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하드보드지에 50cm(가로)×15cm(세로) 직사각형 1개, 지름
20cm 원 2개, 지름 19cm 원 1개를 그려 자른다.

② ①에서 만든 지름 20cm 2개의 원 중, 한 원 가운데에 지름
2.5cm의 작은 원을 그려 칼로 잘라 낸다.

③ 자른 하드보드지를 한지로 싸서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④ 하드보드지에 7.5cm(가로)×14cm(세로)의 직사각형 4개를 그려 자른다.

⑤ ④의 직사각형을 각각 하늘색과 갈색 한지로 싸서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이때, 사진처럼 앞면과 뒷면의 색깔을 맞추어 붙인다.(A와B-하늘

색[앞면]/갈색[뒷면], C-하늘색[앞면, 뒷면], D-갈색[앞면, 뒷면])

50cm

15cm

19cm
20cm

2.5cm

⑥ ①의 지름 19cm 원
을 점선처럼 4등분 하
여 연필로 표시해 놓고,
그 중심 부분에 를

루건으로 붙인다.

⑦ ⑤의 직사각형
을 와 ⑥의 4
등분 표시를 따라

루건으로 붙인
다. 이때, A, B, C,
D의 순서를 사진처
럼 맞추어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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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뒷면>

| 깜짝 교구 상자 |

유경희

예수 성탄 축일이 있는 12월입니다. 성탄제 준비하랴 림∙성탄 교리 준비하랴 어느 때보다 바

쁘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어 어느 때보다 행복한 달인 것 같습

니다. 오늘 만들 교구는 뱅 뱅 돌아가는 원형 극장에서 참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일생을 4컷

의 그림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교구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에 집중할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떠올리며,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 : 하드보드지, OHP 필름, 양면테이
프, 풀, 가위, 자, 루건, (지름2.5cm),
컴퍼스, 한지(하늘색, 갈색 등), 예수님 이야기
그림

※‘탄생→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최후의 만찬→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순서로 된 4컷의‘예수님 이야기 그림’은 디다케 홈페
이지‘http://didache.eduseoul.or.kr/→자료방→디다케 자료방’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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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희_보나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교구 사당5동 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서울 교구 초등부 주일학교 13지구 월례 교육 강사로 활동하
고 있다. 또, 서울특별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서 아동개발팀 교사로도 일하고 있다. 아동미술지도자과정 수료, 어린이북아트 자격증 취득 등, 교리 수업에
다양한 미술 활동을 연계하기 위해 계속해서 공부 중이다.

⑬ 맞닿은 ⑪의 양쪽 끝을 양면테이프로 붙여,
완전한 원통을 만든다.

⑮ ②의 원으로 덮고, 루건으로 마무리한다.

� 를 돌려 가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준다.

⑭ ⑬의 원통 안에 ⑩을 넣는다.

어떤 이야기든 4컷의 그림만 준

비된다면 이 교구를 사용해 아이

들에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습니다. 성탄을 맞아 예

수님 탄생과 관련한 성경 구절

중 주요 4가지 장면을 뽑아 그려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⑧ 자료실에서 내려받은‘예수님 이야기 그림’을 출력해 코팅한 후 가
위로 오린다.

⑨ OHP 필 름 을 2cm×
13cm의 긴 띠 모양으로 4
개 자른 뒤, 양면테이프로
양끝을 이어 붙이고, 삼각형
모양으로 각을 잡아 지지
로 만들어 역시 양면테이프
로 ⑦의 각 칸에 하나씩 붙
인다.

⑩ ⑨의 지지 에 사진처럼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⑧의 그림 조각을 사진에 표시된 순서 로 붙인다.

⑪ OHP 필름을 17cm(가로)×15cm(세로)의 직사각형으로 자른 뒤, ①의
50cm(가로)×15cm(세로) 직사각형과 세로 한쪽을 1cm정도 겹쳐(사진의 빗

금 친 부분) 양면테이프로 붙인다.

⑫ ①에서 만든 구멍을 뚫지 않은 지름 20cm인 원의 둘레에 ⑪
을 사진처럼 딱 맞추어 루건으로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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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세번째 그림

두번째 그림

네번째 그림

첫번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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