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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소사이어티, 
치매 환자 가족·간병인 위한 세미나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

리’를 비전으로‘웰 비잉, 웰 에

이징, 웰 다잉’을 캠페인을 전개

하고 있는‘소망소사이어티’     

(이사장 유분자)가 치매 환자 가

족과 간병인들을 위해 화상 세

미나를 2월 11일 (목)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연다.

‘성격과 행동 변화에 따른 대

응 방법’을 주제로 열리는 이

번 세미나는 알츠하이머 오렌지

카운티협의회와의 협력사업으

로‘치매 환자 돌봄을 위한 가족, 간병인 전략 교육’

이란 주제 아래 각각 3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진행되

는 교육 가운데 두 번째 교육이다.  이 교육을 통해 치

매 환자 가족이나 간병인들은 환자를 돌보는데 있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참여자 간에 정보 교

환도 가능하다. 

소망소사이어티 측은“치매 환

자의 성격과 행동에 대한 이해와 

함께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나타

낼 때 가족이나 간병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들

을 사례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

석 인원 제한은 없다. 세미나 참

석을 원하는 사람은 2월 9일(화)

까지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하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문의 및 참가 신청: (562) 977-4580

                                    somang@somangsociety.org

CA주, 스몰 비지니스·
비영리 단체 2차 

무상 지원 신청 접수

굿핸즈 파운데이션, 
저소득층·시니어 무료 세금 보고

굿핸즈 파운데이션(대표 제임스 조)이 저소득층과 

시니어 대상으로 오는 4월 3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마다 세금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은 

오전 9시~오후 1시까지이다.

무료 대행 서비스는 코로나19사태로 대면 서비스 

대신 드롭 오프 방식으로 제공한다. 세금 보고 시 필

요한 서류인 ●2019년 세금보고서 사본 ●신분증 ●

소셜시큐리티 카드 ●2020년 세금보고 관련 서류 복

사본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을 정해진 장소에 드롭 

오프한 후 7~10일 후에 찾아가는 방식이다. 

장소는 애너하임의 웨스트 애너하임 유스센터(320 

S. Beach Blvd., Anaheim, CA 92804) 또는 폰데로사 

패밀리센터(320 E. Orangewood Ave., Anaheim, CA 

92802)이다.

굿핸즈 파운데이션의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이

용하려면 개인 또는 가족 연소득이 6만7000달러 이

하여야 하며 2017년 이후 한 번이라도 세금보고를 

했어야 한다.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세무, 세법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로 운영되는 굿핸

즈 파운데이션은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세금보고 

시즌마다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A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스몰 비즈니스 업체와 비영리 단체들을 위한 무상 

지원 프로그램(the CA small business COVID - 19 

Relief Grant Program)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운

영한다. 선정된 업체, 비영리 단체들은 매출 규모에 

따라 5천 달러에서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지원 받

을 수 있다.

 

지원 신청 기간은 이달 8일 저녁 6시까지이며 대상

은 2019년 6월 1일 이전부터 운영해 온, 연매출 천 달

러~ 250만 달러인 스몰 비지니스 또는 비영리 단체

이다.

 

스몰 비즈니스에는 1인 업체(sole proprietor),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1099 Form을 받는 

근로자(1099 work), C, S - corporation, LLC, 동업 

기업(Partnership) 등이 포함된다. 여러 사업체를 운

영하는 경우 수입이 가장 높은 1곳만 신청할 수 있다.

비영리 단체들은501(c)(3)와 501(c)(19), 501(c)(6)를 

보유한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있다.  

 

지원 신청은 웹사이트(https://careliefgrant.com/)

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시 비즈니스 인증서(Signed 

certification used to certify your business), 2018년 또

는2019년 세금 보고서, 사진이 첨부된 CA 주 발행ID 

등을 업로드해야 한다.

 

선정 업체는 이달 11 - 18일 사이 연락을 받게 되며 

연매출 천 달러~10 만 달러는 5천 달러, 10만 달러 ~ 

백만 달러는 만 5천 달러, 백만 달러~250만 달러는 2

만 5천 달러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 지원금 신청 사이트 화면. 사진=careliefgrant.com캡처▲ 굿핸즈 파운데이션의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에서 봉사할 스태프들. 

                                                                     사진=굿핸즈 파운데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