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 감사해요

장의 감사상황그림을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 하드보지 위에 붙여 안정감을 더한다. 

3. 교사는 감사스티커와 감사열매스티커를 라벨지에 인쇄하고 모양대로 오려 준비한

다. 감사스티커는 어린이 한 명 당 3개가 필요하고 감사열매스티커는 간식의 개수만

큼 필요하다. 감사열매스티커는 간식에 미리 붙여 준비한다. 

4. 교사는 프로그램 실행 장소에 세 곳의 감사역을 준비하고 역 팻말을 만들어 둔 뒤 각

역을 잇는 기찻길을 바닥에 검정테이프로 표시한다. 야외에서는 분필로 기찻길을 만

들어도 좋다. 

이렇게 진행해요

1. 감사티켓만들기

1)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감사티켓을 나눠준다. 

2)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알려주고 글자모양을 따라 색연필

로 색칠하며 “감사합니다”를 익힌다. 

3) 어린이들은 감사티켓을 목에 걸고 선생님과 함께 “감사합니다” 인사를 연습한다. 

2. 칙칙폭폭 감사기차

1) 교사는 준비한 비늘 끈을 사용해 어린이들과 기차놀이를 하며 첫 번째 역으로 이

동한다. 이동할 때는 다함께 “칙칙폭폭 칙칙폭폭”을 외친다. 

2) 첫 번째 역은 “우리 유치원역”이다. 선생님은 어린이들에게 유치원에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그림판을 사용해 설명한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유치원에서 감사한

상황이 있는지 물어 어린이들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발표할 수 있게 한다.

3) 선생님은 어린이들과 함께 제시된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감사인사를 한다. 선생님

이 선창한 후 아이들이 재창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감사인사가 끝나면 선생님

은 아이들의 티켓에 감사스티커를 붙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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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기차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인사를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들

에서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요

1. 교사는 감사티켓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아이들 숫자에 맞춰 인쇄 후 준비한다. 준

비한 목걸이 끈을 감사티켓에 연결하여 어린이들 목에 걸 수 있도록 준비한다. 어린

이들이 감사티켓을 색칠 할 수 있도록 색연필도 같이 준비한다. 

2. 감사상황카드는 어린이들 모두 볼 수 있도록 A3용지 혹은 A4용지 전면에 인쇄하여

준비한다. 인쇄한 감사상황카드는 프로그램 장소 안에 세 곳을 정하여 벽면에 부착

하거나 작은 테이블을 세 곳에 배치하여 그 위에 엎어놓는다. 이 세 곳은 각 역의 역

할을 한다. 교사는 감사역 푯말을 인쇄하여 각 역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곳마다 두

대   상 : 5~7세 대그룹

장   소 : 실내 / 실외

목   적 : 어린이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도록 한다.

준비물 : 감사티켓 목걸이, 감사상황카드, 감사스티커, 감사열매스티커, 감사역푯말, 간식, 색연필,

기차놀이용 비닐끈, 목걸이 끈, 검정색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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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번째 역은 “우리 집역”, 세 번째 역은 “우리 교회역”이다. 첫 번째 역의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각 역의 활동이 끝날 때마다 어린이들의 감사티켓에 감사스티

커를 붙여준다. 

5) 네 번째 역은 감사열매역으로 어린이들이 감사티켓에 모은 감사스티커 세장을 보

여주고 선생님에게 ‘감사열매’간식을 받는다. 

6) 교사는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것을 어린이들과 함께 결단하며 함께 감사의 기

도로 프로그램을 마친다. 

진행 Tip!

1. 교사는 준비된 상황 외에 다른 상황을 더 추가하여 활동할 수 있다. 혹은 준비된 상황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이 각 장소에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보고 그

것을 흰색 전지에 적어 감사목록을 만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