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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라이프에 정성어린 지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역사를 바꾸고 진정한 발전을 도모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제 1 차 세계 빈자의 날 담화문 중에서
가톨릭 공동체는 행동으로 믿음을 구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토론토대교구는 175 년의 역사를 통해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부르심에 응해 오고 있습니다. 첫번째 주교님이셨던 미카엘 파워 주교님은 아일랜드의 대기근을
피해 이곳으로 온 이민자들을 도와 주시는 중 발진티푸스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10 년이 지난 후 샤보넬 주교님은
성요셉 수녀회에 프로비던스 하우스를 설립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프로비던스 하우스는 지금도 프로비던스 병원으로
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안에는 - 커브넌트 하우스, 성 미카엘 병원, 스카보로 제너럴 병원과
굿 쉐퍼드 센터 등 - 가톨릭 교회나 수도회들의 설립 정신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토론토대교구와 전세계에 걸쳐 중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특별 모금을 통해 공동 선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각 본당의 교우여러분들은 지역 사회는 물론 국내와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과 인도적인 구조
작업 지원 요청에 정성어린 응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황님께서 하신 가난한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라는 말씀에 따라 교회에서 운영하는 식료품 급식소나 아웃
오브 더 콜드 프로그램들과 같은 지역 주민을 위한 여러가지 봉사활동외에 더 추가된 것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여러분
은 대대로 조용하게 가톨릭 자선 사업에 전념함으로써 우리지역 사회가 보다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서로 보살피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작은 댓가도 바라지 않지만 지역사회와 우리의 이웃들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1976 년,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가톨릭 기관들을 재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포코크 대주교님은 토론토대교구에
쉐어라이프를 설립하셨습니다. 쉐어라이프 기금을 통해 현재 위험에 처해 있는 가족,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르신,
어린이와 청소년과 이민자와 난민들에게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40개가 넘는 기관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더 좋은 사회를 위한 사회 정의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며, 개발 도상국가
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먹을것을 제공하고 , 미래의 교회에 봉사할 사제와 부제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여러분이 쉐어라이프 모금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기금을 조성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 전 세계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손길을 전하는가라는 물음의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어려분들의 재정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7 년 쉐어라이프 모금 운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많은 금액을
모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모금에도 불구하고 지난 2 년동안 여러 기관들에 배정해야하는 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적자를 가져왔습니다. 모금 된 액수는 늘어났지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과 그것들을 충당하도록
요구되는 기관들의 자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 년 쉐어라이프 모금은 2017 년에 비해 약 백만 달러가 증가된 13.6백만 달러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금년 모금 운동
목표액을 달성하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를 더욱 확장시키고, 도움을 받기 위해 기관들을 찾아 오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좀더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과 연결을 시켜주는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은 여러 본당 공동체와 가톨릭 가족 기관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만든 시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몇년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을 때에 모금 운동의 총 목표액을 달성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18 년 쉐어라이프 모금 운동에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힘을 합하여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복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돕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받으신 하느님의 은총을 돌아보시면서 쉐어라이프에 지원 하실 수 있는 금액을 정성껏 책정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정성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안에서,

토마스 콜린스 추기경
토론토대교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