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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교회를 통해

JOY라는 문자를 찍어 20222로 보내면 10달러를 헌금하게 됨

웹싸이트를 통해  
(presbyterianmission.org/give/christmasjoy)

믿음의 선물. 
소망의 메시지.
성탄절 기쁨의 헌금에 동참할 때,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 및 서로에 대해 
지니는 믿음을 자라게 함으로서 신비로운 예수님의 선물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탄절 기쁨의 헌금은 우리 교회의 미래 타인종/민족 리더십 개발을 
지원하고, 어려움에 처한 교회 일꾼들 및 그들의 가족들을 지원하면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짐을 덜어주라는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나눔에 동참하는 세 가지 방법.

세상에 주어진 신비로운 선물이신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들의 
선물을 통해 영광을 돌립시다. 성탄절 기쁨의 헌금을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선물.

성탄 축하
특별 헌금



Mariposa Duran은 힘겨운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돌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기 Mariposa는 그녀의 
할머니에 의해 입양되었다. 그녀의 할머니는 
Mariposa를 돌보고 긍정적인 가치들 및 
기회들로 그녀를 양육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약속했다.

As middle school approached, one such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다. 그것은 성탄절 기쁨의 헌금에 의해 지원되는 장로교 관련 타인종/
민족 학교 및 대학교들 중의 하나인 Menaul School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였다.

Mariposa는 부분적으로는 성탄절 기쁨의 헌금 덕택에 Menaul School이 
제공하는 모든 혜택—학업, 스포츠, 그녀가 장래에 하고 싶은 것을 꿈꾸는 것(그녀는 
가정 법원 판사가 되고 싶어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Menaul School also provides a richer experience for Mariposa. 
She explores Menaul School은 또한 Mariposa에게 더욱 풍성한 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녀는 그녀의 신앙을 탐구하고 있으며,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는 다문화 학생 기구에 가입했다. 성탄절 기쁨의 헌금에 의해 
지원을 받는 장로교 관련 타인종/민족 학교들 및 대학들은 또한 Mariposa와 같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 Mariposa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그녀의 신앙을 적용할 수 있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

다른 학생들이 Menaul School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고 질문했을 때, Mariposa는 “그곳에는 다른 어떤 학교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다양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학교는 정말 멋진 
학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성탄절 기쁨의 헌금에 당신이 드리는 헌금은 Mariposa와 같은 학생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일하는 것을 배우는 장로교 관련 타인종/민족 학교 및 
대학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회의 선물

젊은이들이 장로교 관련 타인종/민족 학교들 및 대학들에서 믿음을 키우고 
리더십 역량을 발전시키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대하게 베풀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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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 기쁨의 헌금에 의해 지원을 받는 기관들에 관하여:

Menaul School

•   6-12학년을 위한 주간 기숙 학교

•   학생과 교사의 비율이 9:1로서 학생들에게 개별적 관심을 제공함

Stillman College
•   뛰어난 풍부한 역사를 지닌 인문 과학 대학 

•   84%의 교수들이 자기 전공 분야에서 최고의 학위를 지니고 있음

Presbyterian Pan American School

•   인터내셔널 대학 준비 기숙 학교 (중등학교)
•   100%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감

혹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고 계십니까?... 
•   8학년까지의 학업 성취력이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척도라는 것을.1

• 중등과정 이후의 교육을 요구하는 직장의 숫자가 지난 40년 동안 두배로 
증가했다는 것을.2 

• 은퇴하는 시기까지 계산해 볼 때 학사 학위를 지닌 자들이 고등학교 
졸업생들보다 65%이상을 벌며,3 학사 학위를 지닌 자들의 고용률이 
고등학교 졸업생들보다 두 배나 된다는 것을.4

•   라틴계와 북미 원주민들과 흑인 학생들의 대학 졸업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증가하기는 했지만, 백인 학생들과 소수인종 학생들의 졸업 비율 
사이에 아직도 14%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