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는 사탕(몰약)을 담은 플라스틱 접시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리 사이에 풍선(황금)을 끼웁니다. 

③ 다리 사이에 끼운 풍선이 터지지 않게, 머리에 얹은 손수건과 접시 위에 얹은 사탕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걸어 반환점을 돌아옵니다. 

④ 다음 친구에게 풍선과 사탕이 담긴 접시와 손수건을 전달하고 마지막 친구가 먼저 돌아오는 팀이 승리합니다.

2. 아기 예수님, 어디쯤 오셨나요?

※게임 시작 전, 아이들을 2팀이나 3팀으로 나눕니다. 신문지 막 와 골프공을 각 팀에 나누어 주고 1미터마다 보라색, 연보

라색, 분홍색, 흰색 색지로 싼 음료수 캔을 순서 로 놓습니다.(음료수 캔 속에 모래나 물을 넣어서 쓰러지지 않게 합니다.)

① 림 시기란 성탄 전 4주간을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림초의 색깔이 차츰 밝은 색으로 바뀌는 것은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심을 나타내는 기쁨의 표시라고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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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도 동방박사!

※2팀으로 나누어 게임을 진행하며, 반환점은 5미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동방박사들이 봉헌한 예물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합니다.

① 천사의 알림과 별의 인도를 받고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온 동방박사 세 사람은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경

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봉헌합니다(마태 2, 1-12 참고). 이 예물들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② 우리도 동방박사가 되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 봅시다. 머리에는 스카프나 손수건(유향)을 얹고, 손바닥에

장 정 연

다함께 짠짠짠

참가 상 : 초등부 고학년

참가 인원 : 20명 이하(팀별 항)

준비물 : 풍선, 플라스틱 접시, 말 스카프나 손수건, 사탕(아이들 수만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하는 시기는 12월 25일부터 주님 공현 축일까지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성탄

기념 음악회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게임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달에는 성탄의 기쁨을 표

현하는 여러 가지 게임을 제안합니다.  

황금 - 모든 금속 중에 가장 귀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으며 언제나 찬란한 빛을 내기 때문에 왕에게 바쳤던 선물 중

하나. 예수님께서‘왕’임을 상징한다. 

유향 - 본래 신에게 바치는 제사 때 사용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곧, ‘하느님’이심을 상징한다.

몰약 - 시체에 바르는 약품으로‘죽음’을 상징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왕이지만 죽음을 맞

아야 하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참가 상 : 전 학년

참가 인원 : 30명 이하(팀별 항)

준비물 : 신문지 막 나 빗자루, 골프공(야구공, 탁구공), 색지로 싼 음료수 캔

그림∙최유리_율리안나



③ 아이들에게 도화지를 나눠 주고 아이들 스스로 크레파스를 사용하여 구유를 10~20조각으로 나누게 합니다. 

④ 선생님과 아이들이‘가위 바위 보’를 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이길 경우, 구유 한 조각에 색을 칠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가장 빨리 구유를 완성하는 친구가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⑤ 게임을 다 끝내고 나면 알록달록 예쁘게 색칠한 구유를 12월 한 달 동안 교리실 벽면에 붙여 놓고, 각자의 마

음속에 아기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우리들 모두가 기쁘고 설레는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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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문지 막 로 공을 치면서 림초를 상징하는 각각의 음료수 캔을 지그재그로 돌아오면 됩니다. 

③ 반환점을 돌아와 다음 친구에게 신문지 막 와 공을 넘깁니다. 단, 음료수 캔을 쓰러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

작해야 합니다. 

3. 내 마음속의 구유

① 성탄의 구체적인 의미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 둘째,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

하여 사람이 되신 것. 셋째, 하느님과 죄 많은 세상과의 화해. 즉, 성탄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교사는 도화지에 비어 있는 구유를 그려 놓습니다.(구유를 너무 크게 그리면 게임 중 아이들이 색칠할 때 힘이 듭니

다.)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려도 좋습니다. 이때는 구유 그림을 여러 개 그려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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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연_ 라라
한국레크협회 회원. 파티플래너. 인천교구 유소년부 레크팀‘얄리’에서 봉사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레크리에이션을 만들고 보급하고 있다.

참가 상 : 전 학년

참가 인원 : 32명 이하

준비물 : 도화지, 크레파스나 색연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