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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KCWA는 이민 여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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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KCW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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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합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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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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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연 (이사)                                                                                                                           

2021 – 2022 직원

김은주 (사무장)

백은영 (실장)

박민희 (프로그램 매니저 · 가정상담원)

최성혜 (선임정착상담원)

심한주 (정착상담원)

김미란 / 강영옥 (정착상담원)

이재원 (정착상담원)

주명숙 (아웃리치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오신성희 (가정상담원)

조목인 (가정상담원)

전영희 / 이선경 (가정상담원)

오인선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윤영진 (디지털 전문가)

이정주 (반인종차별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박석준 / 천정혜 (CVITP 코디네이터)

강선하 / 한은하 (행정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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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서비스4

2021 – 2022년

KCWA 정착팀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2021-2022년에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민자들과 난민들에게 다양한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KCWA는 시대적 변화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며, 전화, 이메일, 

대면 그리고 화상 서비스로 서비스 제공 방식을 확대하였다. 이로 인해 GTA 

지역을 넘어 보다 더 폭넓고 실용적이며 유익한 정착 관련 정보들을 캐나다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인 이민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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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의 한 교육 관련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신규 

이민자입니다. 캐나다로 이민한 후에는 언어와 문화적인 장벽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직면했습니다. 더욱이 개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생각했어도 관련 정보와 자료를 얻을 곳이 없었고, 

특히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KCWA 창업 지원 교실에 참여하여 창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유용한 정보를 얻은 것은 저에게 무척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8회의 창업 관련 워크숍이 끝난 후에는 각 분야 

전문가와 참가자들 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6번의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가가 되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하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꽃집을 열기 위해 준비 중이고, KCWA와 한인 사회에 

다시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KCWA로부터 받은 모든 지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착 서비스 이용자 스토리

Ms. S

20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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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정착 서비스 제공 수 (전화 · 이메일 · 방문 · 온라인): 10,923건개별 정착 서비스 제공 수 (전화 · 이메일 · 방문 · 온라인): 10,923건

그룹 세미나 횟수 및 참석자 수 (온라인): 182회 / 총 3,074명 참석그룹 세미나 횟수 및 참석자 수 (온라인): 182회 / 총 3,074명 참석                                                           

KCWA는 매년 캐나다 국세청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사회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 (Community Volunteer Income Tax Program)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지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재외동포재단 및 주토론토총영사관과 

함께 다양한 지역사회 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지난해 여름에 

진행된 2021 한인 동포의 날 행사는 ‘건강한 삶, 건강한 미래’라는 타이틀 

아래 4가지 분야의 건강 관련 정보를 참석자들에게 제공하였고 다운타운 힐튼 

호텔에서 진행된 ‘차세대 네트워킹’은 코로나 기간 중 진행된 첫 대면 행사로 

한인 1.5세와 2세를 중심으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강화와 참석자들의 

네트워킹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받았다.

무엇보다도 캐나다 이민국 (IRCC)의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 및 취업, 

디지털 교육, 반인종차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 점은 2021-2022

년도의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하겠다. 



KCWA 창업 지원 교실

다양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KCWA 창업 지원 교실은 캐나다 이민국 (IRCC)의 지원을 통해 영주권자 및 

난민인정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진행되었으며 기업 유치 

전문가, 경영인, 변호사, 공인중개사, 회계사, 마케팅 전문가, 인사관리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총 8회기의 세미나를 제공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이 캐나다에서 빠른 정착과 안정된 삶을 찾고 성공적인 

창업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회기마다 

참가자들과 정확하고 필수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영의 노하우를 제공하였으며 8회기 세미나를 모두 수료한 참가자들에게는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멘토십 및 네트워킹을 통해 실제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했다.

KCWA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영주권자 및 난민인정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은 온라인 매체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석자들이 전자기기 사용에 자신감을 얻고 

스스로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온라인 미팅 방 참여 및 개설 방법을 배워 일상생활에서 더 자유롭게 줌 

(Zoom)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보자를 위한 화상회의 줌 클래스 

101’과 자신의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물을 올리는 취미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왕초보를 위한 유튜브 클래스 101’은 많은 관심과 

참여율을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왕초보를 위한 컴퓨터 클래스 101’

은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초보자들에게 

컴퓨터와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스마트폰 앱 클래스 

101’을 통해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스마트폰 앱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 스마트폰으로 전화 통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앱 및 

편리한 기능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KCWA는 차별과 혐오를 넘어 지역사회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캐나다 이민국 (IRCC)의 

