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성한 연말연시를
기원합니다!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를 대표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평안하고 충만한 연휴를 보내시기 소망합니다. 

건강하시고 2023년 또한 활기차게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한 선행과 

KCWA에 대한 모든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연말보내세요!

회장 박태준 배상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캐나다 공공기관 취업전략
포스트 팬데믹을 맞이하여 경험한 적 없는 규모의 

많은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치솟는 물가와 급
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 환경과 업무의 변
화, 시장의 불안정성과 흔들리는 고용안정성 등 사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안정적인 캐나
다 공공기관으로 구직자의 시선이 향하는 것은 필연
적이라 할 수 있다.

캐나다 공공기관은 같은 직종 대비 적지 않은 연
봉, 은퇴 후 연금 혜택, 다양한 복지, 일과 삶의 균형, 
직업 안정성 등 여러 장점을 제시하기에 많은 학생들
과 구직자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

KCWA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취업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온타리오 주정부, 토론
토 시, MPAC (Municipal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 토론토 경찰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초청하여 각 단체의 조직체계와 문화, 부서
별 업무와 취업 노하우 및 취업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이 공공
기관 취업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세미나는 사전 등록을 완료한 50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10월 15일 (토)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에서 오
전 10:00 – 오후 12:30 진행되었다. 참
가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캐나다의 고용
시장과 공공기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
고 막막했던 출발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
다고 평가했다.



KCWA는 폭력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
해 ‘아이가 행복하고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1월 18일과 25일, 두 차례의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세계 여성폭력 추방
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효
과적인 폭력 예방법 및 실질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심
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첫번째 세미나에서는 아동
학대의 정의 및 유형, 한국과 다른 캐나다의 아동보호 
및 학대 개념, 아동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이 다뤄
졌고, 두번째 세미나에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및 인
신매매를 포함한 여성폭력의 원인과 종류, 여성폭력
을 둘러싼 처벌 사례 및 관련 법규,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다루었다.

이번 세미나 시리즈에서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여성들이 다양한 폭력으로 부터 안
전하게 살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방법이 소개되었고 
참가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위한 첫발을 내
딛었다고 평가했다.

아이가 행복하고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 한국과 다른 캐나다 
아동보호 및 학대의 개념

◆ 아동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내 용

◆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등을 포함한 
여성폭력의 원인 및 종류

◆ 여성폭력을 둘러싼 처벌 사례 및 관련 법규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내 용



COAT (Connecting Old Adults with Technology) 프로젝트

스마트한 시니어로 살아남기! 

기간: 2022년 11월 - 2023년 3월

문의

  KCWA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김주리
 416-340-1234 (대표)
 416-340-1082 (직통)
 juli.kim@kcwa.net

COAT 프로젝트는 시니어들이 언제 ᆞ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속 유용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기능과 사
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시니어들이 디지털 기기와 관련
된 지식을 높이고 디지털 장치를 쉽게 사용하여 원하는 
정보에 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시니어들이 디지털 장치나 다양한 앱의 사용 방법을 
배워 디지털 기술과 친숙해지고 이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 
및 지역 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고립감
과 외로움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반과 중급반이 각각 8회기씩 무료로 제공될 예정
이며 55세 이상의 한국인이면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다. 
기초반에서는 스마트폰 환경 설정하기, 이메일 계정 만들
기, 앱 설치 및 삭제, 아이콘 배치, 다양한 문자 메시지 기
능 배우기 등이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된다.



CVITP 자원봉사자 모집

일시: 2022년 12월 13일 (화) & 15일 (목)

장소: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540 Finch Ave. W. North York)

문의

 KCWA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박 조안나
 416-340-1234 (대표)
 416-340-1594 (직통)
 joanna.park@kcwa.net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는 2023년 ‘커뮤
니티 세금보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CVITP: Communi-
ty Volunteer Income Tax Program)’을 위한 자원봉사
자를 모집한다.

CVITP는 캐나다 국세청 (CRA)과 지역사회 기관들이 
협력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개인과 가족들에게 무료로 세
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전역에
서 수천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세금보고를 도와주고 있다.

KCWA는 매해 CVITP프로그램에 참여할 봉사자와 코
디네이터를 모집을 통해 1천여명의 해당되는 개인이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세금보고를 무료로 돕고 있다. 세금
보고 봉사자는 2023년 3월 - 4월 사이에 주당 3시간 이
상 정기적인 봉사가 가능해야 하며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의 제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코디네이터는 같은 기간 동
안 주당 10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캐나다 국세청에 CVITP 자원봉사자
로 등록을 해야하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KCWA는 세금보고 방법 및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사용
법 등에 대한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자원봉사자는 CVITP를 통해 캐나다 세금보고 시스
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
에 참여할 수 있으며 캐나다 국세청과 KCWA에서 자
원봉사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자원봉사자 이야기

저와 제 딸은 팬데믹 직후 지역사회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 마
음에서 KCWA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봉사활동을 다
시 시작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팬데믹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많은 이웃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식료품 등을 배달해 드
리고 백신접종 통역 지원 등의 활동을 하면서 외로움과 사람에 대
한 그리움을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이웃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만나면 너무나 반가워하시고 헤어질 때는 눈물을 보이며 아쉬워하
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고 그런 분들께 제가 조금이나마 위
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피곤함보다는 늘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다른 외국 친구들과 가끔 얘기를 하다보
면, KCWA가 그 어느 단체보다 더 활발하게 한인 지역사회를 위
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착정보를 제공
하는 것에서부터 사회복지, 취업, 가정지원, 지역사회 참여까지 도
와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곤 합니다. 제가 
KCWA의 직원은 아니지만 이런 대화를 할 때마다 KCWA가 무척 
자랑스럽고 이 곳에서의 자원봉사가 뿌듯합니다. 

평상시 도움을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활
동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나누는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와 지역사회를 강하게 연결해주는 훌
륭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와 딸이 참여한 자원봉사의 멋진 경험을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제니 박과 에이미 최 봉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