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 헌금은 주택의 보안, 형평성 및 공정성을 지원합니다.   

10 년 이상 동안 Monica 는 Jersey City 아파트에서 평화롭게 살았으며 집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새 집주인이 자신의 건물을 인수하자 모니카는 법정 소환 통지를 받았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집주인은 그녀가 임대료 지불에 늦었거나 임대료 인상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웃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모니카는 법정에 반복적인 출석을 했으며 모호한 혐의가 기각될 때마다 그녀는 법적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막아 냈지만 모니카는 번거로움에 시달리며 언젠가 집주인이 그녀를 쫓아낼 것에 점점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지 시티에 같이 가 보십시다. 저지 시티의 광범위한 다 종교 단체인 지도자 개발, 지역 사회 강화 

및 정의 추구는 합리적이고 저렴한 거주지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일합니다.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 헌금은 그들의 중요한 일을 돕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 그룹 회장인 Diane Maxon 은 Jersey City 에 약 4,000 개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Monica 의 새 집주인은 건물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고, 건물을 개조하고, 임대료 통제 

위반으로 임대료를 크게 인상하고 그리고 다른 주택 규정을 위반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슨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불법으로 퇴거 당했고 임대료는 원래 세입자가 지불한 금액의 

3 배까지 오르는 불법이 거행되었습니다.” 

3 일 안에 아파트를 비우라는 통지를 받은 모니카가 가장 최근 법원에 출두했을 때, Jersey City 

Together 는 동행할 그룹을 조직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이 책정된 법적 대표를 찾도록 도왔습니다. 

이전에는 법률 시스템만 직면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법률에 대한 더 많은 지식과 Jersey City 

Together 의 존재로 무장했습니다. 그녀는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 헌금으로 주택 보안과 경제성을 높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 더럼 Durham에서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 헌금은 공공 소유의 땅을 저렴한 



주택에 사용하도록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신앙 단체 및 시민 단체의 연합인 더럼 CAN 을 

지원합니다. 400 개가 넘는 저렴한 주택이 건설되었습니다. 시리아의 홈스 Homs에서는 내전 중에 

파괴된 40 채의 집과 아파트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 도시의 거주자는 폭력이 가라 

앉은 후 처음으로 도시에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지 시티에서 더럼, 시리아의 홈스, 및 기타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에 –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 헌금은 사람들이 살기에 알맞은 장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봉헌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선물은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한다면 많은 것을 더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 

보호의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감싸 주옵소서. 안전한 곳에 살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거리를 회복하고 집을 짓기 바랍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