지원을 받아 반인종차별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6회기로 구성된 

반인종차별 프로그램인 ‘위아더원’ 프로젝트를 통해 인종차별의 역사, 유형, 

대처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참석자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평상시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의 유형과 편견 및 인종차별을 경험했을 때의 효과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총 6회기를 모두 마친 참석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인종차별에 대한 

지식을 자신의 가족과 지인 그리고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함으로써 

반인종주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한인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위아더원

정착 서비스 (창업 지원·디지털·반인종차별)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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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은 오랜 역사를 지닌 뿌리 깊은 사회적 문제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반아시아인 혐오는 캐나다, 미국, 영국을 포함한 

다문화 국가에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북미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토론토에서도 인종에 따른 증오범죄가 200% 증가했다. 

KCWA는 토론토 한인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캐나다에서 경험한 

인종차별 및 증오범죄에 대한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한 달 동안 인종차별 경험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설문 조사에는 총 163명의 10대부터 시니어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였다.  

캐나다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6.3% (n=108)

가 인종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57.1% (n=93)는 인종차별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종차별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장소에 

대해서는 ‘쇼핑몰 및 식당’이라는 응답이 39.3% (n=64)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도 ‘공공장소’ 35% (n=57), ‘대중교통’ 30.1% (n=49), ‘직장’ 26.4% 

(n=43), ‘학교’ 19% (n=31) 등에서 인종차별을 경험 또는 목격했다고 

답하였다. 경험했거나 목격한 인종차별의 종류에 대한 질문에는 ‘미세한 

차별’이 49.7% (n=81)로 가장 높았으며 ‘언어폭력’ 43.6% (n=71) 과  

’기피나 피함’ 32.5% (n=53)이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와 인종차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64.4% 

(n=105)가 코로나-19가 인종차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인종차별을 경험한 사례로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동양인을 피한다’거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언어폭력 또는 ‘영어 발음’

이나 ‘피부색에 대한 인종적 비방’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한인 사회 내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종차별의 예방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반인종차별 설문 조사6 20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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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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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주택 및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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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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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7

저는 만삭이 된 몸으로 가정폭력을 당했고 도망치듯 집을 뛰쳐나와 밖에서 

하염없이 걷던 도중 편의점 사장님이 알려준 대로 KCWA에 처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KCWA가정팀 상담원은 안전계획과 인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상담을 해주었고 제 불안한 

마음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살기로 결심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정폭력은 반복되었고, 아이를 출산한 후에도 저는 계속 폭력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에 결국 가정팀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태어난 지 3개월이 안 된 딸과 

함께 쉼터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쉼터에서 지내는 것이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마음만은 

안심이 되고 안전하다는 생각에 딸과 오랜만에 편히 잠을 이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쉼터에서 딸에게 소박한 백일잔치를 해주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딸과 나 자신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즈음에 정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어 안전하게 

딸과 함께 둘이 지내게 되었고 KCWA의 해피투게더 후원 프로젝트를 통해 

매월 생활물품도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국선 변호사의 

도움으로 딸과 저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1년이 영화 속 장면들처럼 지나가지만 KCWA의 도움이 

없었다면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하나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 서비스 이용자 스토리

KCWA 가정 서비스는 과도기 및 주거지원 프

로그램 (Transitional and Housing Support 

Program), 폭력 피해 여성 (Violence Against 

Women) 상담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 

(Community Service Partnerships Program)의 

세 분야의 서비스와 상담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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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나래 프로젝트

1. 일반 정보

• 지원 기관 : Canadian Women’s Foundation

• 프로젝트 기간 : 2021년 8월 1일 – 2022년 1월 31일 (총 26주)

• 참석자 개요

-   유색인종: 391

-   이민자, 난민 또는 비신분자 : 352

-   시니어 (65세 이상) : 60

-   청·장년 (30세 미만) : 13

• 세부 프로그램 내용

   [ 지지그룹 ]

-   55회의 영어수업 제공 (English for Daily Life) – 총 152명 참석

-   10회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제공 – 총 43명 참석

-   24회의 힐링아트 프로그램 제공 – 총 178명 참석

   [ 정보세션 ]

-   36회의 정착정보 관련 워크숍 제공 - 총 443명 참석

2. 프로그램 요약

그린나래 프로젝트는 이미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더 고립시키고 

소외시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취약한 여성 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주 동안 진행되었다. KCWA는 이 프로젝트의 대상을 가정 폭력 

피해 여성과 여성 이민자로 규정하고 두 대상 그룹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두 가지 다른 그룹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첫 번째 그룹은 지지그룹으로 가정 폭력을 경험했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여성이 언어 능력을 개발하고 취업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1. 생활영어교육, 2. 진로탐색, 3. 힐링아트의 세 가지 수업을 통해 

상처받은 마음과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하고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자립에 

장애가 되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 준비를 지원했다. 

