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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은 네 번의 연간 특별 헌금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장로교의 전교회적인 특별 헌금은 21세기에 
교회 간의 유대관계의 의미를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국장로교의 다양성을 응집하여 공통의 관심사에 믿음의  
행동을 집중시키고 이를 실행시킵니다. 이 헌금은 협력, 학습, 
증거의 기회를 제공하며, 전체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동으로 증거하는 교회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

했던 전현직 지도자들을 지원합니다. 이 관대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연금국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와 과거의 교회 지도자를 돕는 동안에도, 하나

님은 새로운 지도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소수 

인종 공동체를 육성할 장로교 관련 학교와 대학

에서의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학생들이 더 밝은 

미래와 향상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을 제

공함으로써, 미래에 그들이 재능과 기술을 사용

하여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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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하는 방법

교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pcusa.org/peace-global 
에서 신용카드로 하실  

수 있습니다

91999 번에  
CHRISTMASJOY 라고  

문자를 보내시거나  
pcusa.org/christmasjoy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50%
의 특별헌금은 소수인종 공동체를 

육성하는 장로교 관련 학교와  
대학에서, 학생들이 신앙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헌금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드리면, 많은 것이 됩니다!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을 하시면,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골고루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메그 슈만 목사의 경력은 긴 여정이었습니다. 2007년 목회학 석사를 취득했지만,  

안수의 길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안수 금지 때문에 그녀는 동물 

보호소에서 일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2018년 앨러바마 어린이 병원에서 안수를 받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일 년 뒤, 그녀는 앨러바마의 소명을 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헐쉬 메디컬센터에서 필요한 일이 있을 때면 병원 목사로 일하면서,  

커피숍에서 파트타임을 하고, 또 마켓 스퀘어 교회에서 임시 목회직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커피숍이 문을 닫으면서, 주요 수입원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연금국은 긴급 보조금을 지원했고, 이 어려운 시기,  

그녀는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모두 되찾았습니다.

“장로교인 여러분들의 관대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은  

하나님이 부르신 메그와 같은 이들에게 지원과 회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기부는 꼭 필요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아기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 쉐릴 게일런 목사, 칼라일 노회의 노회 (임시) 총무

지역 사회를 위협하는 어린 소녀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 때문에, 새라 발렌티나  

헤르난데즈 솔라헤의 부모는 딸을 미국 텍사스 주 킹스빌에 있는 장로교 팬아메리칸 

학교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언니도 먼저 이 학교로 공부하러 와있었습니다.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이 부분적으로 기금을 대는 장학금 덕분에, 이 학교에서의  

경험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 되었습니다. 새라는 의예과 학생이고, 언니는 휴스턴에서 

일하는 건축가입니다. “팬아메리카라는 기독교 공동체는 제가 자아와 믿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 곳입니다” 라고 새라가 말했다.  

“저는 이곳에서 축복 받았습니다.”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과 기도의 나눔을 통해, 각각의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중요한 재원은 팬 암  

뿐만 아니라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중점을 둔 장로교 관련 학교나 대학에  

위탁된 학생들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 고든 A. 고븐스, 장로교 팬아메리카 학교 교장

50%
의 헌금은 현재 심각하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전현직 교회  
사역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