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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함께 손동작과 함께 노래를 불러 봅시다.

<율동>

①깊고도: 양손을위아래로벌린다.

②넓도다: 양손을양옆으로벌린다.

③샘물흐르네: 시냇물이흐르듯양손을왼쪽얼굴부분에서허리아래까지물흐르는시늉을하며내려

온다.

※ ① ② ③의 손동작을 노래 가사에 맞추어 반복한다.

-참 잘 했어요. 이젠 선생님과 함께 이 노래를 이용해서 게임을 해 봐요. 옆 친구와 짝을

지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하는 동작을 진 사람이 반 로 따라하는 거예요.

(몇 번 반복한다.) 게임으로 해 보니 참 재미있지요. 우리, 다음에 또 해 보도록 해요.

-자, 이제부터 예수님 얘기를 함께 나눠 볼까요? 친구들, 12월이 되면서 성당 제 앞에

달라진 게 있는데 무엇이 달라졌는지 아는 친구는 얘기해 보세요. (유아들의 이야기를 들

어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눈다.)

환

▶ 교사는 교리 시작하기 전에 교리실에 도착하여 유아들 한 명 한 명을 사랑을 담아 반갑

게 인사하며 맞는다. 

▶ 유아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함께 교리실을 정리하고 수업 준비를 한다.

▶ 유아들이 모두 올 때까지 노래를 부르며 기다린다.

착한 예수님! 당신 말 을 들으려고 모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많은 축복 내려 주세요. 또

한 오늘 참석 못 한 어린이들에게도 축복을 내려 주시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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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 마리아 | 가톨릭 디다케 교안 연구원

1.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안다. 

2.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

하는 어린이가 된다. 

성서 : 루가 2, 1-20 ; 마태오 2, 1-12 

준비물 : 림초, 성서 이야기 그림, 율동 노래 악보, ‘약속합니다’카드

학습목표

깊고도 넓도다

깊 고 도 넓 고 도 깊 고 넓 은 냇 물 흐 르 네

깊 고 도 넓 고 도 깊 고 넓 은 냇 물 흐 르 네



마리아는 뱃속에 아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힘이 들었지만 요셉과 함께 고향 베

들레헴으로 떠났어요. 두 사람이 고향에 도착했을 땐 캄캄한 밤이었어요.

“저, 아저씨 쉬어 가고 싶은데 방 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빈 방이 없네요.”

가는 곳마다 빈 방이 없었어요. 요셉은“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쉴 곳이 없을까요?”하고 사정했어요. 그러자 집주인은“그럼 마구간에서라도 쉬시겠어요? 소와

말들이 있는데.”했어요. 요셉이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마구간에서 쉬게 되었

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 하늘에서는 아주 크고 이상한 별이 빛났어요. 이것을 본 세 명의 박사

들은 저마다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우리 저 별을 따라가 봅시다. 저 별은 왕이 태어났다는 표시 같소.”“그래요, 우리 새로 태어나

신 왕께 선물도 가지고 갑시다.”

세 명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걸 알려 주는 별을 따라서 산을 넘고,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마구간까지 왔어요. 별은 마구간 위에 떠 있었어요. 박사들은 마구간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

을 만났어요. 그리고, 준비한

선물인 황금, 유향, 몰약을 드

렸어요.

“새로 태어나신 왕께 드릴

선물입니다.”

“우리가 왕이 되실 분을 만

나다니, 정말 기쁩니다.”

그림 ① 림초 (그림을 보여주면서)

-제 옆에 림초가 놓여 있었어요. 림초는 무엇을 뜻하

는 것일까요?

-친구들은 누구를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집에 선생님이 오

신다면 친구들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집에 아주 귀하고 반

가운 손님이 오시면 엄마, 아빠는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유아 : 청소를 해요, 꽃꽂이를 해요, 음식을 준비해요 등)

-그래요, 우리집에 반가운 손님이 오시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준비를 하면

서 기다립니다.

-이제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기다려야 하는 위 한 분에 해 이야

기를 해 봐요. 그분은 바로 구세주가 되실 아기 예수님이세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며 넓은 마음을 준비하는 이 기간을 림절이라고 해

요. 자기 몸을 태워 빛을 내는 초는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들을 구하신 예수님을 나타내

며, 네 개의 초는 구세주를 기다리던 4천 년을 의미하기도 하고 림절 4주를 나타내기

도 해요. 한 주에 한 개씩 가장 진한 보라색부터 켜서 점점 밝은 색 초를 켜는데 마지막

주에는 4개의 초가 모두 밝혀집니다. 

-제 앞에 림초를 왜 켰는지 알았나요? 이렇게 모두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가정

에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성서 이야기를 들어 봐요.

나자렛이란 동네에 사는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사는 나라를 이웃 나라 임금이 다스리게 되

었는데 이웃나라 임금은“백성들은 모두 고향을 다녀가도록

해라.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고, 집은 어디인지 와서 써 놓고

가도록 하라.”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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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결심한 마음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참고자료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러(인보성체 수도회)/친구 예수님(분도출판사)

-(그림을 덮고) 성서 이야기 내용을 생각하면서 답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에 해서 무엇을 알았나요? (유아들의 답을 듣고 교사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정리해 준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았나요?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어머니는 마리아, 아버지는 요셉이셨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나요? (성탄절)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림절을 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각자가 다를 거예요. 내가 그 동안 꾀를 부리거나, 귀찮고 싫어서 안 했던 일들을

림절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며 해야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자기 물

건을 정리 못해서 속상했던 것을 림절 동안에 잘 정리하고 간수하는 습관을 길러야겠

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림절 동안 군것질을 안 하고 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

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당 중에는 림절 동안 쌀통을 만들어 쌀을 모으는 곳도 있어요. 모은 쌀은 성탄절에

양로원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요. 이렇게 이웃을 생각하고 나누는 마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림절의 마음입니다. 지금부터 잠시 아기 예수님을 위해 우리 친구

들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요. (생각할 시간을 준다.)

-친구들이 생각한 것을「약속해요」카드에 선생님이 적어 주실 거예요. 한 사람씩 생각

한 것을 발표해 보세요. (교사는 유아가 생각하여 발표하는 것을 카드에 적어 준다.)

-이「약속해요」카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에 가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둡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결심한 약속을 잘 실천

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래요. 오늘 시간을

마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해

봅시다.

(노래 신 결심한 것을 기도로 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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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기다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