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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안나의 만들기 교실

전 수 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만으로도 마음이 설렙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행복한 날! 예수님이라는 특별한 선

물을 받는 날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또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기쁨에 넘치는 성탄을 위한 안나의 제안, 하나! 교리실에 크리스마스트리 장식하기. 여기에 우리 모습이 담긴

액자를 걸면 더 멋진 장식이 되겠지요. 둘! 기쁜 마음이 담긴 카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내 손으로 직

접 만든 카드라면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우리

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행복 바이러스를 퍼트리면 좋겠네요.

준비물 : 일회용 접시, 예쁜 그림이 있는 냅킨,

웃는 모습의 개인 사진, 목공용풀, 장식 재료,

루건, 마감재, 붓

냅킨이 얇아서 접시에 붙일 때 찢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고, 목공용풀을 칠할 때는 붓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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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냅킨을 접시 크기에 맞춰 자르고 무늬

가 있는 면 한 장만 사용합니다.

2. 일회용 접시에 목공용풀을 칠하고 냅

킨을 붙입니다.

3. 냅킨을 붙인 접시를 말립니다. 이때 드

라이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 잘 말린 접시에 마감재를 바르는데, 한

번 바르고 건조시킨 뒤, 2~3회 덧칠해 줍

니다.

5. 개인 사진을 적당한 크기로 오려서 중

앙에 붙이고 테두리를 장식합니다.

6. 압정으로 접시 윗부분에 구멍을 뚫고

예쁜 고리를 달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액자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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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1. 상본을 원하는 디자인으로 자릅니다. 2. 색지를 카드 모양으로 자르고 디자인한 상본을 붙입니다.

3. 상본의 주요 이미지를 복사해 여러

장 오려 둡니다.

4. 양면테이프를 이용해서 상본에 3번의 이미지를 입체감

있게 붙입니다.

5. 우드락을 잘라 포장지로 감싸고, 카드의 테두리를 장식합

니다.

6. 트레싱지로 속지를 만들어 붙이면 입체 카드 완성!

준비물 : 성탄 분위기의 상본, 우드락, 색지(여러 색),

양면테이프, 트레싱지, 가위, 목공용풀, 칼, 장식 재료

상본 신 크리스마스 이미지가 그려진 선물 포장지로도 입체 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 단, 선물 포장

지는 얇기 때문에 뒤에 도화지를 한 번 덧 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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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연_안나
구 교구 현 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5년이란 시간을 보내는 동안‘좀 더 쉽고 재미있는 교리를 할 수 없을까?’고민하면서 손으로 만드는 바비인형, 테디베어,

포크아트 등 다수의 공예 강좌를 수료하 다. 현재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작업을 교리와 접목시키는 방법에 해 연구, 개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