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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형제 자매 교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셀 수도 없이 많은 도움의 손길들에 압도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캐나다 사회에서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정신 건강 문제,
급증하는 가정의 해체, 감당할 수 없는 주택의 극심한 부족등,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크리스찬 희망의 렌즈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런 문제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전임자의 한 분이신 샤르보넬 주교님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회 지지 체계의
대부분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때부터 신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급성장하는 교구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여러가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던 주교님은, 성 요셉 수녀원 원장님이신
델핀 폰트본 원장수녀님을 포함한 네 분의 성 요셉회 수녀님을 토론토로 보내 달라고, 필라델피아
주교님께 청하셨습니다.
델핀 원장수녀님은 불과 4년 만에 그 수녀님의 사목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수십
명의 새 수녀님들과 함께 학교를 신설하였으며, 고아원을 개설하고 모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수백
명의 가난한 노인, 병자, 새 이민자들이 살 수 있는 프로비던스 하우스를 세울 계획을 하였지만,
수녀님은 안타깝게도, 42세의 젊은 나이에 발진티푸스에 걸려 돌아가셔서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수녀님을 본보기로 삼아 따르도록 격려하며, 오늘도 델핀 수녀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손을 내미는 길은 바로 지금의 쉐어라이프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보여주시는 충실한 나눔을 통해 쉐어라이프 기관들은, 우리들 중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쉐어라이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위기에 처한 가족, 전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노인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비롯해,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도와주고 있는
43개의 기관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프로비던스 하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 욕구를 돌보는 장기요양 시설인 추기경 암브로지크 프로비던스 하우스가
바로 이 기관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우리 기관들이 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본당 모금 운동 목표인
1,380만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기관들이 다음과 같은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정신 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약이 필요 없는 상담을 제공합니다

•

가정폭력의 희생자를 돕습니다

•

고립된 노인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돌봄니다

•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

본당의 사목자로써 우리를 이끌어 줄 성직자와 부제들을 양성합니다
이 사람들 외에도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델핀 원장수녀님이 남기신

영웅적 봉사의 유산을 이어나갑니다.
이 목표는, 오직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을 때에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쉐어라이프에
희생적인 기부를 하심으로써 오늘날의 영웅 세대에 합류하도록 초대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축복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쉐어라이프를 재정적으로 도와주시며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델핀수녀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복음을 실천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토마스 콜린스 토론토 대주교 올림
추신: 작년에 여러분이 보여주신 관대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14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연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