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급식 사역 보고: Church in the city 와 협력하여 다운타운 CRC 센터에서 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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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 올해 세번째 노숙자 급식사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해 주신 50
여명의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방학을 맞아 참여해서 열심히 일해 준 많은 청소

LOVE TORONTO 사역안내 및 보고

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10 월 15 일, 12 월 17 일 사역에도 많은 분들이

■제 1 회 직장인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및 자기치유 워크샵………………………………………
6 월 23 일 시작된 6 주과정의 “직장인을

참여하셔서 나눔의 기쁨, 섬김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위한 스트레스 관리 및 자기치유” 워크샵
■러브 토론토 카톡 기도후원자 모집……………………………………………………………………………

이 7 월 28 일에 마쳤습니다. 20 여명이 참석

여러 성도님들을 기도 후원의 자리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 도움을

한 가운데 워크샵이 시작되었고 9 명의 참

받으시는 분들, 도움을 주시기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실 분들을

가자가 6 주 과정을 마치고 수료증을 수여

초대합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카톡방을 통해 올라오는 기도요청

받았습니다. 6 주동안 워크샵을 진행해 주신

제목을 붙잡고 그때마다 계신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기도 후원자
로 등록하셔서 함께 기도해주시는 10 명의 기도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0 명
이 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톡 기도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647-992-4301 로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박사님께서는 “이러한 집단 치유
프로그램이 더 활발해져서, 개인 상담에 부담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
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들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본인의 문제를 지금까지

■”한방진료서비스 PILOT PROJECT” …………………………………………………………………………

심각하게 자신만의 문제라고 인식하였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러브 토론토에서는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로 바라보게 되면서 집단적 프로그램이든, 개인적인 상담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

것은 저희 러브 토론토의 사업취지와 방향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 서비스가 꼭 필요한

서라도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자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

하셨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진료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진료받기를 희망하시는

<참가자 후기>

분은 출석하시는 교회의 목회자와 상담하시고, 목회자께서는 내담자에게 이 서비스가

A 님: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러브 토론토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환자에게 연락

갖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공부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선한 목적과 방향으로 잘 정착되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해주실 신재광, 장익준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B 님: 참가하고 싶어도 시간이나 여건상 참가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료가능시간 월,화,목,금 오전 9-오후 2 시)

교수님의 강의를 접하실 수 있도록 Youtube 에 올렸으면 합니다.
C 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심화과정에도 꼭 참가하고 싶습니다. 매주 과정의

이웃기관 행사 안내!!! (아래 행사는 모두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시작과 마무리로 배웠던 심호흡을 심화과정에서 좀 더 깊이있게 다루면 좋을 것

- 생명나무 치유사역 1 단계과정: 9 월 16 일(금) 9am-6pm, 대상: 직분자, 교사, 상담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영락교회, 회비:$20, 접수: 416-871-1458(문자), graceleecfp@gmail.com
- 성경적 관계세미나: 9 월 16 일(금) 7:30-9:30pm, 대상:제한없음, 장소:영락교회,
접수: 416-871-1458(문자), graceleecfp@gmail.com

예약/접수/문의: 사무실 647-346-5688 (월, 화, 목, 금 오전 9 시 - 오후 2 시)
홈페이지 www.hellolovetoronto.com / 이메일 lovetoronto.offic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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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P 에서는 직원 4 명과 PSW 1 명을 고용하였고, 현재 개원을 위한 준비 작업을

ADP 봉사자 교육!!!
Adult Day Program 이 9 월달 개원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프로그램을 도우실 봉사자들을 모집하였는데, 22 명의 성도님이

하고 있습니다.
- ADP 참가자는 현재 20-30 여명이 신청하여 CHATS 와 ADP 가 평가, 선발하는 과정
에 있습니다.

신청해 주셨습니다. 현재 police reference check 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원해

■러브 토론토 홈페이지 런칭……………………………………………………………………..……………….

주신 모든 봉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ADP 의 개원에 앞서 9 월 10 일(토) 오전

러브 토론토의 사역을 보다 많은 한인들에게 소개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9:30-12:00, 2 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봉사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모든 봉사신청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9 월부터는 www.hellolovetoronto.com 을 통해서

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봉사신청자는 경찰서로부터

러브 토론토 사역을 좀 더 편리하게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해

받은 police check 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이형석 집사님과 기소영 청년에게 감사드립니다.

■러브 토론토 사역을 위한 특별 헌금……………………………………..……………………………………

러브 토론토 로고 공모!!!

큰빛교회는 이찬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의 마지막

러브 토론토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할 로고를 공모합니다. 재능과 관심이

날인 7 월 17 일에는 러브 토론토 사역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려서 러브 토론토에 전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소정의 상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큰빛교회가 협력교회로서 러브 토론토 사업에 동참하게

-

제출방법: lovetoronto.office@gmail.com 로 이미지 파일 제출

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이 협력하여 토론토 지역 교민을 섬기는 일이 더욱

-

제출기한: 9 월 11 일 (일)

풍성해지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ADP 준비 진행 상황……………………………………………………………..……………………………………

■시니어를 위한 문서번역 서비스…………………………………………………………………………………

9 월 중순경에 밀알교회 건물을 빌려서 시작되는 Adult Day Program 이란, 한국에서는

자녀들이 출가하여 노부부 또는 홀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정부로부터 우편물을 받을

“노인 데이 케어 센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데이 케어”라는 말을

경우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곤란을 겪는

어린이를 돌보는 시설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성인을 돌봐드리는 시설은 “Adult Day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저희 러브 토론토에서는

Program” 이라고 합니다. 이 ADP 에서는 집에서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하기가

시니어를 위한 문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낯시간 동안 돌봐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전 9 시에는 러브 토론토 사무실에서,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가족들에게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10 시에는 밀알교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서 번역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들은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ADP 에는 Supervisor, Personal Support Worker, Recreational Activist 등의 전문
가들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오전 9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어르신들을

이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박재용, 김영기, 황신혜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ADP 봉사자교육을 위한 지침서 번역을 위해 수고해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돌봐드립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아리랑 시니어 센터에서 운영자금을 후원하고,
CHATS 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매주 화, 금요일에 운영합니다.

■통역 서비스……………………………………………………………………………………………..…………………

- 이 ADP 의 운영을 위해서 밀알교회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화장실을

통역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는 박창호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 월에는 Old Age

정부규정에 맞게 리노베이션하기로 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Security Pension 신청에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위해 Service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불편함을 잘 참고 협력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

Canada 에 동행하셔서 신청 절차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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