두 번째 그룹은 지역사회 자원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고 여러 

지점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캐나다에 정착하고 

통합되는 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정착정보 관련 워크숍을 제공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사회 제도, 

활용 가능한 혜택 및 지원, 기회 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하고 실용적인 지식과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린나래 프로젝트는 사회 적응 및 생활 기술 능력을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취약한 여성 그룹의 

요구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황 속에 있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그룹 내 네트워킹을 통해 

정서적 웰빙을 향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고 평가되었다.

프로젝트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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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욕센터 사무실
5075 Yonge St. Suite 401, Toronto ON M2N 6C6  
Fax: 416-340-7755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540 Finch Ave. W. 2nd Fl. Toronto ON M2R 1N7
Fax: 416-385-3495

업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오후 5시

KCWA Family & Social Services

416-340-1234
www.kcwa.net

kcwa@kcwa.net



STAY STRONG, STAY CONNECTED

실버지킴이

 대 상 55세 이상의 한인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일 정 2021년 6월 23일 – 7월 28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총 6주)

 장 소 온라인 (Zoom) 교육 및 미팅

  온라인 모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줌(Zoom) 사용법 사전교육 진행

 등록 및 문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오인선

            416-340-1234 (대표) / 416-340-1082 (직통) 

           inseon.oh@kcwa.net

            www.kcwa.net

평소와 다르게 미소가 사라져가는 친구가 있지 않나요?

가까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있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시니어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노인학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버지킴이’ 프로젝트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시니어가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예방하고 권리를 강화하며 

시니어의 미소를 찾아드리기 위한 

작은 첫 걸음입니다.

프로젝트
20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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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버지킴이 프로젝트 시즌 1  –  일반 정보

•  지원 기관 : Government of Canada  

–   New Horizon Seniors Program

• 프로젝트 기간 : 2021년 5월 3일 - 12월 10일 ( 총 31 주 )

• 참석자 개요

-    시니어 동료 지도자 : 34 명 ( 남성 : 3명 / 여성 : 31명 )

-    프로젝트 참석자 : 112 명

• 세부 프로그램 내용

-    동료 지도자 훈련 : 6회의 동료 지도자 훈련 및 5회의 월별 미팅 

-    동료 지도자 활동 : 25회의 소규모 모임 – 총 112명 참석

2. 실버지킴이 프로젝트 시즌 2  –  일반 정보

• 지원 기관 : Ministry of Seniors and Accessibility

• 프로젝트 기간 : 2021년 11월 17일 – 2022년 3월 31일 (총 20주)

• 참석자 개요

-   참석자 : 342명 (남성 : 96명 / 여성 : 246명)

-   시니어 자원봉사자 : 11명

• 세부 프로그램 내용

-   13개 단체와 25회 워크숍 : 총 342명 참석

-    3회의 월별 미팅

-     정보집 제작 및 750부 이상 배포, 노인학대 예방 관련 브로슈어. 

웹툰 및 비디오 제작

3. 프로그램 요약

고령화에 따라 시니어들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의 

빠른 시니어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KCWA는 한인 이민자 시니어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실버지킴이 프로젝트 시즌 1 (Stay Strong, 

Stay Connected)와 시즌 2 (We Care: The Prevention of Senior 

Abuse)를 진행했다.

프로젝트 평가 결과, 참석자 전원이 노인학대와 노인인권, 노인학대 

경고의 징후를 인식하고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고 답했고 

워크숍이 참가자들에게 더 큰 자신감과 자발성 및 시민으로서의 참여 

의식을 부여해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인터뷰 대상자는 워크숍 

내용과 자료가 노인 학대 정보를 가족 및 친구와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두 프로젝트는 노인 학대에 대한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시니어들에게 

유용한 다양한 필수 정보를 제공했고 추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이 다른 시니어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를 

지원하는 데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고 평가되었다.  

