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학기 

일시 과 제목 본문 어린이활동 행사

1월 4일 입학예배(푯대를 향해 달려가요) 빌 3:7-14 어린이 신상파악 신년예배

11일 1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창 1:1-31 천지창조 원판 만들기

18일 2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 2:18-23 꽃 왕관 만들기

25일 3과 맨 처음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창 3:1-24 순종게임 교사수련회

2월 1일 4과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창 6:1-9:17 노아의 방주 만들기
학부모와 함께하는 

예배

8일 5과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창 11:1-9 바벨탑 쌓기

15일 6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 11:27-12:5 민속놀이 구정(18-20)

22일 7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창 21:1-21 가족 모형도 그리기 제자학교1

3월 1일 8과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
렸어요 창 22:1-18 이야기 만들기 제자학교2

8일 9과 이삭이 우물을 양보했어요 창 26:12-15 양보 목걸이 만들기

15일 10과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어요 창 32:1-33:20 야곱 이야기 제자훈련 개강

22일 11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창 

37:12-39:23 요셉의 채색 옷 만들기

29일 12과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창 40:1-45:28 새 활동 추가
고난주간 특새
(3.30-4.4)

4월 5일 부록1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마 28:1-15 부활절 카드 만들기 부활주일/ 동극

12일 13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출 2:1-10 물에 띄운 모세 만들기

19일 14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출 3:1-4:31 떨기나무 만들기

26일 15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어
요 출 7:14-14:31 퍼즐 맞추기 2과를 1과로

5월 3일 전체활동 신나는 마당 어린이주일

10일 부록2 룻이 나오미를 따랐어요 룻 1:1-22 사랑의 쿠폰 만들기 어버이주일

17일 부록3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랐어요 왕하 2:1-14 감사카드 만들기
스승의주일 
제자훈련 종강

24일 16과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출 16:1-30 감사의 양식만들기 성령강림주일

31일 온세대연합예배 캠프 광고

6월 7일 17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출 24:12-18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14일 18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을 지켰어요 민 14:1-45 약속 책 만들기

21일 캠프1과

28일 캠프2과
유치부 캠프 
(27-28)



2학기 

일시 과 제목 본문 어린이활동 행사

7월 5일 캠프3과

12일 19과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구했어요 수 2:1-24 예수님 인형 만들기

19일 20과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수 6:1-27 순종의 길

26일 1과 기드온이 삼백 용사와 함께 싸웠어요 삿 7:1-23 횃불, 나팔항아리 만들기 교사휴가주간

8월 2일 2과 삼손이 잘못을 뉘우쳤어요 삿 16:18-31 회개기도 스티커 붙이기

9일 3과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삼상 

14:52-15:35 말씀삼각대 만들기

16일 4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삼상 16:6-23 하트책 만들기

23일 5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어요 삼상 17:1-51 승리의 돌멩이 만들기

30일 6과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을 지켰어요 삼상 18:1-4 친구 소개하기

9월 6일 7과 다윗이 사울 왕을 용서했어요 삼상 24:1-22 용서 미로 찾기

13일 8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
어요 왕상 3:1-28 막대인형극 놀이

20일 9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웠어요 왕상 18:1-46 용기 있게 말하기

27일 10과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셨어요 왕하 5:1-19 나아만 장군 인형놀이 추석(26-29)

10월 4일 12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
주셨어요 왕하 18:17-20:11 기도통장 만들기 특새(5-10)

11일 13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왕하 22:1-23:30 마음카드 만들기

18일 14과 욥이 시험을 잘 이겨냈어요 욥 1:1-42:17 유혹을 이겨요

25일 15과
에스겔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
았어요 겔 37:1-10 생명군인 만들기

11월 1일 16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욘 1:1-3:10 요나처럼 회개할래요

8일 17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을 지켰어요 단 1:1-21 색칠하기

15일 부록1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출 23:14-17 감사카드 만들기
추수감사주일/인형

극

22일 18과
하나님께서 사자 굴에 빠진 다니엘을 구
하셨어요 단 6:1-28 무지개 기도 모빌 만들기

29일 19과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느 1:1-3:32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12월 6일 20과 에스더가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어요 에 2:21-10:3 기도주사위 만들기

13일 부록2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소식을 전했어요 마 1:18-25 크리스마스 천사 만들기

20일 부록3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동방박사) 마 2:1-12 크리스마스 카드만들기 성탄주일/동극

27일 수료식 수료예배(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요3 1:5-12 수료예배/교사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