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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POLICY란 무엇인가?
Welcome Policy는 저소득자가 토론토 시의 모든 지역사회 문화센터(community centre)에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적격 가정 및 개인에게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록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크레디트가 지급됩니다.

WELCOME POLICY 연간 크레디트는 얼마나 되나?
아동 및 청소년(만 0-24세)은 $494, 성인(만 25세 이상)은 $230가 지급됩니다.
이 크레디트는 승인 날짜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며 모든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을, 겨울, 봄 및
여름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모든 계절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WELCOME POLICY 신청은 어떻게 하나?
사회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토론토 거주자는 사전승인을 받으며, 크레디트는 해마다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 케이스워커에게 문의하십시오.
사회복지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해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만 18세 이상
o 토론토 거주
o 세전 가구소득이 캐나다 통계청 저소득기준(Statistics Canada Low Income Cut Off)보다 적은 가정 (관련
웹사이트: toronto.ca/wp)
신청서를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o Welcome Policy 신청 전화 416-338-2000(청각장애인용 전화(TTY) 416-338-3195)으로 전화하면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o 지역사회 문화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가져가십시오
o 웹사이트 toronto.ca/wp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십시오

신청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신청서의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모든 증빙 서류의 사본을 보내십시오(원본은 보내지 마십시오). 인정되는 증빙
서류를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toronto.ca/wp를 방문하거나 전화 416-338-2000(TTY 416-338-3195)으로 문의하십시오.
신청서에 서명한 다음 증빙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보내십시오:
o 우편: City of Toronto, Welcome Policy Application, 55 John St. – Mailroom, Toronto, Ontario M5V 3C6
o 토론토 취업지원 및 사회복지 서비스(Toronto Employment and Social Services) 사무소 또는 시민회관에
직접 가서 제출하십시오.
o 팩스: 416-338-5046 (팩스는 개인 정보를 보내기에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심사가 끝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심사 결과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o 승인됨
o 추가적 정보를 제출해야 함
o 승인되지 않음 – 이유 설명
• 신청이 승인된 날짜에 신청인의 계정에 연간 크레디트가 추가됩니다.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록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록일은 9월, 12월, 3월 및 6월 중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등록 개시 예정일을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toronto.ca/torontofun을 방문하거나 전화 311로 문의하십시오.
등록은 1, 2, 3으로 간단하게 끝납니다!
1단계:

가정번호(Family Number) 및 클라이언트번호(Client Number)를 받으십시오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면 가정번호와 아울러 각각의 가족에 대한 클라이언트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번호는 Welcome Policy 승인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단계:

프로그램을 선택하십시오
등록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지역의 등록 개시일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선택하려면
웹사이트 toronto.ca/torontofun을 방문하거나 시청, 시민회관, 지역사회 문화센터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FUN Guide 프로그램 안내문을 참고하십시오.

3단계:

되도록 빨리 등록하십시오
많은 프로그램이 빨리 자리가 다 찹니다.
미리 가정번호 및 클라이언트번호를 받고 프로그램을 선택해 놓으십시오.
등록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웹사이트 toronto.ca/torontofun를 방문하십시오. 온라인 등록은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전화: 터치톤 전화(TTR) 416-338-0000
 교환원을 통한 전화: 416-338-4386 – 고객서비스 담당자를 통해 등록
 직접 방문: 지정된 등록 장소에 직접 가서 등록하십시오. 등록 장소를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toronto.ca/parks/registration를 방문하거나, 311로 전화하거나, 관내 지역사회 문화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ELCOME POLICY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 우리 가족에게 어떤 레크리에이션이 필요한지, 제공되는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각 가정마다 스스로
판달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연간 보조금이 12개월 동안 쓸 금액이라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 각종 프로그램을 한껏 즐기십시오. 하지만 등록해 놓고 다니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토론토 시에 알리십시오.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인기가 높기 때문에 대기자가 많습니다. 사정상 못다닐 경우,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지역사회 문화센터에 알리거나 416-338-4386으로 전화하십시오. Welcome
Policy 계정에 해당 크레디트가 환급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관내 지역사회 문화센터에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