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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도움의 손길이 답입니다
우리 공동체는2년의 위기를 겪은 후 희망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런 희망은, 가톨릭 기관들이 인생을 바꿀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여러분-곧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취약한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기관들의 도움을 받기위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정신 질환부터 
빈곤, 중독과 소외등 다양합니다. 

해결책은 가까이 있습니다. 복음을 살기 위해 여러분의 손과 우리의 손이 함께 노력합니다.

Your helping hand is the answer
After two years of crisis, our communities need hope and healing. That hope can be found in you – the “hands and 
feet of Christ” making possible the life-changing work of Catholic agencies.

Vulnerable people are turning to these agencies for support more than ever. And the problems are many, ranging 
from mental illness, to poverty, addiction and isolation.

The solution is in reach: your hands and ours, working together to live the Gospel.



여러분은 레일라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학대를 당하는 관계를 빠져나온지 얼마되지 않은 레일라는 어린 
아들과 함께 안전과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면서 재정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고전을 겪고 있었습니다.

필 지역 안전 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여러분의 
기부금으로 쉐어라이프가 지원을 하는 필 더퍼린 지역 가톨릭 가족 
서비스가 주도하는 협력 센터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레일라는 
안전 계획, 법률 지원을 비롯한 여러가지 필요한 도움을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얻고 같이 살 집을 신청해 
놓았으며 재정적으로도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행복한 레이라는 자신과 아들을 위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필 지역 안전 센터에 공을 돌렸습니다.

You gave Leila courage

Leila, a mother of a baby boy, had just left an abusive relationship. 
Fearful for her safety and precarious future, she was struggling 
financially, emotionally and psychologically.

She contacted the Safe Centre of Peel. The centre is a collaborative 
initiative led by Catholic Family Services Peel-Dufferin and funded by 
your gift to ShareLife. Through your support, Leila went to this one 
place to receive the help she needed: counselling, safety planning, 
legal support, and more.

Feeling happier than ever, Leila credits the Safe Centre of Peel with 
giving her the courage to start a new life for her and her son.

아래는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여러분의 본당에 기부하십시오. 쉐어라이프 주일 모금은 3월 27일, 5월 1일과 6월 5일입니다.

• sharelife.org 혹은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기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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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을 기증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1-800-263-2595에 전화를 하시거나  

slife@archtoronto.org로 연락해 주십시오.

Here’s how you can help
• Give at your parish. ShareLife Sunday collections will take place March 27, May 1 and Jun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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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read your gift over 12 months using pre-authorized giving by credit or de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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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00명의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You provide food for 65,000 people internationally 
through Canadian Food for Children and Mary’s 
Meals.

여러분 덕분에 40,000명의 
사람들이 가족 서비스 기관을 
통해 저렴한 정신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You enable 40,000 people to to 
receive affordable mental receive affordable 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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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St. Augustine 신학교와 
Redemptoris Mater 선교 학교에서 
열리는 56개의 세미나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교회의 미래에 투자합니다.

You invest in our Church’s future by 
supporting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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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명의 난민들의 정착을 

지원합니다 (O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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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hdiocese of Toronto (ORAT).

여러분과 같은 생명의 
나눔 지원자들은 매년 
150,000명의 삶에게 
변화를 선사합니다.

ShareLife supporters
like you make a difference

in over 150,000 lives 
annually.

여러분들은 젊은이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계속되는 불확실성을 대처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 동안 청소년들은 지쳤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쉐어라이프에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지원은, 심코 카운티 지역 가톨릭 가족 서비스의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외에도 지역 교육 위원회와 협력하여 
일련의 온라인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샵에 참여한 학생들의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은 외롭고 겁을 
먹고 무척 불안해합니다. 워크샵은 학생들에게 자신만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것은 아니라고 알려주며 모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미소에서 안도감을 볼 수 있습니다.”

You’re helping youth persevere

As the pandemic drags on, young people are exhausted and struggling to 
cope with the continued uncertainty. But there is hope. Through your gift to 
ShareLife, Catholic Family Services of Simcoe County has been partnering 
with local school boards to deliver a series of online workshops, in addition 
to its youth counselling programs.

“Our students are lonely, scared and depressed, with anxiety through the 
roof,” says one teacher whose class participated. “The workshop lets them 
know they’re not alone in their feelings and gives them skills to weather this 
storm. Afterwards, you can see the relief in their smiles.”



재무보고서
쉐어라이프는 최근에 회계연도를 역년기간으로 
조정했습니다. 감사 재무보고서는4월 말에sharelife.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Financial statements
ShareLife has recently adjusted its fiscal year to a calendar 
year period. Our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will be available at the end of 
April at shareli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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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가톨릭의 응답
“여러분의 지원은,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보살피고 
도와주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나눔을 지원하는데 가장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 토마스 콜린스 추기경

여러분이 쉐어라이프에 내시는 기부금은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물론, 전세계의 
어디에서나 종교에 상관없이 40개가 넘는 기관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데 사용이 됩니다.

Our Catholic response to those in need
“The support you give is the hand of Christ reaching out to care for those who are most 
in need. I urge you therefore to be most generous in supporting ShareLife.”

– Cardinal Thomas Collins

Your contribution supports over 40 agencies in your community and around the world, 
serving people of all faiths and backgrounds.

왜 관심을 가지나요

“지금은 도움을 청하는 형제 자매들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다가가며 복음의 가치를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우리가 해야할 사명중 
하나입니다.“

– 쉐어라이프 지지자              

Why you care

“Now is the time to live our Gospel values and reach 
out to our sisters and brothers, listening to their 
pleas for help. We have a responsibility to care for 
the marginalized and the most vulnerable. It’s one 
of our missions on earth.”

– A ShareLife suppor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