정기총회가 2022년 7월

KCWA 의 회원이 되면 연례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투표

16일 (토) 오전 11시 대면으로 배더스트-핀치 사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회원가입을 원하

무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팬데믹 이후 첫번째

시는 분은 회원가입서를 작성하여 연회비 $20과 함께 우

로 개최되는 대면 연례정기총회는 안전하고 원활

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는 2022년 7월 10일까지
참석자 등록을 받습니다.

KCWA에 대한 지역사회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에 깊
이 감사드립니다!

그린나래 프로젝트 시즌 2
ShockProofing Communities Project: Rebuilding Lives Season 2

KCWA는 2022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한인
여성을 위한 프로젝트 “그린나래 시즌 2”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Canadian Women’s Foundation의
지원을 통해 한인 이민 여성들의 캐나다 정착을 돕고
중장기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여
성들에게는 자조집단 모임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쉼과 회복의 기회를 얻어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자조집단 모임에
게는 힐링아트와 직업 및 진로탐색 세미나가 제공될 예
정이고, 한인 지역사회 내 4개의 여성단체 또는 여성
모임에게는 캐나다 생활과 정착에 필요한 정부 지원 제
도, 교육 및 주택 등과 관련된 6가지 필수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다.

문의
		

그린나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김주리

		
		
		
		

www.kcwa.net
juli.kim@kcwa.net
416-340-1234 (대표)
416-340-1082 (직통)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라는 뜻을 가진 ‘그린나래’
프로젝트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날개를 발견하고 더 나
아가 안전하고 아름답게 자신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실버지킴이 시즌 3
We Safe - Preventing Senior Financial Abuse
지난해 KCWA는 실버지킴이 프로젝트 시즌 1과 시즌
2를 통해 한인 지역사회와 시니어들에게 노인학대에 대
한 전반적인 이해와 예방법을 안내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실버지킴이 프로젝트 시즌 3”는 노
인학대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가장 많은 시
니어들이 우려하고 있는 경제적 학대를 중점적으로 다
루려고 한다.
경제적 학대의 종류, 경제적 학대가 시니어에게 미치
는 영향, 예방법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다룰 예정이며 각 주제별 전문가
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경제적 학
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을 강화하도록 도울 것으
로 기대한다.
이 프로젝트는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의 지원을 받아 2022년 5월부

문의

실버지킴이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오인선

		
		
		
		

www.kcwa.net
nhsp@kcwa.net
416-340-1234 (대표)
416-340-7198 (직통)

터 12월까지 진행된다. 10개의 시니어 단체 또는 그룹
(최소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대면 또는 온라인 워크숍
이 제공될 예정이며 참석자들에게는 관련 정보집과 자료
가 무료로 제공된다.

BINGO! - 2022 차세대 네트워킹 이벤트
KCWA는 광역 토론토를 중심으로 온타리오에 거주하
고 있는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BINGO - 2022 차세
대 네트워킹 이벤트’를 개최한다. 오는 6월22일 저녁 7시
토론토 웨스틴 하버 캐슬 호텔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
는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20대-40대 차
세대 한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다.

일 시 	2022년 6월 22일 (수) 오후 7시 - 10시
장소

The Westin Harbour Castle Toronto, Pier 2 & 3

대상

20대-40대 차세대 한인 남녀 50명

문의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www.kcwa.net | kcwa@kcwa.net | 416-340-1234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전문
분야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함은 물론 캐나다 사회내 다

설, 그룹토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

른 전문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차세대 리더들과 폭넓은 교

될 예정이다.

제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계 이민 가정에서 성장한 이
민 2세 또는 3세대들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한인으로서

이 행사는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과

의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한국계로서의 자긍심을 높

파트너십으로 KCWA가 주관하며 연중 총2

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참석자들이 긴

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한된 좌석으로 인

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수준높은 교류를 할 수 있도

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초대장을 지참한

록 ‘BINGO’로 대변되는 흥미로운 게임과 함께 기조연

사람들만 입장이 가능하다.

2022 한인 동포의 날 - 재외동포 네트워크
일 시 	2022년 8월 6일 (토) 오후 2시 - 5시

2022 한인동포의 날

장 소 	토론토 한인회 대강당
(1133 Leslie St, North York, ON M3C 2J6)

대 상 	한인 단체, 모임, 동호회 및 그룹 누구나

재외동포 네트워크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시

기관이나 모임, 동호회,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령 및 성별 무관)

장소

2022년 8월 6일
오후 2시 - 5시

(토)

토론토 한인회 대강당
1133 Leslie St. North York,ON M3C 2J6

다양한 단체들을 초대합니다.
한인 사회에 우리 단체를
소개하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내용

 단체 소개를 위한 공연 기회나 전시부스 제공
 단체 소개 공연 및 전시에 대한 우수상 및 부상
 단체 정보집 무료 배포  

 단체별 네트워크 기회 제공

참가대상 한인 단체, 모임,
동호회 및 그룹

좋은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간단한 먹거리와
단체 관련 정보들이
무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참가비

무료

행사내용
✔ 단체 소개를 위한 공연 기회나 전시부스 제공
✔ 단체 소개 공연 및 전시에 대한

우수상 및 부상 수여

문의

✔ 단체 정보집 무료 배포

✔ 단체별 네트워크 기회 제공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kcwa@kcwa.net
416-340-1234

문의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www.kcwa.net | kcwa@kcwa.net | 416-340-1234

후원

KCWA는 2022년 8월 6일(토) 오후 2시부터 5

참가 단체들의 소개 공연이나 전시 등에 대하

시까지 토론토 한인회 대강당에서 “재외동포 네트

여 당일 행사에 참석한 참가자 및 청중들의 투표

워크”라는 주제로 2022 한인동포의 날 행사를 진

를 통해 우수상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한인

행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과 토론토 총

단체, 모임, 동호회 및 그룹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영사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될 이 행사는 우리 지

수 있으며 간단한 스낵과 지역사회 내 단체 정보

역사회 곳곳에서 기관이나 모임, 동호회, 그룹으로

집이 무료로 배포된다.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을 초대하여 각 단체
를 한인 사회에 소개하고, 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한인 사회내의 다양한 한인 단체
들이 지역사회에 소개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자원봉사자 이야기
저는 지난 3년여간 KCWA 자원봉사자로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 참여의 의미와 보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처럼 학교에서 요구하는 봉
사활동 시간을 충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KCWA에서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제가 얻은 경험

김백겸 봉사자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

과 지식은 학교에서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캐나다 사
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금 납부 및 환급에 대해
‘CVITP’ 서비스를 통하여 배웠고 캐나다 안의 또 다른 작은 사회인
한인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많은 동포 분들의 삶을 ‘한인 동
포의 날’ 행사를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의 가치는 개인이 가진 능력과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인격 성숙을 도모하고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이
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학교에서 배웠지만 KCWA에서 마침
내 실천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저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대학생이 된 저는 이제 KCWA
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초등학생 대상 코딩 강의를 기획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KCWA를 통해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는
기회를 얻고 보람을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