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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묵주기도 성월은 묵주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통

과 광의 길을 걸으신 성모 마리아의 사랑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와

함께 묵주기도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성모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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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 성월을 맞이해서 아이들과 성모님께 하

고 싶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세

요. 엄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모님께 하고 싶은 이

야기는 무엇일까요?

배울 수 있어요

성모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

니다. 자연스럽게 묵주기도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해요

엄마 사진을 보면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00야, 엄마가 오늘은 사진 한 장을 준비했

단다. 누구 사진일까?”

“사진 속에 있는 엄마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

고 싶은지 한 번 생각해 보겠니?”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 아이들이 생각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합니

다. 활동지에 그림을 그린 후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그림은 무슨 이야기를 표현한 것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아이들과 묵주를 만들어서 성모님께 기도해 보아요. 성모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담

아 들어 주시고 하느님께 우리의 기도를 청해 주시지요.

활동 자료를 가정으로 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편지

부모님께

200   년 월 일

주일학교

‘가을’하면 하느님께서 주신 풍성한 열매, 울긋불긋하게 물든 산과 들, 파란하늘

이 떠오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느님께서 주신 가을을 마음껏 느끼기 위해 가을 하

늘을 찾아가는 여행은 어떨까요? 멀리 나가지 않아도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는 곳

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느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을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

아 돌아올 수 있는 여행이면 좋겠습니다.

묵주기도 성월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성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소개

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성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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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울 수 있어요

성모님께 묵주기도 하는 방법을 알 수 있

어요. 성모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

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요

색종이를 준비합니다. 아이와 함께 묵주를 여러 가지 방향에서 살펴봅니다.

“00야, 여기에 묵주가 있어. 어떤 모양인지 한 번 살펴볼까?”

아이와 함께 색종이로 1단 묵주를 만들어 봅니다.

“지금부터 00와 함께 색종이로 묵주를 만들 거야!”

색종이 묵주를 만들고 함께 묵주기도를 합니다.

“엄마와 함께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드리자!”

아이들과 함께 성모님께 장미꽃을 드리며, 10월

이 성모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달이라는 것을 알려

주세요.

배울 수 있어요

묵주기도 성월의 의미를 알고 성모님께 장미꽃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아이와 함께 꽃집에서 장미꽃을 사옵니다. 그림을 보며 다음 이야기를 들려 줍니

다.‘엄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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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어떤 멋진 친구가‘성모님을 기쁘게 해 드

리는 방법이 무엇일까?’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는‘아! 장미꽃을 성모님께 바치자.’하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기도를 한 날에는 한 송이씩 한

송이씩 장미를 바치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장미꽃은 성모님 앞의 예쁜 장미 다발

이 되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장미꽃은 더욱 활짝 피었어요.

그 순간 성모님 목에 걸린 동 동 한 묵주도 예

쁜 장미꽃으로 둘러싸여 방긋방긋 피어나는 예

쁜 장미 꽃송이처럼 보 답니다.

이야기를 들려 주고 나서 아이들과 성모님 앞을 장미꽃으로 꾸밉니다.

“그럼 엄마와 함께 00도 성모님께 장미꽃을 드려 볼까?”

※ 여기에 나오는 활동 자료는 가톨릭 디다케 홈페이지 디다케 자료방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