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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는 성모 마리아가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며, 언제 어디서라도 바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안내자 역할을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묵주기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려면 마음을 모으고 어느

정도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쁘게 생활하는 요즘 사람들, 특히 어

린이들은 화살기도처럼 즉흥적이고 빠르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닌 묵주기도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단순히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광송 등의 기도문을 암송하는 차원을 넘

어서 각 신비를 깊이 묵상하며 정성껏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묵주기도를 통해 예

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시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음과 우리 모두의 구원

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묵상할 수 있으며, 우리도 그 신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아이들과 함께 묵주기도의 의미를 이해하고, 묵주기도를 정성껏 바칠 수

있게 돕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두 작업은 초등부, 중고등부 모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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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벽 허물기

아이들이 성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그 안에서 묵주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이끌 수 있습니다. 또

한 성모님께서 우리를 주님께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며 아이들이 정성껏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게 도와

줍니다.

∙준비물 : OHP 기기, OHP 필름(TP, Transparency), OHP 전용 펜(네임 펜, 매직) 등

① OHP 필름의 오른쪽 끝에 성모님의 모습을 인쇄(칼라로 인쇄하면 더 좋습니다.)합니다.(<그림1> 참고)

② 다른 OHP 필름의 왼쪽 끝(성모님 그림 반 편)에 아이들의 모습을 신할 사람의 형상을 종이로 오

려 붙입니다. 네임 펜 등을 이용하여 직접 그려도 좋습니다.(<그림2> 참고)

③ OHP 필름 한 장을 1/3만큼 잘라 네임 펜으로 벽돌 그림을 그립니다.(<그림3>참고) 이것은 성모님과

아이들 사이에 세워져 있는 벽을 상징합니다. 벽돌의 개수는 3개~5개 정도로 하고, 이 벽돌 그림의

OHP 필름을 학생 수만큼 준비합니다.

-청소년들과작업과정

① OHP 위에 <그림1> OHP 필름을 올려놓고, 아이들에게 성모님에 한 다양한 느낌을 듣습니다.

② <그림1> OHP 필름 위에 <그림2> OHP 필름을 올려놓습니다.

③ 보는 것과 같이 지금 우리들과 성모님 사이에 거리가 떨어져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④ 우리와 성모님이 가까워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림3>을 보여 주며 각

자 가지고 있는 OHP 필름에 그 내용을 나열하라고 합니다.

⑤ 한 명씩 나와 OHP 위에 각자 작성한 OHP 필름을 올려놓고 발표하게 합니다.

(각자 생각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발표하거나 3개~4개의 모듬으로 나누어 작업 후 각 모듬 별로 발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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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발표한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5개~7개 정도의 내용을 교사 혹은 학생이 직접 나와 성

모님 사이의 공간에 적어도 좋습니다.)

⑥ 이번에는 내가 성모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본 후 발표하게 합니다. ④

번의 내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한 내용도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묵주기도를

해 이야기할 수 있게 이끌어 줍니다. 

⑦ OHP 위의 나와 성모님의 거리를 점점 가까이 합니다.

⑧ 나와 성모님 주변을 아우르는 큰 묵주를 그리면서 마무리합니다.(교사가 직접 네임 펜 등을 이용하여

그리거나 학생들이 직접 그려도 좋습니다.)

*OHP 기기가 없다면 성모님 그림을 종이에 그려 오려 붙인 후 종이를 접어(<그림 4> 참고) 사용(<그림

5>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통해 묵주기도 알아보기

아이들이 묵주기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며 묵주기도의 의미, 방법, 내용 등을 재미있게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야구 판, 말 여러 개, 제비(1루, 2루, 3루, 아웃, 홈런 등), 점수판

① 야구의 기본적인 규칙들을 따릅니다(예 : 아웃 3번이면 공격과 투수가 바뀝니다).

② 두 모둠으로 나눕니다.

③ 각 모둠의 투수를 정합니다. 나머지는 공격수가 됩니다. 

④ 투수끼리 가위바위보를 하여 순서를 정합니다.

나

친구에 한
불신

기도 부족

<그림 1> <그림 2>

나나

<그림 4> <그림 5>

가운데를 접는다

☞

<그림 3>



⑤ 공격하는 모둠은 한 사람씩 나와 제비를 하나씩 뽑습니다.

⑥ 준비한 문제를 내서 투수가 맞히면‘아웃’이고, 공격수가 맞히면 뽑은 제비만큼 야구 판의 말이

나갈 수 있습니다.

⑦ 정해진 횟수(3회나 5회 등)까지 하여 총점을 계산하고, 이긴 모둠을 정합니다.

⑧ 각 모둠 별로 중간 응원도 하면서 재미있게 진행합니다. 하지만 너무 게임 내용에만 치중하지 않

게 교사가 틈틈이 묵주기도의 중요성과 의미에 해서 설명합니다. 

*점수판을 묵주알(5단)로 그려서, 점수가 날 때마다 묵주알에 색을 입히거나 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 문제와 야구 판 그림은 디다케 홈페이지‘자료방’에서 내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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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2회 3회 총점

1모둠

2모둠

[점수판]
[야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