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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특별헌금은 은퇴목사들이 기쁨과 존엄성으로 살도록 

도와줍니다 
 

식료품 쇼핑은 Gloria Casasus-Urrutia 목사의 불안으로 가득 찬 경험이 

되었습니다. 푸에르토 리코의 San German에 있는 Porta Coeli 교회에서 

2006년 퇴직한 지 10년 만에 그녀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돈을 확보하기 위해 각 품목의 가격을 기록하고 모든 것을 합산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녀의 상황으로 인해 그녀는 2년에 걸쳐 4번 이사를 했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살 곳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허리케인 마리아가 강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들었 듯이, 푸에르토 리코의 대부분은 황폐 해졌고, 

글로리아는 정신적 고뇌와 신체적 문제로 인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공황 발작을 일으켰고 기관지염을 앓았고 팔이 탈구되었으며,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저의 강아지를 며칠 동안 입원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자인 그녀는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 우리가 많이 

전하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녀가 가진 

빈약한 조항들을 감사하며 그녀는 폭풍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셨습니다.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글로리아는 교회의 연금국에 연락하여 소득 증명서를 

요청하여 정부 혜택을 신청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늦게 사역을 시작하였기에 그녀의 연금은 제한된 재정 자원이었고, 

소규모 회중을 섬겼기 때문에 더욱 작았습니다. 이사회의 서비스 전문가인 

마리아 페리Maria Perry는 글로리아의 매우 적은 소득을 보고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글로리아는 말합니다, “터널 끝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연금국 

보조 프로그램의 보조금 덕분에 조금 나아졌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회중이 성탄절 특별 헌금으로 낸 선물로 지원됩니다. 

 

글로리아는 그녀의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보조금으로 그녀는 자동차를 고칠 수 있었고 식료품 쇼핑은 

더 이상 그런 걱정거리가 아니 되었습니다. 

 

글로리아는 성탄절 특별 헌금과 그들이 지원하는 연금국의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선물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글로리아는 특히 장로교 

가족들이 자신이 받은 축복을 나누기 위해 자신의 십일조를 회중의 



헌금으로 충실하게 드리는 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장로교인들의 

관대함과 연금국의 사업이 “선한 목자”의 보살핌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이 제안은 또한 다양한 지역 사회를 갖춘 장로교 관련 학교 및 대학을 

지원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행한다면, 많은 것을 이룹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Let Us Pray ~ 
겸손한 출생부터 주님의 온전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힘과 은혜가 주님의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것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겸손한 선물을 제공합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