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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가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나눔 
에이전시에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독거노인부터, 
정신 질환자, 젊은 노숙자까지. 팬데믹은 가장 취약한 
계층 위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늘어나는 정성 어린 치료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지역사회에 희망과 치유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Your community is in crisis. 
You can help.
Since Covid hit, more people have been turning to 
ShareLife agencies for help. From seniors in isolation, 
to people suffering from mental illness, to homeless 
youth: the pandemic has disproportionately harmed 
the most vulnerable among us.

Your help is needed to meet the growing need 
for compassionate care. You can bring hope and 
healing to your community.

Living the Gospel



기부금이 이렇게 많이 모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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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여러분의 본당에 기부하십시오. 생명의 나눔모금은 4월 
18일, 6월 20일과 10월 3일에 있습니다.

• sharelife.org 혹은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기부하십시오.

• 미리 허가받은 기부나 신용카드로 매월 기부를 통해 12
개월에 걸쳐 기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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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determined to change”

Mary를 지켜주십시오
두 아이의 엄마이자 다섯 아이의 헌신적인 할머니인 Mary는 Providence 

Healthcare의 Cardinal Ambrozic House of Providence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안전 조치는 사교 활동을 좋아하는 Mary 같은 사람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때문에 그녀는 아이패드로 화상 통화를 하는 법을 배웠지만, 

직접 방문객을 만나기를 다시 한번 염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힘들었어요,”라며, “하지만 우리는 스태프분들이 취하고 

있는 주의사항을 이해합니다. Providence 스태프분들은 정말 멋져요.”라고 

Mary는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기부자들의 관대함 덕분에, Providence는 Mary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Keeping Mary safe
Mary, a mother of two and doting grandmother of five, lives at 
Providence Healthcare’s Cardinal Ambrozic Houses of Providence. 
Its rigorous safety measures are challenging for someone like 
Mary, who loves socializing. And while she’s learned how to make 
video calls with her iPad, she longs to once again receive visitors in 
person.

“It’s been hard during COVID-19,” Mary says, “but we understand 
the precautions that staff are taking. Providence staff have been 
absolutely wonderful.”

Thanks to the generosity of donors like you, Providence is doing 
everything possible to keep Mary safe.

The stakes have never been higher

By giv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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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s how you can help

• Give at your parish. ShareLife Sunday collections 
will take place April 18, June 20 and October 3.

• Donate securely online at sharelife.org or using 
online banking.

• Spread your gift over 12 months using 
pre-authorized giving or monthly giving by 
credit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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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Canadian Food for Children과 Mary’s 
Meals을 통해 전 세계 72,000명의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You provide food for 72,000 people internationally 
through Canadian Food for Children and Mary’s Meals.

T여러분 덕분에 21,000명의 
사람들이 가족 서비스 기관을 
통해 저렴한 정신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You enable 21,000 people to to 
receive affordable mental receive affordable mental 

health care through family health care through family 
service agencies.service agencies.

여러분은 성당에서 St. Augustine 
신학교와 Redemptoris Mater 선교 
학교에 열리는 54개의 세미나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교회의 미래에 
투자합니다.

You invest in our Church’s future by 
supporting 54 seminarians at St. 
Augustine’s Seminary and Redemptoris 
Mater Missionary Seminary.

여러분은 약 7,000여 명의 
노인들이 훌륭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You ensure nearly 
7,000 seniors receive 
dignified care.

여러분은 토론토 대교구 난민국을 
통해 528명의 난민들의 정착을 

지원합니다 (ORAT).

You facilitate the arrival of 
528 refugees through the 
Office of Refugees of the 

Archdiocese of Toronto (ORAT).

여러분과 같은 생명의 나눔 
지원자들은 매년 150,000

명의 삶에게 변화를 
선사합니다.

ShareLife supporters 
like you make a 

difference in over 
150,000 lives annually.

여러분의 지원이 생명을 살립니다
“저는 약물 남용으로 친구 몇 명을 잃은 후, 제 삶을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고 Dadzie는 회상합니다. 한 

사례의 노동자는 그에게 중독으로 고통받는 노숙자들을 위한 Good 

Shepherd Ministries 의 DARE 프로그램 등록을 권유했습니다.

현재 Good Shepherd의 옷방과 부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Dadzie는 “치료 후 매일 나아지고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Good 

Shepherd가 아니었다면, 전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생명의 나눔을 위한 여러분의 기부 덕분에 DARE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Your support saves lives
“After I lost a couple of my friends to overdose, I realized 
it was time to get my life on track,” Dadzie recalls. A 
case worker encouraged him to enroll in Good Shepherd 
Ministries’ DARE program for homeless men with addictions.

“I’ve seen improvement every day since my treatment,” says 
Dadzie, who now volunteers in Good Shepherd’s clothing 
room and kitchen. “If not for Good Shepherd, I would never 
have made it.”

Your gift to ShareLife makes the DARE program possible.



여러분의 기부금은 이렇게 쓰입니다 
우리는 모든 선물을 신성한 신탁으로 여깁니다. 관리 및 모금 

비용을 12% 미만으로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Administration
$606,768 / 4.4%

Fundraising
$1,036,419 / 7.5%

Program spending
$12,207,553 / 88.1%

million
$13.85

ShareLife
1155 Yonge Street, Toronto, ON M4T 1W2
416-934-3411 / 1-800-263-2595
slife@archtoronto.org
sharelife.org Charitable Registration: 13063 2474 R0001

추가 관리 커뮤니티
“생명의 나눔은 제 마음속에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개인 대 개인 자선 

단체입니다. 그들은 우리 지역 사회를 더 친절하고 

배려하는 곳으로 만듭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자선입니다.”

- Robert Pierce, 생명의 나눔 지원자 

A more caring community
“ShareLife is the front line, person-to-
person charity of caring that, in my mind, 
demonstrates the true meaning of the 
Gospels, put into action. They make our 
community a kinder and more caring place. 
It’s true charity in action.”

- Robert Pierce, a ShareLife supporter

프로그램 지출 
$12.207.553 / 88,1%

관리비 
$606.768 / 4,4%

모금 
$1.036.419 / 7,5%

Program spending 
$12,207,553 / 88.1%

Administration 
$606,768 / 4.4%

Fundraising 
$1,036,419 / 7.5%

How your gift helps
We treat every gift as a sacred trust. By keeping 
administration and fundraising costs under 12%, 

we ensure the maximum amount goes to those in 
greatest ne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