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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 American

지도자 세대 일으키기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15

강림절은 감사와 축하를 하는 기대와 약속의 시간입니다. 매년 우리는 성탄 

축하 헌금에 참여함으로써 교회 사역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미래의 인종 

민족 지도자들의 가능성을 키움으로써 우리의 감사를 넘치게 합니다

   

50%는 도움이 필요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은퇴한 교회 사역자와 그 가족을 재정 및 주택 수요와 함께 돕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긴급한 재정 및 의료비가 필요한 교회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50%는 장로교 유색인종 학교에서 미래 지도자들을 위한 기회를 지원합니다

• 유색인종 학생과 장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사역을 위해 유색인종 지도자를 준비시킵니다.

아낌없이 헌금하여 주세요

presbyterianmission.org/give/christmasjoy

JOY라는 문자를 찍어 20222로 보내면 10달러를 헌금하게 됨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성탄 축하
특별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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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꿈.
부르심의 분별.

한 세대가 지남에 레무엘 가르시아-아로요Lemuel Garcia-
Arroyo와 그의 조카 하시엘 헤르난데즈Jasiel Hernandez
는 장로교 팬 아메리칸 학교(Pan Am)에 다니는 동안 기독교 
리더십에 대한 부름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 하시엘은 레무엘이 팬암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곳에 진학할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꿈은 성취되었습니다. 성탄 

축하 헌금에 대한 선물로 지원되는 장학금 덕분입니다. Pan Am에 다니는 

동안 하시엘Jasiel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학생들의 주간 성경 공부를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 생활을 통해 그는 

그의 사역에 대한 부름을 굳혔습니다. 

“우리 가족은 가난했기에 재정이 없었습니다. 장학금으로 팬암에 
다닐 수 있었기에 돈을 기부한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하시엘 헤르난데즈 Jasiel Hernandez 

 
현재: 레무엘과 하시엘은 중간 공의회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설교 및 다양한 
위원회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며 이끌고 있습니다. 레무엘Lemuel
은 현재 장로교 선교국의 Racial Ethnic & Women ‘s Ministries에서 부 
디렉터를 맡고 있으며 하시엘Jasiel은 오스틴 장로교 신학교의 졸업반에 
있으며 미국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성탄 축하 헌금은 장로교 관련 유색인종 학교 및 대학에서 학생들
이 신앙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로교 팬 아메리칸
 • 졸업생의 100%가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 재학생의 약 91%가 장학금 지원을 받습니다

스틸맨 대학교
 • 미국 뉴스 및 세계 보고서의 10 년 이상 
상위권 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 교수진의 84%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메나울 학교
 • 졸업생의 98%가 대학에 진학합니다

 • 평균 학급 규모는 12명입니다

성탄 축하 헌금에 아낌없이 기부하십시오.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