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시작 기도

사랑이신 주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기 위해 이렇게

한자리에 모 어요. 아기 예수님 탄생을 서로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

와 주세요. 

2. 출석 확인 및 율동

① 한 아동씩 돌아가며 노래로‘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물으면‘나는 ○○○’라고

답하도록 한다.

출석한 학생들의 이름표를 출석판에 붙이고, 결석한 학생이 있다면 결석한 이유

를 말해 주고 다음 주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이야기한다.

② 신나는 소창곡을 부름으로써 활기찬 분위기를 만든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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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예수님 탄생의 배경을 안다. 

2.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서로 나눈다.

준비물 : 예수님 탄생에 관한 비디오, 마구간 그림, 호일, 유성 사인펜, 하드보드지( ), 색

상지, 가위, 풀, 색종이, 셀로판테이프, OHP 용지



요. 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은 선물을 가져

왔어요. 

이렇게 기쁜 날, 우리 친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우리도 친구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님 탄

생을 축하드리러 가기로 해요.

4. 전개

① 성탄절 카드 만들기

예수님 탄생의 기쁨은 혼자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주위의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나누어야 해요. 우리도 예쁜 카드를 만들어 그 안에 기쁨을 가득 담아 친구들에

게 전달하기로 해요.

-둥그렇게 둘러앉게 한 후, 도화지를 한 장씩 나눠 주고 색종이나 색연필 등을 이용하여 겉

을 꾸민다. 속에는 성탄 축하 메시지를 적어 완성한다. (스스로 쓰기가 가능한 학생은

교사가 불러 주어 받아 적게 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사가 직접 아동의 손을 잡고

쓰거나, 자를 점선으로 적어 준 후에 학생이 점선을 따라 다시 쓰도록 유도한다.)

-카드 만들기가 끝나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옆 친구에게 카드 속에 적힌 내용을 읽어 주고

전달하도록 한다. (교사가 도와 준다.)

② 선물을 준비해요

이제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이 정성을 모아 만

든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선물한다면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OHP 용지를 한 장씩 나눠 준 후, 그 위에 유성 사인펜으로 축하 메시지를 적거나 성탄절

에 관련된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고 색칠한다. 

(그리기 및 색칠이 서툴더라도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사는 최소한

의 방향만 제시해 주도록 한다.)

-그림이 완성되면 호일을 구겨서 OHP 용지 뒤에 고 고정시킨다.

- 형 하드보드지에 학생들의 그림을 모두 붙여서 하나의 큰 작품을 완성한다.

3. 도입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기쁜 날인데 무슨 날일까요?

-학생들에게‘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교리의 원활한 진행

을 위해 다른 교사들이 도와 준다.

그래요,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에요. 지금부터 우리 아기 예수

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보기로 해요.

-예수님 탄생에 관한 짧은 비디오를 본다. 비디오를 본 후 정리하는 의미에서 교사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준다.

우리 친구들 잘 보았나요? (위 그림을 보여 주며)자, 여기에 아기가 누워 있지요?

누구일까요? (예수님)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옆에는 요셉과 성모님

이 아주 기쁜 표정을 짓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가족들이 기쁘

게 맞이했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성모님과 요셉도 무척 기뻐했어



-아동들이 함께 그림을 들고 마구간 배경 그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완성된 작

품을 놓는다.

-‘아기 예수님, 어서 오세요! 탄생을 축하 드려요’라는 구절을 교사가 선창한 후, 학생들

이 따라서 외치게 한다. 그리고 나서 다 함께 축하의 의미로 박수를 친다.

5. 정리

오늘, 우리는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께 선물도 만들어 드렸어

요. 우리 친구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실 거예요. 그 기쁨

을 여기에서뿐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가족들,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6. 마침 기도

아기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축하드려요. 저희들이 준비한 선물이 많이 부족

하지만 기쁘게 받아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