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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 특별헌금은 노숙자 학생에게 희망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고등학생인 데본 켈리Devon Kelly는 전화할 집이 없었으며 희망도 거의 

없었습니다. 

 

14살 때부터 그는 머리를 누울 곳을 찾아 잠을 청했습니다. 그는 사촌, 

친구, 할머니, 숙모와 함께 지냈습니다. 때때로 그는 밤을 야외 공원 

벤치에서 보냈습니다. 정신 질환 및 기타 의학적 문제가 있던 그의 

어머니는 데본과 그의 형제를 돌볼 능력이 없었습니다. 

 

"시카고의 사우스 사이드에서 자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18세에 저는 총기폭력으로 여러 가족을 잃었습니다. 저는 

다른 가족들을 사법 제도로 인하여 잃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또 다른 

통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체적인 모습과 그의 삶은 그의 고등학교를 방문한 

앨라배마의 타스카루사Tuscaloosa에 있는 유서 깊은 흑인 대학인 스틸만 

칼리지Stillman College의 입학 담당자를 만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데본은 자신이 "대학에 갈 희망이 없다"고 가정했지만 "POP TARTS®"로 

시작한 "마음이 통한 대화"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데본은 학교의 POP 

TARTS® 자동 판매기 앞에서 Stillman 입학 담당자와 부딪혔습니다. 

 

데본은 말합니다, “그 때, POP TARTS®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의 삶을 위한 더 큰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 듯이 주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움직이십니다. 

 

데본은 스틸만을 성공할 수 있는 곳으로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 냈습니다. 

 

그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찾았습니다. 

 

현재 데본은 앨라배마 대학교에서 사회사업 석사학위를 추구하고 있으며, 

자신과 같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심각한 역경을 겪을 때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illman은 저를 오늘날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자 

하는 욕구,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려는 열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업료가 비교적 적고 관대한 재정 지원 패키지로 인해 데본의 삶을 

변화시킨 스틸만의 여정은 가능했습니다. 미국장로교회의 성탄절 특별헌금 

선물은 스틸만이 데본과 같은 학생들에게 다가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탄절 특별헌금은 데본과 같은 사람들이 희망과 더 나은 미래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성탄절 특별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온전한 선물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Let Us Pray ~ 
주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주시면서 우리를 향해 움직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 헌금으로 우리가 나누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님의 온전한 선물을 

가리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학생들이 교회의 존재와 주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동안 그들의 잠재력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