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S IS HOW OUR FAMILY DEFEATS COVID 19"

Laughter
There may be enough reasons to sit sad

and worried. But guess what. In the
Lord, we are ready to combat every
difficulty. We will find Joy in Christ.
Take a picture of your family making
funny faces and bring some laughter!

Lots of Exercise!
This is how we grow strong together.
The virus may frighten us, but we will

not let it beat us. Take a picture of your
family doing exercise! How do you

exercise?

Love and care
God has called us to be a loving and
caring family! This is how we care for
one another. In a time like this, we are

going to show some extra love and care
for each other. Take a picture of how

you take care of one another.

Fooooood
Who does not like food? Our family gets
to cook and eat a lot these days. Show

of some of your house' best recipe! Take
a picture of your family's most famous

dish! 

Worship Together
This is where the source of our love, hope

and strength all come from. We seek the Lord
together. We pray through every difficulty

and God will be our aid! Covid 19 has pushed
us to kneel together to give Family Worship

to God. Take a picture of your family
worshipping together!

PORTRAIT

Family

Make a Collage!
Print all the five pictures and make 

a collage! You may use poster board or any
materials you have to create a collage work
and put it on a wall. You may also use digital

photo collage apps to create digital collage of
a photo and share it with your friends and

families!  
Digital App Suggestion: PicCollage

 

TAKE THE FOLLOWING PHOTOS AND MAKE 
A FAMILY PORTRAIT COLLAGE! 



"THIS IS HOW OUR FAMILY DEFEATS COVID 19"

Laugther
걱정 근심으로 한숨을 쉬며 앉아만 있기엔,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세요. 어려움과 고
난이 있지만, 우리는 주안에서 기쁨을 찾을
거에요. 함께 즐겁게 웃다보면, 모든 걱정 근
심들도 날아가겠죠? 가족들과 웃기고 재미있
는 표정을 짓고 사진을 찍어보아요! 

 

Lots of Exercise!
어려운 때일수록 강해지기로 해요! 바이러스
는 우리를 두렵게 할지 모르나 우리를 무너
뜨릴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건
강을 지키고 계신가요? 함께 땀 흘리며 운동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Love and care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
고 불러주셨어요. 우리 가정은 그렇게 사랑
하고 아끼며 살아가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서로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나요?
서로에게 사랑의 섬김을 한것을 사진으로 남

겨서 기억하도록 해요!
 

Fooooood
요즘처럼 집에서 요리를 해서 맛있게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을까요? 가장 맛있게 먹은 요
리가 어떤것이 있나요? 우리 가정의 대표 요
리가 있나요? 자랑하고픈 우리 가족의 최고

요리,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Worship Together
우리 가족의 사랑, 소망, 힘은 바로 모두 예배의 자
리에서 시작된다구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얼굴
을 찾으며, 어려운 이 시간속에서 모든것을 이겨나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가
정은 더더욱 함께 그리스도앞에 무릎 꿇게 되었어
요.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보아요!

 

PORTRAIT

Family

Make a Collage!
찍은 다섯개의 사진을 모아 스크랩북 페이지를 만들
어보세요! 프린터가 있다면 사진을 인쇄해서, 포스
터 보드에 붙여서 예쁘게 스크랩 해보세요. 프린터
가 없다면, 디지털 포토앱을 사용하여 콜라지를 만
들어 주위 사랑하는 가족멤버들, 친구들과 나누어

서로를 격려해보세요! 
추천 디지털 앱: PicCollage

 
 

TAKE THE FOLLOWING PHOTOS AND MAKE 
A FAMILY PORTRAIT COLL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