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학기 

일시 과 제목 본문 어린이활동 행사

1월 3일 입학예배 어린이 신상파악 신년예배

10일 1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마 3:13-17 순종의 그래프

17일 2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어요 마 4:1-11 역할극

24일 3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요 1:35-51 제자들 책 만들기 교사수련회

31일 4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요 2:1-11 요일별 말씀실천 액자

2월 7일 5과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케 하셨어요 요 2:12-25 민속놀이 구정(7-10)

14일 6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요 2:23-3:21 O,X 퀴즈
학부모와 함께하는 

예배

21일 7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요 4:1-42 손잡은 친구들 제자학교1(20)

28일 8과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막 2:1-2 전도카드 만들기
봄 특별새벽부흥회
(22-27) 

제자학교2(봄특새)

3월 6일 9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마 8:5-13 믿음의 대장들 제자학교3(5)

13일 10과 예수님께서 파도를 잔잔케 하셨어요 마 8:23-27 어려울 땐 이렇게

20일 11과 예수님께서 오천명을 먹이셨어요 마 14:13-21 나의 소원은
제자훈련 개강(19) 
고난주간 기도회
(21-26)

27일 부록1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
어요 요 21:1-17 부활절 카드 만들기 부활주일/ 동극

4월 3일 12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마 14:22-33 움직이는 그림

10일 13과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마 16:13-28 예수님 모빌

17일 14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눅 19:1-10 삭개오 가면

24일 15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마 21:1-11 나귀 타신 예수님 액자

5월 1일 전체활동 신나는 마당 어린이주일

8일 부록2 부모님을 공경해요 엡 6:1-3 사랑의 쿠폰 만들기 어버이주일

15일 부록3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딤후 3:14-4:2 감사카드 만들기 스승의주일

22일 16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과부를 칭
찬하셨어요 막 12:41-44 헌금을 바르게 하는 방법 캠프 광고

29일 온세대연합예배 제자훈련 종강(28)

6월 5일 17과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어요 마 25:1-13 오색 팔찌
교회창립38주년 선
교컨퍼런스(5-8)

12일 18과 부자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마 25:14-30 달란트 목걸이

19일 캠프1과

26일 캠프2과



2학기 

일시 과 제목 본문 어린이활동 행사

7월 3일 캠프3과
유치부 캠프 
(2-3)

10일 19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요 13:1-20 사랑의 사탕주머니

17일 20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마 26:69-75 자랑 깃발 만들기

24일 1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 13:1-23 상상화 그리기

31일 2과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 18:21-35 용서 부채 만들기 교사휴가주간

8월 7일 3과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눅 10:25-37 손과 발로 도와요 액자

14일 4과 예수님은 선한 목자에요 요 10:11-18 선한 목자 모자이크

21일 5과 예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눅 15:11-32 용서하시는 예수님 인형

28일 6과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눅 16:19-31 나사로 이야기 책

9월 4일 7과 예수님께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눅 18:9-14 겸손의 기도 무릎 인형

11일 8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
하셨어요 행 1:3-8 전도 나팔 만들기 추석(14-16)

18일 9과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 오셨어요 행 2:1-42 성령 충만한 나 책 만들기

25일 10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고쳤어요 행 3:1-10 빨대 인형 만들기

10월 2일 11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행 5:1-11 약속카드 만들기 특새(3-8)

9일 12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어요 행 6:8-7:60 헌신 기차 만들기

16일 13과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행 8:5-40 전도하는 빌립 인형

23일 14과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행 9:1-31 미로찾기 교사야유회

30일 15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행 10:1-48 성경 이야기 두루마리 책

11월 6일 16과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행 13:1-12 바울의 전도여행

13일 17과 하나님만이 참 신이세요 행 14:8-18 하나님만이 참 신

20일 부록1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눅 17:11-19 감사카드 만들기
추수감사주일/인형

극

27일 18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행 16:16-34 카드 게임

12월 4일 19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꿈을 주셨어요 행 27:1-44 나의 꿈 액자 만들기

11일 20과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계 21:1-27 천국 그림 색칠하기

18일 부록2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소식을 전했어요 눅 2:1-20 크리스마스 천사 만들기

25일 수료식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요 눅 2:25-35 크리스마스 카드만들기
성탄주일/동극 
수료예배/교사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