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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가이드 2

‘내 마음 속 예수님’ 카드 만들기 
사랑으로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요. 예
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 하트에 적고, 점선을 따라 접어 카드를 만들어요.

대    상: 6~13세 소그룹 

장    소: 실내 

목    적: ‘내 마음 속 예수님’ 카드를 만들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을 것을 다짐한다. 

준비물: 교재 10p, ‘내 마음 속 예수님 카드’ 그림자료, 가위, 사인펜 또는 색연필, 필기도구

이렇게 진행해요
1. 교사는 교재 10p ‘내 마음 속 예수님 카드 만들기’ 또는 홈페이지(www.touch-bible.com)에서  ‘내 마음 속 예

수님 카드 만들기’ 그림자료를 다운받아 반 어린이 수만큼 준비한다.

2. 교사는 어린이들과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한 후, 교재 10p 또는 그림자료 예수님의

♡부분에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한다.   

3. ‘내 마음 속 예수님 카드’를 가위로 오린 후 점선을 따라 접고, 카드표지 ♡에 자기 이름을 적은 후 예쁘게 색칠하

여 카드를 완성한다(저학년일 경우 교사가 미리 오려 준비한다).

4. 교사는 어린이들과 완성한 ‘내 마음 속 예수님 카드’를 펼쳐 내 마음속에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을 큰 소리로

외친 후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기도로 마무리한다.  

다함께 진행해요확장 TIP

반별로 A3 또는 4절지 도화지를 이용하며 대형 카드를 만들 수 있다. 

예수님의 ♡부분에 반 어린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적고 예쁘게 색칠하여 완성한 후 전예배실 또는 복도에 전시한다.  

우리들이야기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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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가이드 4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무 위에 숨어 있던 삭개오를 사랑의 눈으로 찾아주셨어요. 표정이 다른 친구들을 찾아
색칠하고,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보아요. 색칠한 얼굴을 연결하여 하트를
만들어요.  

대    상: 6~13세 소그룹 

장    소: 실내 

목    적: 표정이 다른 그림 찾기를 통해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

어 구체적인 도움을 실천한다. 

준비물: 교재 14p, 필기도구 또는 사인펜, 색연필 

이렇게 진행해요
1. 어린이들은 교재 14p의 그림을 보며 다른 표정을 하고 있는 그림을 찾아 색칠한다.

2. 교사는 색칠한 그림이 각각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어린이들의 생각을 듣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린

이들과 함께 이야기 한다. 

3. 어린이들이 색칠한 그림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모양을 완성 한 후,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

보고 찾아내어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함을 설명한다.  

4.  교사는 삭개오를 사랑의 눈으로 찾아내신 예수님처럼 어린이들이 매일의 삶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찾아내어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기도로 마무리한다.

다함께 진행해요확장 TIP

반별로 아이들과 함께 교재에 있는 각각의 표정들을 실제로 얼굴과 행동으로 표현해보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직

접 몸으로 행동하는 상황극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들이야기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요

울음 화남 놀람 아픔 무서움 슬픔 무기력함



프로그램 가이드 5

‘사랑 손’ 막대봉 만들기
예수님의 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 만져주는 사랑의 손이에요. 사랑의 손이 필요한 사
람들의 이름을 적고 막대봉을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요.  

대    상: 6~13세 소그룹 

장    소: 실내 

목    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사랑을 행한다. 

준비물: 교재 18p, ‘사랑 손’ 그림자료, 빨대, 필기도구, 색연필 또는 사인펜, 투명테이프, 가위 

이렇게 진행해요
1. 교사는 교재 18p ‘사랑 손’ 막대봉 만들기’ 또는 홈페이지(www.touch-bible.com)에서 ‘사랑 손’ 막대봉 만들

기’ 그림자료를 다운받아 반 어린이 수만큼 준비한다.

2. 교사는 어린이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지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눈다.

3. 어린이들은 교재 18p 또는 다운받은 그림자료에 손을 내밀어 도와주어야 할 사람의 이름을 적고 구체적인 도

움의 행동을 기록한다.   

4. 어린이들은 ‘사랑 손’을 가위로 오린다(저학년일 경우 교사가 미리 오려 준비한다). 

5. 그림자료 뒷 부분에 빨대를 고정한 후 접는 선을 따라 접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 ‘사랑 손 막대봉’을 완성한다. 

