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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내 마음속 빛나는 영웅의 
이야기를 소셜 미디어에 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챙겨 주세요. 먼 
타지에 사는 친구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선물해 봐요.

크리스마스 트리 별 장식 위에, 내게 
선한 영향을 준 친구의 이름을 적고 사진 
찍은 뒤 그 친구 이야기를 소셜 미디어에 

올려 보세요. 

예수님처럼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떠올려 보고 온라인상에 감사한 마음을 
적어 보세요.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마음에 평화를 
선물하세요.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해 줬던 

그림이나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올려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을 
기릴 수 있습니다. 조상 중 한 분에 대해 
알아보고 그분에 얽힌 이야기를 소셜 

미디어에 공유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요. 지역의 푸드뱅크에 
기부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식품을 

전달해 봐요. 

예수님은 가족을 돌보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 앉아 

서로에게 사랑하는 이유를 말해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동영상 "아기 예수"를 시청하면서 나에게 
희망을 주는 장면을 캡처해 소셜 미디어에 

공유해 보세요. 이유도 나누면 좋겠죠?

예수님이라면 먹을 것을 이웃과 어떻게 
나누실까요? 간식을 두 접시 준비해서 한 

접시는 친구에게, 다른 한 접시는 그 친구의 
친구에게 나눠줘 보는 건 어떤가요?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세요. 동화책을 하나 읽어 

주는 건 어떨까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찾아 
사진을 찍고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내 삶에 빛을 
가져다주시는지 설명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합시다. 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을 떠올려 보고 친절로 보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웃을 보살피셨어요. 여러분도 
지역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성탄절 선물을 구입하거나, 기프트카드를 
사거나, 온라인에 긍정적인 리뷰를 남겨 

보세요.

지역 요양 시설에 연락해 보세요. 
그곳에 계신 분들이 안전하게 성탄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물어보세요.

#세상을비추라 미션을 생활화하는 것을 
새해 목표로 삼아 봅시다. 내 목표를 

망설임 없이 온라인상에 공유해 봐요.

예수님처럼 나누어 주세요. 자선 단체에 
기부하거나 근처 비영리 단체에 자원봉사를 

신청하고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 
링크를 공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의료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게시물을 올려 보세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북돋아 
주세요.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담은 

쪽지로 이웃의 현관을 꾸며 주고 사진 
찍어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함께 
금식합시다. 끼니를 거른 만큼의 비용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 그 단체의 
홈페이지 링크를 공유해 보세요.

부모님께, 또는 내게 부모님 같으신 분께 
사랑을 전해 보세요. 전화를 드리거나, 

찾아뵙고, 소셜 미디어에 그분들에 관한 
글을 써서 올려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노래 
부르고 봉사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조용한 

장소를 찾아, 무엇이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이야기를 통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가능한 많은 가족 구성원을 원격 가족 
모임에 초대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 

보세요.

누가복음 2장의 첫 절을 읽는 동영상을 
공유하고, 그다음 절을 읽고 영상을 올릴 
친구를 태그해 봅시다. 20절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챌린지를 해 봅시다!

2020년
12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천사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땅에서는 평화요 

사람들 중에는 기쁨이로다.” 이 약속은 올 12월에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 

우리도 매일 봉사하면서 2020년을 희망차게 마무리합시다. 달력 속 메시지를 통해 

하루하루 세상을 비출 새로운 영감을 얻으세요. #세상을비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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