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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AUL 학교는 아이들을 새로운 경로에 세움  

 
토니Tony와 릴리아 아카발Lilia Acabal은 몇 년 전 새로운 이민자들이 직면한 

투쟁에 대해 깊이 기억합니다. 

 

토니의 가족은 15세 때 1987년 폭력에 시달리는 과테말라를 도망쳤습니다. 

2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10년간의 내전은 매번 위험에 처했습니다. 

릴리아의 가족은 14살 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토니에게는 모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어려웠으며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릴리아는 여전히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시작할 때 겪었던 외로움을 기억합니다. 

 

토니와 릴리아는 자신의 자녀인 마르코, 셀레스테, 루이스에게 자신이 해야 

할 희생을 고려하여 뉴 멕시코 앨버커키에 있는 미국장로교 관련 중학교인 

메나울 학교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교육적, 영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모든 수준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동체에 속한 것처럼 느끼고,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릴리아는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학생들 및 교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합니다." 

 

2019년 졸업생인 아들 마르코는 메나울이 “도전적인 경험” 임을 

인정하면서 교사들의 심려와 소규모 수업들은 학생들의 성공을 돕는다고 

전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학교보다 메나울이 훨씬 더 많은 “영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업”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ony와 Lilia는 자녀를 Menaul에 보내기 위해 재정적으로 희생했지만, 

자녀들의 학교가 다른 사람들의 관대함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장로교회의 성탄절 특별헌금에 선물을 보내면 메나울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60%에게 장학금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기회에 감사하는 토니와 릴리아는 학교에서 가장 충실한 자원 

봉사자들입니다. 그들은 댄스 및 다른 학교 행사의 빈번한 동행 

보호자이며, 간호사인 Tony는 학교가 후원하는 캠핑 여행이 견인 의료 

용품으로 학생들을 동반합니다. Tony는 말합니다, “Menaul이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무언가를 돌려주고 싶습니다.” 

 

Acabal 가족은 성탄절 특별헌금에 대한 선물로 함께 모이는 전국의 

장로교인들 덕분에 한 세대의 먼 길을 왔습니다. 이것은 장로교 관련 

학교와 대학들이 수년에 걸쳐 유색인종 공동체를 지원하면서 이들 

젊은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선물은 교육뿐만 아니라 

미래의 교회 지도자로서의 영적 각성과 신앙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또한 과거와 현재의 교회 일꾼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관대하게 주세요. 

 

다같이 기도합시다 Let Us Pray ~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부모들을 

강화하고 격려하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한 기회를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청소년들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