6. 교사는 어린이들이 완성한 ‘사랑 손 막대봉’에 이름을 적은 사람에게 찾아가 손을 내밀고 손을 열어 사랑을 실

천할 것을 약속하며 기도로 마무리 한다. 

우리들이야기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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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가이드 7

‘사랑의 발걸음’ 주사위 놀이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사로를 향해 발걸음으로 옮기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
음으로 찾아가요. 도착지에 찾아갈 사람의 이름을 적고, 사랑의 마음으로 한걸음씩 찾아가보아요.   

대    상: 6~13세 소그룹 

장    소: 실내 

목    적: 가족과 친구와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가 함께한다.    

준비물: 교재 22p, ‘사랑의 발걸음’ 그림자료, 주사위, 색연필

이렇게 진행해요
1. 교사는 어린이들과 친구나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적이 있는지, 찾아간 용건과 이유를 서로 나누

고,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것은 사랑의 행동임을 설명한다. 

2. 어린이들은 교재 22p ‘사랑의 발걸음’ 또는 다운로드 한 ‘사랑의 발걸음’ 그림자료에 찾아갈 사람의 이름과 이

유를 적는다.

3. 어린이들은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만큼 발자국을 색칠하며 도착지까지 진행한다. 이때 발자국에 적힌 글을 소

리 내어 읽는다. 

4. 주사위를 던져 ‘미워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하기싫은 마음’ 발자국에 도착하면 ‘미워하는 마음 NO, NO 사

랑의 마음으로’, ‘짜증나는 마음 NO, NO 사랑의 마음으로’, ‘하기싫은 마음 NO, NO 사랑의 마음으로’를 큰 소리

로 외친다. 

5. 교사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찾아간 예수님의 발걸음을 닮아 우리도 사랑의 발걸음으로 사람들을 찾아가 함

께할 것을 약속하며 기도로 마무리 한다. 

다함께 진행해요확장 TIP

전지사이즈의 도화지에 발자국 그림판을 준비하여, 반별활동게임으로 진행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찾아갈 사람의 이름을 포스트잇에 적은 후 가슴에 붙이고, 그림판 위를 직접 걸으며 활동한다. 

우리들이야기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요



프로그램 가이드 8

아낌없이 주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아낌없
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으며 살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의 헌신의 마음
을 예수님께 고백해요.

대    상: 6~13세 소그룹 

장    소: 실내 

목    적: 자신의 몸과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을 것을 다짐하며, 헌신의 고백을 한다.

준비물: 교재 26p, 필기도구

이렇게 진행해요
1. 교사는 어린이들과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였거나,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준 적이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

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해 본다. 

2. 교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몸과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

하셨음을 설명한다. 

3. 어린이들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닮으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다짐의 글을 적는다. 

4. 어린이들이 작성한 고백문을 한명씩 낭독하면 교사와 반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

어요”라고 축복한 후 기도로 마무리한다. 

다함께 진행해요확장 TIP

4절 또는 전지사이즈 도화지에 십자가를 그려 준비하고, 하트모양의 포스트잇에 사랑의 헌신을 다짐하는 글을 적어

전체 어린이들이 한명씩 나와 준비한 십자가에 붙인다.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른 후 기도로 마친다.

우리들이야기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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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날
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몸과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
랑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될 것을 결단해요.

대    상: 6~13세 소그룹 

장    소: 실내 

목    적: 예수님의 마지막 1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한다. 

준비물: ‘교재 28p, 예수님 행적 지도판, 예수님 종이인형, 성경책 ,색연필 또는 사인펜

이렇게 진행해요
1. 교사는 ‘예수님 행적 지도판’(A3 사이즈)와 ‘예수님 종이인형’ 그림자료를 홈페이지(www.touch-bible.com)에

서 다운받아 반별로 준비한다. 

2. 교사는 어린이들과 본문말씀(마태복음 21장 1-11절)을 찾아 함께 읽고, 종려주일의 의미를 설명한다.   

3. 교사는 다운받은 ‘예수님 행적 지도판’을 보며 어린이들에게 진행방법을 설명한다. 

진행방법: 예수님 인형을 번호 순서대로 옮기며 지도판 위의 그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당 성경구절을 찾

아 읽는다. 

4.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동안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정리해 주고, 예수님의 사

랑의 삶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될 것을 다짐하며 기도로 마무리한다. 

종려주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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