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사 순 절 달력 청파감리교회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달력은 
한희철 목사의 「지킴20 버림20」과
기독교환경교육센터의 <탄소 금식 40가지>를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2/26 창 18:1-10
성회수요일

환대의 사람
전구 한 개 빼기

27 창 3:8-13

정직하게 살기
1시간 이상 걷기

28 요 4:10-18

나의 목마름 살피기
계단 자주 이용하기

29 창 22:1-14

주께 순명하기
신토불이 음식 먹기

3/1      
사순절 제1주

2 요 1:43-51

자기답게 살기
안 쓰는 전등 끄기

3 삼하 16:5-14

낮은 곳에서 겸손히
안 쓰는 코드 뽑기 

4 막 5:1-13

자유의 힘 회복하기
물을 받아서 사용하기

5 삼상 24:1-7

주님께 맡기기
책 돌려 읽기

6 갈 5:16-23

절제하기
전자렌지 사용 줄이기

7 요 20:1-8

배려하기
오늘 하루 채식 하기

8
사순절 제2주
세례자･입교자 교육신청

9 롬 12:14-21

평화로운 사람
가스 사용량 체크하기

10 마 5:5

온유한 사람
목욕 대신 샤워하기

11 마 5:7

긍휼의 사람
장바구니 사용하기

12 마 10:5-15

욕심 비우기
화분에 씨앗 심기

13 마 5:8

마음이 깨끗한 사람
가스렌지 사용시 환기

14 빌 3:4-11

바보스러운 사람
공정무역 제품 이용

15
사순절 제3주

16 렘 38:6-13

주님의 손 잡기
세탁은 최대한 모아서 

17 막 8:31-38

희생의 사람
이면지 사용하기

18 요일 4:7-12

사랑의 사람
변기 수조에 벽돌 넣기

19 사 38:1-8

하늘 우러르며 기도하기
재활용품 사용하기

20 마 25:41-46

무관심 버리기 
냉장고에 빈자리 만들기

21 왕상 19:11-18
세례교육일

소란스러움 줄이기
자가용 이용 줄이기

22
사순절 제4주

23   잠 12:16, 15:1,18

분노 다스리기
전기 사용량 체크하기

24 창 4:8-12

무책임한 태도 버리기
세탁 시간 최소화 하기

25 출 3:1-10

조급함 버리기
기후재앙 알아보기

26 창 3:1-7

과식과 탐식 줄이기
컴퓨터 사용시간 줄이기

27 눅 12:13-21

소유욕 버리기
오래된 전기 기구 점검

28 창 4:1-7
입교교육일

비교하는 마음 버리기
스팸메일 정리하기

29
사순절 제5주

30 수 7:19-26

탐심 버리기
적정 온도 유지하기

31 삼상 15:14-21

부정직함 버리기
병,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4/1 욥 42:1-6

어리석음 깨닫기
음식 나누어 먹기

2 눅 19:1-10

편견 벗어나기
커튼 달기

3 민 13:31-14:4

불평과 경멸 버리기
음식은 먹을 만큼만 요리

4 삼상 15:10-12

공명심 버리기
자전거 타기

5
종려주일

6 대하 26:16-23
고난주간기도회

교만 버리기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7 민 6:1-8
고난주간기도회

중독에서 벗어나기
핸드폰 사용 시간 줄이기

8 수 24:14-18
고난주간기도회

지나치게 망설이지 않기
요리시 조미료 줄이기

9 사 7:10-16
고난주간기도회

위선 버리기
화분 가꾸기

10 렘 38:1-6
고난주간기도회

뒷담화 하지 않기
군것질 하지 않기

11 마 6:25-34

과도한 근심 걱정 버리기
물건 나누어 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