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vent is the season of the four Sundays leading up to 
Christmas Day. The word “Advent” comes from the Latin word 
adventus, which means “arrival” or “coming.” It is a season of 
waiting and preparation before celebrating the birth of Jesus, a 
time to prepare our hearts and our homes for Christmas. We 
live in a society that tells us that we can have what we want, 
instantly. The message of Advent challenges this, and invites us 
into a time of intentional waiting. - From Faithful Families for 
Advent and Christmas by Traci Smith (Chalice Press, 2020)  

크리스마스 4 주전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한 달간 마음과 가정이 

더욱 온전히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즉시 주문하여 얻어내는 

것이지만,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께 집중하며 기다리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Christmas 2020 will be strange, as we celebrate at home 
during a pandemic. But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God’s 
love or from entering into the true meaning of this season!  

2020 년 크리스마스를 펜데믹 중에 집에서 보내며 기분이 안 

날 수 있지만,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예수님의 탄생의 참 의미를 온전히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You are invited to join this journey of preparation to 
celebrate the birth of Jesus.  Let’s create holy space in 
our home and life, so we can focus on the Advent values 
of hope, peace, love and joy. Every Sunday evening 
during Advent, let’s do a spiritual practice together.  

예수님의 탄생을 온전히 준비하는 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가정과 삶에 

거룩한 공간을 준비하고, 대강절 기간에 소망, 평화, 사랑과 기쁨의 주제들을 함께 

묵상해봅시다. 매 주일 저녁에 가정에서 영적인 훈련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Advent 2020 PREPARATION 

대강절: 성탄의 계절을 함께 준비해요! 



 
 

1. Create a “holy space” in your home  
Designate a quiet corner of your home where your family can 
gather to pray and share. You can put a small table there, with 
Christmas objects like a nativity scene, Advent candles, Advent 
calendar, “The Wonder of the Greatest Gift” (Advent storybook 

and pop-up tree) 가정이 함께 모이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지정하고 성탄절을 준비하게 도와주는 물건들을 비치한다.  

 

2. Advent Candles (optional)  
Find 5 candles around your home (4 weeks + Christmas Day).  Arrange on the table in 
your “holy space”. We will light them each Sunday evening during Advent Family Time.  

4 주 플러스 성탄절 날에 켤 수 있는 초 5 개를 준비하고 지정한 “거룩한 공간”에 둔다.  

매 주일 저녁 “Advent Family Time” 에 함께 초를 켜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3. Advent Family Time: Use Weekly Guidelines from P. Stacy  
Each week’s guide will have the weekly Advent theme, short Bible reading, a prayer, and 
some activities. Gather around your special space and follow the guidelines for a special 

family time each Sunday evening of Advent 2020. 매주 준비 해드리는 가이드를 사용하여 

가족이 함께 그 주의 주제와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가정이 함께할 액티비티도 제공합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가정이 더욱 하나 되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Advent 2020 

• Week 1 (11/29/20) – Hope 

• Week 2 (12/6/20)   – Peace 

• Week 3 (12/13/20) – Joy 

• Week 4 (12/20/20) – Love 

Advent 2020 PREPARATION 

https://www.amazon.com/Wonder-Greatest-Gift-Interactive-Celebration/dp/1496427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