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치 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

1-2학년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3-4학년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5-6학년 이번 성탄에는 멋진 선물을 할 거예요!

중 등 부 당신을 기다립니다

고 등 부 우리 가정은 성가정입니까?



먼저 선생님이 그림 몇 장을 나눠 줄게요. 그림에 그려진 선 모양 로 자르고 접어

세우면 멋진 인형극 틀이 완성된답니다.

선생님들께

아이들이 그림을 오려서 방법 로 접을 수 있게 도와 주세요. 특히‘안으로 접는

선’과‘밖으로 접는 선’을 구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형극은 루가 복음 2, 1-20

‘예수의 탄생’을 참고해 재구성한 것이며, 아이들이 스스로 인형들을 움직이며 이야

기를 이해할 수 있게 천천히 읽어 줍니다. 저희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 저희들은 예수님을 만날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하

루하루 생활하고 있어요. 더 착하고 사랑스런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은총 내려 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12월이에요. 12월에는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날이 있어

요. 어떤 날인가요?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요, 크리스마스예요. 벌써부터 거리에는 캐

럴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모두들 들어 보았지요? 

우리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설레며 기다

릴까요? (이야기를 듣는다.) 맞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에

요. 혹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아는 친구들 있나요? (이야기를 듣는다.)

네,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은 어떤 곳인가요? (이야기를 듣는다.) 말이나 양들이 여물을

먹고 잠을 자는 곳이에요. 그곳은 춥고 더러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아기 예

수님께서 왜 그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인형극을 하면서 예수

님의 탄생에 해 생각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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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인형극 틀 그림, 채색도구(색연필, 크레파스, 사인펜 등), 풀, 가위

유치부

조희 _마리아∙가톨릭 디다케 교안 연구원 작업 작업 인형극 틀 만들기

마구간 바닥과 뒷벽

마구간 지붕(지붕 뒷벽을 세워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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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박사들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이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

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이“빛과 생명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고 말 하

시는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선물을 드렸고, 하

늘의 천사와 목동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 습니다.

자,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인형극으로 꾸며 보니 어떤가요? (이야기를 듣는다.) 예수

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는 것

도 알았을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친구들이 만든 인형극 틀로 오늘 들은 이야기를 가

족들에게 들려 줄 수 있겠지요?

세상에 사랑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들을 무척 사랑하신 나머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우

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까요?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요. 기쁘고 고

마운 마음으로 맞이해야 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해요. 부모님 말 잘 듣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작은 일

에도 감사하며 늘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야겠어요.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신 아기 예수님! 저희들도 두 손 모아 당신을 찬미하며 경

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모실 수 있게 은총을 듬

뿍 내려 주시고,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세요.

준비물 : 인형극 틀 그림(홈페이지 디다케 자료방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채색

도구(색연필, 크레파스, 사인펜 등), 풀, 가위

만드는 방법

① 바닥판을 선을 따라 자른다.

② 지붕과 인형, 예물을 접는다. (- - - - - 은 안으로 접고 -∙-∙- 은 밖으로 접는

다.)

③ 지붕을 바닥판에 붙이고, 등장인물을 세운다.

자, 모두들 인형극 틀을 다 만들었지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친구들이 만

든 인형을 움직여 봐요. (고요한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면 더욱 효과적이다.)

인형극 본

온 누리가 고요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고 초라한 구유, 이것

이 세상에 나신 아기 예수님이 누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오십니다. 어두운 밤에 빛으로 오십니다.

성모님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동방에 사는 박사들은 하늘에

빛나는 별을 따라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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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