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업을 지원함으로써 리틀

도쿄를 보존

darin maki

OWNER OF CRFT BY MAKI

다린 마키네 가족은 리틀토쿄

에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의 증조할머니는 1가와 샌

페드로 길에 식당을 하셨고, 

그의 할머니는 우메가 떡집에

서 일하셨고 다린의 가게는 

리틀토쿄 역사가 깊은 1가길

에 새로 개업하였습니다.  

다린은 일본문화에 영감을 

받은 옷 브랜드인 CFFT by 

Maki 를 개발하였고, LTSC 

소상업 비지니스 상담가 마리

코 락리지를 만난후 온라인으

로도 하게되었습니다. 다린의 

배경과 그의 사업브랜드의 잠

재력을 보고 마리코는 그에게 

LTSC에서 운영하는 회사-거

주자 프로그램에 신청해보라

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다린과 다른 4명의 사업창설

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게 되었고, 다린은 대출 관리, 

공적인 관계 등등 15개에 관

한 워크샵을 참석하고, 24번

의1:1 비즈니스 상담을 받았

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4일동

안 팝업 가게를 열어 650명 

이상의 손님들이 다린의 임시 

가게에 와서 구경할수있게 도

와주었습니다. 

팝업 가게가 성공적 이어서 

다린은 LTSC가 소유한 341 

FSN에 정식적으로 가게를 열

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

린은 “마리코와 LTSC에게 어

떻게 감사함을 표현할지 모

르겠습니다. 저희 가게가 오

랫동안 잘되서 리틀도쿄와 일

분문화를 더욱 더 알리고 사

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

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

니다.  

LTSC는 다린과 같은 비지니

스 오너들과 일하는것을 자랑

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업가가 

저희의 도움으로 혜택을 받기

도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리

틀도쿄가 지역에 기반을 둔  

비지니스 사업체가 늘어남으

로써 더 활발하고 경제적으로 

건강한 커뮤니티가 되도록 도

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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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in Maki celebrates the 
grand opening of CRFT 

by Maki with community 
members and supporters.



문화에 대한 이해와 온정으로 힘

든 상황의 사람들을 도움

LTSC 소셜워커들은 매년 도

움이 필요한 수천명의 많은 

사람들을 다시 일어날수있

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작

년 한 노인이 집에 왔더니 살

고 있는 월세방에 화재로 타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

다. 집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

았고 집을 잃은 노인분은 앞

으로의 일에 대해 막막해 하

셨습니다.

그 분이 집이 없이 지내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유년시절 일본에서 2차 세계 

대전 원자폭탄 투하로 그 뷴

의 가족들은 거리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속에서 

그 분의 부모님께서 다른 사

람에게 도움을 청하는것은 나

약한것이니 강해지라고 하셨

습니다. 그 말씀은 그 분의 머

리 속 깊이 각인되었고, 그 분

은 노숙자가 될지라도 이 상

황을 혼자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일을 노숙생활을 

하다가, 문득 그분의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때 LTSC에 연

락해 보라는 말이 떠올랐습

니다. 저희 센터에 찾아온 그

분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

고, LTSC 사회 복지사들은 부

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 

노인분을 위로했고 그분은 안

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분을 거리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LTSC는 케이로 클라

이언트 보조금을 받아 이틀동

안 묵을수있는 호텔을 구하였

습니다. LTSC 직원은 그분을 

직접 호텔에 모셔다 드렸습니

다. 또한, LTSC 사회복지사들

은  그분이 안전하게 지낼 공

간을 찾을 동안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권하였습

니다. 

이와같이 많은 분들이 도움

을 필요로 하지만 복잡한 절

차속 어떻게, 어떤 도움을 받

아야 하는지 막막해 하십니

다. LTSC는 도움이 필요한 한

분한분 성심성의껏 돌봐드리

며, 최선의 도움을 드리기 위

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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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SC social workers provide 
an array of services to help 

those in need.

LTSC SOCIAL WORKERS



학생들이 대학교에 갈수있도록 도움

저소득층 이민자 자녀들은 형

편상 대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 주민서비스부

의 직원 낸시 알카라즈와 힐

다 헤르난데즈는 이런 학생들

의 어려움을 알고 LTSC 청소

년 그룹을 통해 학생들을 올

바른 길로 인도해 왔습니다. 