KCWA는 두 프로젝트를 통해 시니어들이 한인 커뮤니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으며 다른 시니어 

참석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함께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프로젝트
2021
2022  
연례보고서 11

1 2 3

4 5 6

7

10

8 9

노스욕센터 사무실
5075 Yonge St. Suite 401
Toronto ON M2N 6C6  
Fax: 416-340-7755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540 Finch Ave. W. 2nd Fl. 
Toronto ON M2R 1N7
Fax: 416-385-3495

KCWA Family & So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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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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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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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기록 조회   >  자원봉사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필요시)    

>  자원봉사 활동

자원봉사 분야

•   번역 / 통역

•   무료 세금보고 (CVITP)

•   프로그램 지원 (세미나 · 이벤트)

•   KCWA 신문 발간

•   홍보활동 (웹사이트 ·  소셜미디어 · 기타)

•   사진 / 동영상 촬영

•   후원 모금

•   프로젝트 / 연구조사 / 교육 / 훈련

•   지역사회 쉼터

•   사무직 분야

자원봉사자 이야기

김백겸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

저는 지난 3년여간 KCWA 자원봉사자로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 참여의 

의미와 보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처럼 학교에서 

요구하는 봉사활동 시간을 충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KCWA에서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제가 얻은 경험과 지식은 학교에서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캐나다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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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의 날’ 행사를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의 가치는 개인이 가진 능력과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인격 성숙을 

도모하고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학교에서 배웠지만 KCWA에서 

마침내 실천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저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대학생이 된 저는 이제 KCWA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초등학생 대상 코딩 

강의를 기획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KCWA를 통해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는 기회를 얻고 보람을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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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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이상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KCWA의 공식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후원금 사용처

       일반후원금 (KCWA가 가장 필요한 분야에 사용) 

       취업지원 

       가정 분야

       노인 분야 

       청소년 분야 

Yes, I want to support KCWA.

 일회성 후원을 신청합니다. 

$20             $50              $100              기타

후원방법

기타

현금   

개인수표: 수표 발행시 수취인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웹사이트:  www.kcwa.net/donate_kr/

신용카드

 매월 정기 후원을 신청합니다. 

$20             $50              $100              기타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C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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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처음 캐나다 땅을 밟은 이후로 벌써 20여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민의 삶을 개척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모든 일을 내 일처럼’이라는 나름의 확고한 신념은 지금의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태도 

덕분인지 저와 함께 일을 하는 동료들이나 고객들은 대부분 저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시는 것 같았고 저 

또한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한 발 한 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여유가 있는 이민자 분들도 많이 만났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착하기 위해 애쓰는 분들도 만났고 그런 분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에 저도 부족하지만 

힘닿는 대로 돕기 위해  애썼던 것 같습니다. 

KCWA에 후원을 하게 된 이유도 이런 마음의 일환이었습니다. 여러 단체들 중에서도 KCWA는 한인 이민사회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왔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홀로 계신 시니어 분들까지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년 남짓 후원을 지속하면서 저의 평상시 마음과 KCWA의 사명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신했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눈치 보는 것보다는 저의 후원이 우리 사회를 돌보고 성장시킬 것이며 

작지만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의 시작점이 될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바쁜 일정으로 인해 후원으로만 참여하고 있지만 곧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서로 믿고, 서로 돕고, 우리가 한국인임에 자긍심을 갖길 희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오늘도 마음속에 되새기며 우리가 서로를 돕고 돌보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봅니다.”

후원자 이야기

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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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서14
수  입 2021 - 2022 2020 - 2021 2019 - 2020

정부지원금 952,930 744,792 698,025
기금모금 및 기부금 81,925 114,419 40,946
복권수익배당 기부금 6,666 3,609 5,722

프로그램 참여비 7,520 6,073 7,627
회원가입비 700 460 820

이자 및 기타 수입 259 236 745

총  액 1,050,000 869,589 753,885

지       출 2021 - 2022 2020 - 2021 2019 - 2020
급         여 647,728 512,598 560,440

프로그램 진행비 128,248 105,028 52,635
임   대   료 64,058 61,133 86,536
사무실 경비 59,291 34,055 22,244

지역사회 지원비 12,925 17,549 3,216
통   신   비 9,043 10,559 13,650

전문가 자문비 12,377 9,117 12,000
교   통   비 3,792 5,916 7,236

광고 및 홍보비 26,614 5,846 3,880
보   험   비 5,783 3,515 4,234
교   육   비 7,520 2,702 2,485
감가상각비 - 883 1,767

회의 및 컨퍼런스 진행비 1,272 1,152 1,943
은행 수수료 887 672 787

기금모금 활동비 - 217 622
통역 지원비 - - 1,560

총  액 979,538 770,942 775,235

순이익 (적자) 70,462 98,647 (21,350)

정부지원금 2021 - 2022 2020 - 2021 2019 - 2020
IRCC -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 503,828 307,421 295,536

MLTSD -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 65,952 65,952 65,952
City of Toronto – 지역사회서비스 파트너십 프로그램 44,000 43,541 42,680

