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나비 레크리에이션 크레디트 프로그램
버나비 레크리에이션 크레디트
프로그램이란?
레크리에이션 크레디트 프로그램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버나비 주민들이 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크레디트를 드립니다. 크레디트 제도는 주민의 이름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등록된 달러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공원 여가 프로그램 중 어느 것이든 신청하시거나
수영장, 체력 단련 강좌, 실내 자전거 운동, 스케이트장,
헬스장 이용권 또는 입장권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골프,
개인 레슨, 생일 파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버나비 거주자이고,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A) 저소득 개인, 커플 또는 가족임.
소득 기준은 레크리에이션 크레디트 신청서에 나와 		
있습니다.
B) 장애 세금 공제 확인서(Disability Tax Credit Certificate)가
있는 장애인임.
총소득이 저소득에 해당하면 공제 금액이 장애 세금
공제액만큼 인상됩니다.
C) 사회 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로부터
생계 보조를 받고 있음.
D) 커뮤니티 리빙 BC(Community Living B.C.)가 제공하는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받고 있음.
E)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Resettlement Assistance
Program)에서 소득 보조를 받고 있음.

이자 소득이 성인당 연간 $100가 넘거나 RRSP 납부금이
가족당 $1,000가 넘는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신청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버나비 시 ‘공원 여가 문화부’ 시설		
» 온라인: burnaby.ca/recreationcredit
» 사회 개발부
» 버나비 소재 커뮤니티 스쿨
» BC 이민 봉사회(Immigrant Services Society of B.C.)
» 버나비 커뮤니티 서비스
» 커뮤니티 리빙 BC

어떻게 신청하나요?
버나비 레크리에이션 크레디트 프로그램 신청서를
받아가십시오. 신청서를 잘 읽고 꼼꼼하게 작성하십시오.
작성된 신청서는 공인 복지 서비스 기관들이 심사하여
자격 및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의
뒷면을 보십시오.

레크리에이션 크레디트는 언제
사용하나요?
공원 여가 문화 프로그램에 등록하시거나 이용권 또는
입장권 구매를 원하실 때 사용하십시오. 등록 담당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크레디트 금액이
컴퓨터 화면에 나오면 크레디트를 구매용으로 쓰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크레디트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이나 입장권을 구매하실
때 이용 비용이 크레디트 총잔액에서 공제됩니다.
레크리에이션 크레디트는 여가 활동의 비용 부담을 일부
덜어드릴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크레디트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환급금은 본인 계정에 크레디트로
돌려드립니다. 미사용 크레디트는 레크리에이션 크레디트
혜택 연도가 끝날 때 계정에서 소멸됩니다.
크레디트는 레크리에이션 크레디트 신청서 처리
시점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확인 편지를 받으시며,
이 편지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1년 후에 크레디트가
만료됩니다. 매년 재신청 여부는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크레디트는 1년에 한 번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디트는 현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04-320-2227로 레크리에이션 크레디트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버나비 공원 여가 문화 서비스부 시설은 버나비 전역에
있습니다. 활동하는 즐거움에 동참하십시오.

여가 활동은 버나비에서!
협찬:

burnaby.ca/recreation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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