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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 축하
특별 헌금
리더십: 과거, 현재, 및 미래

크리스마스 조이 헌금은 4개의 연례 특별헌금 중 하나입
니다. 미국 장로교회의 교회 전체 특별헌금은 21세기에 연
결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정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하며, 미국장로교회의 다양성으로 공유 된 사

항에 기반한 행동을 집중시키고 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헌금은 파트너십, 학습 및 증언의 기회를 제공하며 전체 교
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집단적 증거로서 교회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장로교회는 크리스마스 조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며 은퇴한 현
재와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을 돕는 헌금을 선물로 전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교회 지
도자들과 전직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있지만, 장로교 관련 학교와 대학의 사역을 
통해 유색인종 학생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수단과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회
와 세계를 위한 새로운 지도자를 부릅니다. 그들의 재능과 기술을 통해 하나님, 교회 
및 세계를 계속하여 봉사합니다.

헌금하는 방법 

아낌없이 헌금하여 주세요

더 배우거나 기부하기 위해 56512로 문자 JOY를  보내주세요

Online at presbyterianmission.org/give/christmasjoy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
 — 야고보서  1:17

온전한 선물



온전한 선물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온전한 선물

을 찾아 시간을 보냅니다. 선물은 친구와 가족에게 우리가 얼

마나 많이 알고 있고 사랑하는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대림의 

기대에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유일한 선물은 은혜 받

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유일한 선

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완벽한 선물을 줄 수는 없지만, 

신약 성서 야고보서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라는 것을 알면서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50% 

귀하의 헌금 중 50%는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위한  

장로교 관련 학교 및 대학에서 학생들이 신앙을 배우고 성장

할 수 있게 해줍니다.

50% 

귀하의 헌금 중 50%는 현재 및 은퇴한 교회 직원 및  

그 가족에게 중대한 경제적 필요를 돕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행한다면, 많은 것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정의, 평화와 연민, 용서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며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보내 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선

물을 결코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크리스마스 조이 헌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은 우리의 관대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선물은 교회와 세계

의 지도자 - 과거, 현재, 미래를 지원합니다. 

푸에르토 리코의 허리케인 마리아가 황폐화 된 후 일부는 이 헌금이 긴급 지원 

보조금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활동적이고 은퇴한 목회자는 물론 다른 교회 사역

자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장로교 관련 학교 및 대학에 장학

금 형태로 제공되어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치, 윤리 및 도

덕적인 성격을 지닌 더 나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신실하게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

했습니다.

관대하게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