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 용서해요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는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본다. 

2.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포스트잇에 용서하지 못한 일을 적게한다. 교사는 적은 것을 어

린이의 가슴에 붙이고 붙인 개수만큼 물풍선을 어린이의 바구니에 넣어준다. 

3. 어린이는 물풍선을 들고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교사는 도착한 어린이에게 가슴에 붙

은 포스트잇의 용서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게 한다. 교사는 이때 각 포스

트잇의 용서하시 못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기도한다. 그리고 어린이에게 예

수님의 이름으로 진심 용서할 수 있는지 묻는다.

4. 어린이는 자신이 적은 것 중 용서할 수 있는 것들은 십자가에 붙일 수 있도록 한다. 그

리고 십자가에 붙은 포스트잇의 수만큼 물풍선을 십자가 밑에 던져 터뜨린다. 

5. 용서하지 못해 포스트잇을 붙이지 않은 어린이는 나머지 물풍선을 가지고 다시 처음

장소로 이동하고 용서하지 못한 이유를 선생님께 이야기한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포스트잇 수만큼 물풍선을 추가하여 바구니에 넣는다. 교사는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짐은 점점 무거워진다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

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친구를 용서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어린이를 십자가가 있는 곳

으로 보낸다. 어린이는 십자가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물풍선을 십자가 밑에 던져 터

뜨린다. 

6. 교사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은 죄의 짐으로 무거워 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와 함께해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설명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함께 기도로 마친다. 

7. 준비한 간식을 함께 먹는다. 이 때 용서와 관련된 영상을 상영해도 좋다. 

진행Tip!

1. 용서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수련회, 고난주간 절기 프로그램으로 활용해도 좋다.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 용서해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무게도 점점 늘어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일들은 내 마음의 죄의 짐으로 무

거움을 더해갑니다. 마음의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요

1. 교사는 어린이들 명수대로 바구니 혹은 가방을 준비한다. 에코백과 같은 가방을 활용

해도 좋다. 

2. 교사는 일반풍선에 물을 채워 준비한다. 

3. 교사는 장소 두 곳을 선정한다. 한곳은 물풍선을 준비하여두고 다른 한 곳에는 배수

가 되는 곳을 선정하고 십자가 모형이나 벽에 십자가 모양의 색지를 붙여놓는다. 

이렇게 진행해요

1.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교재의 “용서해요” 이야기를 들려주고

대   상 : 11~13세 소그룹

장   소 : 실내 

목   적 :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죄의 무게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십자가 앞에 마음

의 죄를 내려놓고 용서하기로 결단한다. 

준비물 : 풍선, 바구니, 포스트잇, 펜, 간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