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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Survey of Pastors.” Research Services  for the Presbyterian Church (USA).

믿음의 헌금
대강절 및 성탄의 계절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게 됩니다. 성탄절 기쁨의 헌금에 
동참하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 일꾼들을 지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한 미래의 타 인종/민족 지도자 개발을 지원함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를 표할 수 있는 한 방식입니다.

관대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세상에 주어진 신비로운 선물이신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들의 
선물을 통해 영광을 돌립시다. 성탄절 기쁨의 헌금에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Text JOY to 56512 to learn more 
or to give to the Christmas Joy Offering.

성탄 축하
특별 헌금



여러분이 참여하는 성탄절 기쁨의 헌금은 우리 교회를 매우 신실하게 섬긴 
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관대한 헌금을 기대합니다.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베풀기
Jim Irwin이 연금국 지원 프로그램—
성탄절 기쁨의 헌금에 의해 지원됨—을 
통해 받는 도움이 교회 일꾼들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직접 
경험한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목사로서 시골의 작은 교회들을 섬겼던 
짐의 아버지는 1962년에 심장 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으로는 학교에 다니고 있던 네 아들이 있었고--그 
중 한 아들은 막 목회의 길에 접어 든 상태에 있었음--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연금국 지원 프로그램이 이 가족의 주거 문제를 돕고 장기적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Irwin 사모님은 여생을 캔사스에 위치한 Sterling Presbyterian 
Manor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또한 그녀의 아들들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지지 않고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Jim
은 의과 대학에 가서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그와 그의 아내 Francie는 
성탄절 기쁨의 헌금에 신실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Jim은 헌금을 할 때마다 그의 
어머니가 오래 전에 받았던 지원과, 그러한 지원이 오늘날 많은 가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Jim은 “우리가 성탄절 기쁨의 헌금에 항상 참여하는 
것은 그것이 일생 동안 교회를 섬기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삶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탄절 기쁨의 헌금은 섬김을 통해 많이 베푼 자들에게 돌려주는 한 
통로입니다.

2015년에, 성탄절 기쁨의 헌금에 많은 분들이 동참함에 따라 연금국 지원 
프로그램은 도움이 필요한 600여 이상의 가구들에 380만불의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 220만불이 소득 보조금으로 300여 가구들에 제공되었습니다.

• 약 130만불이 주거 보조금으로 200여 이상의 가구들에 제공되었습니다.

• 25만불이 비상 지원금으로 100여 이상의 가구들에 제공되었습니다.

성탄절 기쁨의 헌금을 통해 연금국 지원 프로그램은 교회 일꾼들 및 그들의 
가족들에게 필수적인 사역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장로교 성직자들에 대한 최근의 
설문조사를 보면,

가 은퇴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156%

가 의료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142%

의 목사들이 졸업할 때 4만불 이상의 빚을 지거나 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140%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