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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 사람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오늘자 교회 SNS
교회 공식 페이스북과 카톡,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크리스마스 상징”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상징물이 있는 
이미지 선택, 공유하기

여러분의 가족들을 떠올려 
보고 가족들을 위해 작은 
봉사를 해보세요. 방을 청소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학교 친구나 직장 
동료 중 어색한 사람이 
있나요? 평소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점심을 
먹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자비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작은 
기부를 해보세요.

헌혈을 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타적인 봉사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지친 하루를 보내고 위안이 
필요할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경전 구절을 나누어 
보세요.

친구나 가족들과 서로를 
기억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을 
교환해 보는 건 어떨까요?

친구나 가족에게 격려가 
담긴 이모티콘과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작은 기프티콘도 
함께 보낸다면 더욱 좋겠죠?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느끼는 것들을 미술, 
노래, 시 등을 통해 표현하고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보세요.

직장 상사나 선생님, 이웃, 
가족에게 22일 성탄절 특별 
예배에 초대하는 카드를 
써서 전달해봐요. 그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함께 가도록 
권유해 봐요. 거절당해도 
기죽지 마요

친구, 자녀,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다음 주 일요일에 있을 성탄절 
특별 예배 모임에 누군가를 
초대해 보세요.

오늘자 교회 SNS 
교회 공식 페이스북과 카톡,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몬슨 회장님이 말씀하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읽고 
가족과 크리스마스에 함께할 
일 계획하기

오늘 하루 동안 긍정적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로 맞이해 
주세요.

최근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의 멘토나 은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해주신 것들을 
적어 봅시다. 적은 내용과 
함께 그분들께 감사 메시지를 
보내세요.

작은 사업체를 방문하여 
대표님을 만나 봅시다. 
적절하다면 온라인으로 이 
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를 
남겨 보는 건 어떨까요?

주변에 있는 한부모 가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 가정의 
아이들을 대신 돌보아 주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을지 하나님께 
여쭈어 봅시다.

크리스마스 특별 가정의 밤
특별 가정의 밤을 하며 가족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세상을비추라#light
theworld 남기기

부모님께 "소원 들어주기 
쿠폰"을 드려 봅시다. 이제까지 
부모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값진 선물들과 그에 대한 
감사함도 함께 편지에 적어 
전달하면 좋겠죠?

오늘자 교회 SNS
교회 공식 페이스북과 카톡,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제일회장단의 크리스마스 
특별 메시지 보기

매일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비추라는 미션을 새해 목표로 
이어가 봅시다.

휴대폰에 매일 알림을 받고 싶으신가요? 
LightTheWorld.kr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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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종종 반짝이는 불빛과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것이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이 달력으로 성탄절을 
기념하는 진정한 이유를 기억하세요. 
여기에 나오는 미션을 매일 하지는 못해도 
괜찮아요!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봉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년 내내 세상을 비출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매일 매일이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갈 기회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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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예수 탄생 축하에 함께하세요

LightTheWor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