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2 월
친애하는

께,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강도 피해자를 만난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그의 이웃인지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먹을 것을 찾는 노숙자처럼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들, 갓난아기를 혼자 기르는 젊은 엄마, 혹은 중독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 눈에 잘 띄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77년이 되는 토론토 대교구 역사는 이 비유의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펼쳐가면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인 훌륭한
예가 쉐어라이프를 위한 우리의 지원입니다.
쉐어라이프는 가톨릭 사회 복지 기관들이 하는 일들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립 포커크 대주교님께서1976년에
설립하셨습니다. 현재 40개가 넘는 기관들이 우리의 연례 기금 모금의 혜택을 받아서,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극박한 처지에 있는 가족, 전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연로하신 분들,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해
이민자와 난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사회 정의 프로젝트 지원, 개발도상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미래에 본당에서 사목할 사제와 부제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쉐어라이프는 기금 조성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손길을
전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쉐어라이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교구 본당 캠페인 목표액 1,380만 달러를 달성하는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예약 없이 찾을 수 있는 워크 인 상담을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기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고립된 노인들이
잊혀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다른 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복음을 실천하는” 쉐어라이프의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선물을 묵상하며, 저와 같이
쉐어라이프에 최선으로 기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선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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