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에 임신을 한 엘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비협조적이었고 부모님도 전혀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친구가
엘라에게 로잘리 홀을 알려주었습니다. 엘라는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하게
되었고 부모의 역할에 대한 훈련도 받았습니다. 또한 아이를 돌보아 주는 도움을 받으며 고등학교
졸업장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쉐어라이프를 지원함으로써 복음을 살아가기를 선택한 덕분에,
지금 엘라와 아들 다리우스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냅니다.

Ella was 17, pregnant and out of options.
Her parents were unsupportive, as was her child’s father. A friend told her about Rosalie Hall.
Here she found a welcoming home, received nutritious meals, learned parenting skills,
and earned her high school diploma with the help of childminding. Ella and her son Darius are
happy and healthy today, and it’s because you chose to live the Gospel by supporting ShareLife.

생명의 나눔 주일 모금
3월 29일 / 5월 3일 / 6월7일
SHARELIFE SUNDAY COLLECTIONS
March 29 / May 3 / June 7

sharelife.org |

sharelifecan

제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How Can I Help?
• Give at your parish. ShareLife Sunday
collections will take place March 29, May 3
and June 7.

• 여러분의 본당에 기부하십시오. 생명의 주일
모금은 3월 29일, 5월 3일과 6월 7일에
있습니다

• Donate securely online at sharelife.org

•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sharelife.org에
기부하십시오

• Contribute through pre-authorized giving or
online banking.

• 자동 이체를 통한 기부나 온라인 뱅킹으로
기부하십시오

• Make a gift of securities. To learn more,
contact ShareLife at 1-800-263-2595 or
slife@archtoronto.org

• 증권을 기증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1-800-263-2595에 전화를 하시거나
slife@archtoronto.org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쉐어라이프 모금 운동을 지원하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쉐어라이프에 내시는 기부금은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물론, 전세계의 어디에서나 종교에 상관없이 40개가 넘는
기관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데
사용이 됩니다. 2020 년 쉐어라이프 본당 캠페인 목표
금액은 1,380만 달러입니다. 그 어느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쉐어라이프가 지원하는 기관들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You’re Needed More Than Ever
By supporting ShareLife, you bring the hands of Christ
to those in need. Your contribution supports over 40
agencies in your community and around the world,
serving people of all faiths.
Our 2020 ShareLife Parish Campaign goal is $13.8
million. Given that more people are relying on ShareLife
agencies today than ever before, we need your help to
reach this goal.

그녀의 과거가 표면화 되었습니다.
50세가 되어가는 나디아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디아의 결혼 생활은 끝이났고 그녀가 어렸을 때 받은 신체적 학대로 인한
충격적인 기억이 떠오르면서 외롭고 버려진것 같은 현실 앞에서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필-더프린 지역 가톨릭 가족 기관의 상담원에게 의뢰가
되었습니다. 마음 놓고 과거에 겪었던 일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게 느끼게
되면서 마음이 무척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경험에 힘을 얻고 필-더프린 지역
가톨릭 가족 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하고 유익한 다른 프로그램들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디아는, 경제사정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더프린 지역 가톨릭 가족 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지하는 쉐어라이프
기부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고 재충전 되었으며
강인해 진 나디아는 자신의 삶을- 새로운 이야기- 다시 쓰고 있습니다.

Her past came to the surface
Approaching 50, Nadia didn’t know who she was or what she wanted. Her
marriage had ended, and trauma from physical abuse she experienced as a child
came to the surface. She felt alone, abandoned and hopeless.
She was referred to a counsellor at Catholic Family Services of Peel-Dufferin
(CFSPD). It felt liberating for her to feel safe enough to talk about her past. This
breakthrough led her to join other wellness programs at CFSPD.
Nadia is grateful for ShareLife donors, who enable CFSPD to offer their programs
to everyone, regardless of financial means. Feeling renewed, empowered and
resilient, she is rewriting her narrative – a new story.

숫자상으로 강합니다

Strength in numbers

쉐어라이프 기관들은 우리가 사는 지역안에 있
는 140,000명과 전세계적으로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너그러운 기부자들은:

ShareLife agencies helped 140,000 people
locally last year, plus countless more around
the world. Generous donors like you:

• 가족 상담 서비스 기관을 통해서 20,000명이
저렴한 비용으로 정신건강 치료를 받게 해
주었습니다
• 11,500명의 노인들이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 토론토 대교구 소속 난민국을 통해서 53 2명의
난민들이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 성 어거스틴 신학교와 구세주회 신학교
캠퍼스에 있는 85명의 신학생을
지원함으로써 교회의 미래에 투자하였습니다.

• enabled 20,000 clients to receive affordable
mental health care through family service
agencies
• provided dignified support to 11,500 seniors
• facilitated the arrival of 528 refugees through
the Office of Refugees of the Archdiocese of
Toronto
• invested in the future of our Church by
supporting 85 seminarians at St. Augustine’s
Seminary and Redemptoris Mater
Missionary Seminary.

“어떤 기분인지 압니다”
데이브는 열세 살 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그의 인생에서 어두운 시기였다고 회상합니다. 그는 수년간
그룹홈, 병원, 드롭인 센터와 치료 프로그램을 전 전하였습니다.
이제 42 살이 된 데이브는 마침내 아워 플레이스 희망의 공동체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같이 사는 사람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정신 건강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위한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사진: 아워 플레이스 희망의 공동체 일원

“I know what it’s like”
Dave was 13 years old when he was diagnosed with schizophrenia.
He recalls it was a dark time in his life. For years, he bounced from
group homes to hospitals, to drop-in centres, to treatment programs.
Now, at 42, Dave has found belonging at Our Place Community
of Hope. Loved by staff, peers and volunteers, he has become a
passionate advocate for changing perspectives on mental health.
Pictured: A member of Our Place Community of Hope

한 달에 한 번씩 내 주십시오

책임감있고 투명합니다

자동 이체 기부금(PAG)은, 여러분들이 일년

저희들은 모든 기부금을 성스러운 신탁금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행정비와

예산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안 일년

기금 모금 비용을 11%로 유지함으로써 최대한의 금액이 저희들의

내내 기관들을 지원합니다. 자동 이체를 택하시면

기관들이 하는 일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금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기부금이 이체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본당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sharelife.org에 신용카드를 등록하시고 매월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Make it Monthly
Pre-Authorized Giving (PAG) supports our
agencies year round, while making budgeting
easier for you. When you subscribe, monthly
contributions are automatically withdrawn from
your chequing account. Ask your parish office for
more information. You can also register to give
monthly by credit card at sharelife.org.

ShareLife
1155 Yonge Street, Toronto, ON M4T 1W2
416-934-3411 / 1-800-263-2595
slife@archtoronto.org

Responsible and Accountable
We treat every gift as a sacred trust. By keeping our administrative and
fundraising costs at 11%, we ensure the maximum amount goes to the
work of our agen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