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 주목해요 

우리동네� 보물찾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어린이들은 우리 동네에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목하여 바라보고 함께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우리 동네를 주목하여 돌보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상 : 5~7세 소그룹
장소 : 실내, 실외 
목적 : 어린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돌보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준비물 : 감사의 편지지, 작은 선물(초콜릿 혹은 과일), 뉴스 스크랩 

이렇게 준비해요 
1. 교사는 프로그램 한 주 전에 어린이들에게 네 가지 질문을 주어 한 주간 답을 생각해 보게 

한다.  
   첫째,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둘째, 우리 동네에 한 주간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
   셋째, 우리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을까? 혹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넷째, 우리 동네를 늘 주목하여 바라보며 동네를 지키는 분들은 누구일까?   
2. 교사는 어린이들이 쓸 감사의 편지지와 작은 선물을 미리 준비한다. 
3.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소개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뉴스들을 프린트해서 준비한다.  

이렇게 진행해요 
1주
1.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미리 준비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읽어준다. 그리고 교사는 우리가 살
아가는 공간 속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한
다. 우리가 늘 그냥 지나쳐 가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
다.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
본다. 
2.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동네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
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를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는 분들은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4가지의 질문을 주고 어린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한 주간 주목하여 바라보도록 한다. 

2주
1. 교사는 어린이들과 질문을 토대로 한 주간 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눈
다. 
2. 교사는 어린이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
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눈다. 



3. 교사는 어린이들이 자신의 동네를 주목하여 바라보며 지키는 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ex 청소부, 소방서, 경찰서, 주민센터).
4. 어린이들은 동네를 지키시는 분 중에 하나를 정하고 감사의 편지를 작성하고 초콜릿같은 
작은 선물을 포장하여 준비한다. 
5. 교사는 어린이들이 준비한 감사의 편지와 작은 선물을 자신의 동네로 돌아가 동네를 지키
시는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행 Tip
1. 교사는 어린이 각자의 동네가 아닌 교회 주변의 동네로 한정지어서 교회 근처의 관공서에 
편지와 선물을 전해도 좋다. 
2. 교사는 신문기사를 준비할 때 논란이 많은 사회적 이슈보다는 선행이나 도움이 필요한 곳
에 대한 소식들 위주로 기사를 모으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