저희 그룹의 목적은 청소년들

이 다른 또래 친구들과 더욱 

소통하며, 학교에서 받지 못

하는 개별적인 지원을 주기

위해서라고  낸시는 설명합

니다.

청소년 그룹은 보통 Katone 

Scott 같은 LTSC의 저소득

층 아파트에 살거나 Joselyn 

Arenas 같은 커뮤니티의 저

소득층 아파트에 사는 고등학

생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조

셀린은 같은반 친구 케톤이 

그룹에서 과외, 멘토, 그리고 

숙제 도움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줘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LTSC를 잘 몰랐던 조셀린 부

모님은 처음에는 조셀린을 보

내길 망설였습니다. 낸시와 

힐다는 조셀린의 부모님을 만

나 학생들이 어떤 도움을 받

게 되는지 설명 드렸습니다. 

조셀린은 그룹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 부모님 눈에 띄게 

성격도 밝아지고,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며, 자신감이 붙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  이 청소년 그룹은 

타주에서 하는 리더쉽 프로그

램에 참여하고, 커뮤니티 프

로젝트를 맡았으며, 3일간 열

리는 대학 입학 설명회에도 

참여 하였습니다.  조셀린은 

설명회를 통해 꼭 필요한 정

보였던 대학입학 과정과 학비 

보조금에 신청에 관해 배우게 

되어 매우 기뻤었다고 말했습

니다.

적절한 도움과 학생의 노력이 

더해져, 조셀린은 고등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Cal State 대

학에 심리학 전공으로 입학하

게 되었습니다. 같은 그룹에 

있던 다른 9명의 학생들도 가

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입학

하게 되었습니다. 

조셀린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청소년 그룹에서 다른 학생

의 멘토가 되어주고있습니다. 

조셀린은 “LTSC 청소년 그룹

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고, 예

전에 받았던 도움을 다른 학

생들과 나누고싶다” 고 말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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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lyn Arenas leads the LTSC 
Youth Group in developing a 
community clean-up project.

joselyn arenas

CSULA CLASS OF 2023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수있도록 

가정폭력 피해자를 도와줌

카나코는 코스모스라는 LTSC 

가정폭력 피해자 쉘터로 입주

했을 때 새 출발할 준비가 되

었습니다. 그녀는 LTSC 사회

복지사에게 “전남편이 나에게 

쓸모없다고 소리지르고 아이

들을 빼앗아가겠다고 협박하

며 나를 밀쳤을때 온몸이 마

비되는 느낌이였습니다. 저는 

그저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

했고... 제가 가정폭력 피해자

라는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인인 카나코는 남편 조쉬

와 미국에서 결혼하여 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조쉬가 

직장을 잃자, 재정 상태는 급

격히 어려워 졌고, 가족 모두

가 노숙자 보호소로 가는 처

지가 되었습니다. 남편 조쉬

는 카나코와 두 자녀를 버리

고 혼자 보호소를 떠나버렸습

니다. 

 

카나코가 지내고있던 노숙자 

보호소 직원은 LTSC에 연락

을 했고 LTSC는 그녀가 코스

모스에 입주할 수있도록 신청

을 도와주었습니다. 코스모스

에서는 카나코에게 상담서비

스와 교육적인 워크샵을 제공

하여 그녀와 두 자녀들의 상

처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었습

니다.

카나코는 “카운슬러와 사회

복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도움을 청하는 것 또

한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되

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스모스에서는 클라이언트

들의 현재 상태와 그들의 앞

으로의 복지에 초점을 둡니

다.  카나코는 여러가지 많은 

워크샵과 프로그램을 통해 혜

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녀

는 아이들과 안전하게 살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게 되었

고 지금은 직장도 다니게되었

습니다. 

LTSC는 카나코와 아이들이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폭력이 

없는 삶을 살수있도록 격려

하였고 그녀가 더 많은 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

다.  카나코는 최근에 대학교 

신청서를 냈고, 처음으로 그

녀의 집주소를 썼습니다. 작

은 일이지만 또 자신감을 쌓

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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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eers lead a trauma-
informed, therapeutic art 

activity for children living at 
Kosumosu.

marsha watanabe

LONG-TIME KOSUMOSU 
VOLUNTEER

*여기에 쓰여진 이름은 개
인정보 보호를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