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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알고, 바르게 믿는 대표적인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한
주간 성경을 펼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읽고, 해당 본문의 그림을 찾아 지도
에 붙입니다. 지도로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아는 영성이 자라길 바랍니다.

목표
1. 어린이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여러 이적을 보이셨음을 안다.
2. 어린이가 예수님의 사역을 상상하며 성경을 읽는다.
3. 어린이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기로 결단한다.

준비물
ibcm.kr 제공 자료 - 이미지 / 세계지도, 이스라엘지도, 지도 속 예수님의 사역이야기, 지도 속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 답지, 예수님의 사역그림
별도 준비 자료 - 성경책, A4 용지, A3 용지, 가위, 풀, 작은 선물(과자, 초콜릿, 달란트 등)

준비과정 및 점검 체크표
*자료준비
(프로그램 1주전)
1.  A3 용지에 ‘세계지도’, ‘이스라엘지도’, ‘지도 속 예수님의 사역이야기 답지’를 반 수 만큼 출력한다.
2.  A4 용지에 ‘지도 속 예수님의 사역이야기’와 ‘예수님의 사역그림’을 어린이 수만큼 출력한다.
3.  ‘지도 속 예수님의 사역이야기’를 완성한 어린이에게 줄 작은 선물(과자, 초콜릿, 달란트 등)을 준
비한다.
*진행준비
(프로그램 1주전)
1.  반교사는 프로그램 진행순서와 진행안을 숙지 및 숙달한다.
한눈에 보는 진행안

프로그램 설명  성경지도 설명  ‘지도 속 예수님의 사역이야기’ 방법설명  주일용 활동 해보기
 프로그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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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1. 반교사가 반어린이를 모여 앉게 한 후,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 한 주간 성경을 읽고, 성경지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관련된 그림을 찾아 붙여 지도를 완성할 것임을 설명한다.
2. 반교사가 ‘세계지도, 이스라엘지도’를 보여주며 사복음서의 지리적 배경을 설명한다.
3. 반교사가 반어린이들에게 ‘지도 속 예수님의 사역이야기’와 ‘예수님의 사역그림’를 나누어준다.
4. 반교사가 반어린이들에게 ‘지도 속 예수님의 사역이야기’를 완성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매일 ‘지도 속 예수님의 사역이야기’의 요일별로 적힌 성경본문을 읽는다.
2) ‘예수님의 사역그림’에서 읽은 본문이 그려있는 그림을 찾아서 가위로 오린다.
3) 오려낸 ‘예수님의 사역그림’을 ‘지도 속 예수님의 사역이야기’에 풀로 붙인다.
5. 반교사가 반어린이들에게 주일에 해당하는 성경본문을 읽고 ‘예수님의 사역그림’에서 그림을 찾아
‘지도 속 예수님의 사역이야기’에 붙여보도록 한다.
6. 반교사가 반어린이와 한 주간 ‘지도 속 예수님의 사역이야기’를 완성해 올 것을 약속하고 기도
를 한다.
7. 다음주, 반교사는 ‘기도 속 예수님의 사역이야기’를 완성해 온 반어린이에게 작은선물(과자, 초
콜릿, 달란트 등)을 주며 칭찬한다.
8. 반교사는 반어린이들에게 ‘지도 속 예수님의 사역이야기 답지’를 보여주며 예수님의 사역이야
기를 들려준다.
9. 반교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바르게 믿는 어린이가 될 것을 약속하고 기도를 한다.

자료내용
1. 세계지도

2. 이스라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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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도 속 예수님의 사역이야기와 답지

4. 예수님의 사역그림

활용PLUS
1. ‘예수님의 사역그림’을 A4 라벨지(전지)에 출력하여 붙이기 용이하게 준비하면 좋다.

진행안
2. (세계지도를 보여주며) 이것은 세계지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그란 지구를 넓게 펼쳐서 그려놓
은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나요?(어린이의 대답을 듣는다)그래요. 맞았어
요. 그렇다면 이 천여 년 전 예수님은 어디에 살고 계셨을까요? 우리나라와는 정말 멀리 떨어져있
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셨어요(세계지도에서 이스라엘 지역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지도를 보여주며) 이 지도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지역인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예수님
의 일생이 적혀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베
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30세부터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며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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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지도에 그림을 붙여 보려고 해요.
(지도 속 예수님의 사역이야기를 보여주며) 이곳은 바로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인 ‘갈릴리 호수’ 주변
이에요. ‘게네사렛 호수’ 라고 불리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적혀져 있
지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큰 물을 모두 바다라고 불렀다고 해요. 호수가 워낙 넓다보니까 ‘갈
릴리 바다’로 불렸답니다.
(요일과 성경본문을 가리키며) 지도에 보면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요일이 적혀있고 각각에 해당하
는 성경본문이 적혀있어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경본문을 성경책에서 찾아서 읽어요. (예수님의
사역그림을 보여주며) 그리고 읽은 본문이 그려있는 그림을 찾아서 가위로 오리고 풀로 지도에 그
림을 붙여서 이 지도를 완성하는 것이에요.
8. 지도 속 예수님의 사역이야기가 완성되었어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가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요?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게네사렛 호숫
가에서는 배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배와 그물을 버
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
신 곳에는 늘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고,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
님 앞에 달아 내렸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인성 문 앞에서 울고있는 한 과부를 만나셨어요. 과부는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예수
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었던 자를 살리셨어요.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
람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돼지떼 속으로 내쫓으셨어요. 그러자 돼지떼는 산 아래에 있는
호수로 달려가 모두 빠져 죽었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나음을 입었어요. 갈릴리바다에서 예수님
은 물 위를 걸으셨어요.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바람에 믿음이 적
은자라고 혼을 내기도 하셨어요. 벳새다에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지역을 다니시며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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