City of Toronto- 사회복지 프로그램 16,612 7,365 31,551
City of Toronto - 지역사회 행사 (성인장애인공동체) - - 20,000

재외동포재단 및 토론토총영사관 18,576 20,302 9,948
MCCSS - 역량강화 - - 7,500

MCCSS - 여성폭력예방 프로그램 189,339 197,728 181,439
ESDC – 시니어 프로그램 25,000 - 23,669

Canadian Women’s Foundation – 여성 프로그램 50,000 - -
United Way Greater Toronto – 코로나-19 긴급지원 프로그램 12,623 99,545 -

OCASI - 직원역량강화 - 2,938 -
MSAA - 시니어 지역사회 활동 프로그램 25,000 - 18,750

CVITP - 지역사회 자원봉사 소득세 신고 프로그램 2,000 - -
Health Canada – 약물남용 및 중독 프로그램 - - 1,000

 총  액 952,930 744,792 698,025

2022년 3월 31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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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경, 강영옥, 강진구, 갤러리아 슈퍼마켓, 교차로, 김경은, 김규양, 

김노희, 김동욱, 김만호, 김민중, 김선경, 김선자, 김순미, 김승희, 김신철, 

김애영, 김양호, 김영범, 김영해, 김윤도, 김은희, 김재열, 김정섭, 김정이, 

김현숙, 나이아가라한인회, 남주석, 노스욕 한인연합교회, 런던한인회, 

리빙플러스, 문경주, 민형기, 밀알교회, 박대숙, 박두영, 박성관, 박용성, 

박융호, 박정희, 박태균, 박태은, 박태준, 박춘봉, 박해준, 박향란, 배용준, 

백경자, 베델교회, 부동산캐나다, 본한인교회, 서드버리한인회, 서명숙, 

서상수, 석정애, 성인장애인공동체, 성혜영, 송영순, 신광훈, 신복실, 

신순자, 신승진, 심영철, 안귀란, 양난희, 양인식, 양장원, 엄아가다, 오민주, 

오재송, 유영옥, 유재명, 유정자, 유창영, 윤복실, 워털루제일한인장로교회, 

이근영, 이대영, 이동길, 이명구, 이미숙, 이미영, 이복화, 이선경, 이성희, 

이수민, 이순덕, 이승무, 이억만, 이옥봉, 이윤희, 이인구, 이정순, 이종은, 

이진숙, 이혜림, 임태진, 장경동, 장미선, 장수자, 장숙경, 장우호, 장임생, 

장치덕, 장희숙, 전준범, 정수민, 정영자, 정은주, 정진관, 정호근, 정효순, 

정훈모, 조순옥, 조현영, 지형자, 차명원, 차영숙, 최기선, 최성혜, 최성학, 

최숙희, 최순실, 최충식, 최활란, 추교환, 캐나다우먼파워, 큰빛교회, 

피커링토요타, 필그림교회, 토론토 염광교회, 토론토 영락교회, 하현기, 

한덕수, 한복순, 황춘성, 황환영, 홍희숙, 홍희정, Angie Song, All TV, 

Bearn Chun, Boghos Ivazian, Canada WOW, Caroline Kim, Chan 

Ahn, Channih and Brian WEIR, Cindy Gee, Courage Cookies, 

Damien Florio, Daniel Park, Diana Shim, Elisa Williams Schroen, 

Hanm Transportation Management Services Ltd., Harmony Law, 

Helen Lim, Hong Fook Mental Health Association, JS Design 

& Construction, Jaisook Martin, John Chung, Kyungher Kim, 

Mark Sorbara, Melissa Oh, Meta Connection Ecotherapy & 

Consulting Inc., Michelle Kim, OKBA, Park Medicine Professional 

Corporation, Peter Chun, Praxis Counselling, Robert Choi, Samuel 

Park, Scotiabank, Shanna Alpert, Sharon Park, Shaun Bhimsingh, 

Shine Chung, SPLC, Steve Lee, Sunny’s Theraphy Centre,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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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주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토론토 한인회

Canadian Women’s Foundation

City of Toronto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

Ministry for Seniors and Accessibility (MSAA)

Ministry of Labour, Training and Skills Development (MLTSD)

Ministry of Children,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MCCSS)

OCASI

United Way Greater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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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낼 경우, KCWA 노스욕센터 주소를 사용해 주십시오.

Phone:  416.340.1234     |     E-mail: kcwa@kcwa.net       |      www.kcwa.net

자선단체 등록번호: 10287 6059 RR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