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  교육과 지도자 양성 
우리 성사의 여정에는 가족, 학교 그리고 본당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0 만불을 투자하여  
성사 준비 그리고 성인 교리 프로그램들과 자료
를 연구하고 출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고용 하겠
습니다. 

아주 유명한 “Good Leaders, Good  
Shepherds”와 그 밖의 성직자들이 참여 할 수 있
는 프로그램들에 $2 밀리언을 투자 할 것입니다. 

평신도 사목 도우미를 고용하는 본당이 현재 25%
에서 35%까지 늘어 날 수 있게 하기 위해 $3 밀
리언의 자금을 확보하고 대출을 할 예정 입니다. 

각  본당들과 가족들 그리고 공립과 사립 학교의 
종교 교육자들의 유대를 더 향상 시킬 것입니다. 
이들이 사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자료들을 만드
는데 $2 밀리언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당 생활과 각 지역의 프로젝트들
상당 부분의 모금된 자금이 지역의 필요에 쓰이게 
됩니다. $26 밀리언이 각  본당들의 다양한 필요에 
따라 쓰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가 편하게 우리의 
성사 생활에 또 여러 프로그램들에 참여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본당 신
부님들께서 그 본당의 사정에 맞게 필요한 프로젝트
들을 설정 하실 것입니다.  

본당 청소년 사목
본당 재정이 탄탄치 못해 자제적으로 청소년 사목을 
위한 직원들을 고용 할 수 없을 때 그 직원의 고용을 
지원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지역의 이웃 여
러 본당들을 위해 공동 고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
다. 이 사업에 $5 밀리언이 투자 될 것입니다.

대학 교목 그리고 청년 사목
우리 대교구 안에는 400, 000명이 넘는 대학생
들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7개의 대학 교목 
사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5 밀리언을 
더 투자하여 그 교목 사목을 지속 시키고 증진 시
켜 대학들 안에 가톨릭 교회의 활동을 확고히 하겠
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널리 알리는 일
웹싸이트와 대중 매체는 우리 가톨릭 공동체들
의 소통과 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1.5 밀리언을 투자하여 우리의 공통된 목소리를 
수렴하여  발전 시킬 것입니다. 

각 본당 웹싸이트들도 모두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
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1.5 밀리언을 더 나은 하
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입 하는데  그리고 이를  
관리 하는데 투자 하겠습니다. 

10개의 본당에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중심 허브를 
설치 할 것입니다. 평신도 봉사자들이 교육을 받고,  
성직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며,  본당 신자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모두가 함께 
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설을 구축하고 관
리 하는데 $1.5 밀리언을 투자 할 것입니다. 

$2 밀리언을 투자하여 사목 번역 기구를 구축하여 
여러 언어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교구의 기반 강화: $55 밀리언
우리의 활발한 본당들은 우리의 사랑과 봉사의 복음적 사명을 
실현해 나가는 영적이며 공동체적인 활동들의 장입니다. 

성 미카엘 주교좌성당
캐나다의 가장 큰 믿음의 가족의 모 성당이며 영적 
중심인 성 미카엘 주교좌성당이 그 품위와 또 편
리를 유지 할 수 있기 위해 상당한 보수 공사가 필
요 합니다. 

$25 밀리언을 투자하여 이 대성당이 잘 유지 되어 
우리 대교구의  자랑스러운 가톨릭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새로운 본당 건립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14개
의 새로운 본당이 세워졌습니다. 한 본당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땅값과 건축 비용을 합하여 $11 밀
리언에서 $14 밀리언 정도가 필요 합니다. $20 
밀리언의 자금을 확보하여 새 본당들이 더욱 빠
른 시간 안에 공사를 시작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
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을 강화: $50 밀리언
우리 믿음의 가족은 우리 중 가장 어린 구성원들에 대한 깊은 
책임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예를 들면 독서자, 주일 학교 교사, 
본당 사목 위원 또는 사회 정의를 위해 여러 가지 창의적인  
일들을 합니다.  

이  모금 운동은 역사상 최초로 최소한 $105 밀리언을 모금 하여 우리 대교구와 
그 안의 225개의 본당들을 쇄신하고 견고케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번 믿음의 가족 모금 운동은 캐나다에서 실시된 종교 관련 모금 운동 중 그 규모가 가장 큽니다. 모든 믿음의 가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기쁘게 주님을 섬기며 걸으려 하는 저희 가족 모두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 하기를 빕니다. 

Thornhill에 위치한 노동자 
성 요셉 성당의 평신도 사목 
도우미  Vlad Mamaradlo
가  청소년들에게 진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라고 
초청하는 중입니다. 

Collins 추기경님께서 
캐나다에 있는 학생들과 
Skype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Frank Portelli신부님  
(오른쪽)은 우리 대교구 
청소년국 국장님이십니다. 

2000년부터 일년에 성당 하나씩을 지어왔으며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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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성당 
하나

Vern과 Rita Beach 
자매님들은 Oshawa에 
있는 노동자 성요셉 성당의 
문을 매일 아침 여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 미카엘 주교좌성당
$25 밀리언

새 성당 건립
$20 밀리언

기존  성당 
건물 유지
$10 밀리언

우리의 신앙을 잘 
알려주는 일에  
$6.5 밀리언

가톨릭 교육과 지도자 양성
$7.5 밀리언

본당 강화 활동과 특별 
프로젝트
$26 밀리언

대학 교목과 
청년 사목
$5 밀리언

본당 
청소년 
사목
$5 밀리언

목표 
$105 밀리언

Saulina Amaral은 교구 
교육부 직원으로서 위령회 
활동에 대하여 설명 하고 
있습니다. 

Moira McQueen교수는 
캐나다 생명 윤리 학회의 
담당   책임자이십니다.  
우리의 의견을 공공 장소에서 
지적으로, 조리 있게 또 일반 
대중이 알아 듣는  방법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

“ 우리는 늘 공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노스 욕에 
있는 한맘 본당  보좌신부인 
김 마티아 신부님은 말 
하십니다 .

Dominic Barber신부님은 
Markham에 있는  
St. Patrick 성당의 주임 
신부님 이십니다. 그곳은 
계속 발전하는 외곽 도시이고 
본당 지역 안에 8개의 가톨릭 
학교가 있어서  청소년 사목이 
아주 활발 합니다. 

대 부분의 자금 투자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웹싸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ourFamilyofFaith.ca

토론토 대교구의 사목 계획서는 
www.archtoronto.org/
pastoral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의 사목 계획 및 믿음의 
가족 모금 운동은 둘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라는 
사명을 다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Thomas Collins 추기경, 
토론토 대교구장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존 교회 건물들 유지
어떤 본당들은 자체적으로 그 성당의  
역사적이고 축성된 공간을 유지할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편리  
방침에 따라 옛 건물들은 많은 보수  
공사가 필요 합니다. $10 밀리언을  
보수가 필요한 각 본당 건물들에 투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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