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학기 예꼬 제자학교 교육내용

구 분 주    제 내    용 준  비  물

1주 2학기 개강
부모 교육

주제 1 | 각 반별로 성경 자유 학습

•자유 학습 - 성경 퍼즐, 미로길, 바늘 뜨기

•찬양 / 율동

•방학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나누기

주제 2 | 부모 교육 - 강사초청(부모 성격유형 알기)

•간식 - 도서 대여 / 출석부 스티커 붙이기

•귀가 지도 - 과제물 내어주기

•부모 교육  •간식  

•도서 / 도서카드

•스티커

•명찰 / 출석부

•Disc 검사책

•노트북    •빔프로젝트

•음향, 스크린

2주 야외활동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함께 야외 예배하며 활동

•도시락 •물 •카메라 •약도

•서울대공원 단체 예약

•약품 •각반 연락처

3주 열심히 
전도해요1

활동 | 전도 프로젝트접근법 학습

•전도할 사람 사진, 그림 붙이기

•그림 성경 읽기

•간식 - 당번이 준비하고 섬긴다.

•당번 - 신발 정리(섬김 교육)

•전지

•�집에서 사진,

 그림 가져오기

•풀 / 가위

4주 열심히
전도해요2

활동 | 전도용 색깔 책 만들기, 색깔 필름 만들기

•전도 내용 - 유아부에 맞는 내용

•색깔 책으로 전도 실습하기

•색깔책 재료(시트지, 책본)

•전도용 내용

•폐품 필름통 •청테이프

5주 기쁨으로
봉사해요

활동 |  1 : 유아부실 청소하기

활동 |  2 : 종이접기로 카드 만들기 - 친구에게 카드 

전도

•청소 - 유아부 사용하는 책상 닦기 & 유아부실 닦기

•간식 - 도서대여

•주일날 유아부 예배시 간식 당번으로 섬기기

•카드재료

•종이접기 재료

•걸레 : 부모님이 준비

•도서책 반납

• 주일날 어린이 앞치마 준비

6주 서로 
사랑해요

활동 |  (섬김 : 세족식 : 교사 → 어린이에게

            어린이들이 → 부모님께)

•집에서 → 아빠에게 하기, 가족에게 하기

•간식 / 도서대여

•대야 / 물 / 타월 / 의자

•타월 : 부모님이 준비

•어린이 앞치마

7주 수료식

1학기, 2학기 예꼬 제자학교를 마침을 감사하면서…

•수료증, 사진 촬영

•미니파티 - 가정에서 음식 하나씩 가져오기

 ♥ “1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예.꼬(예수님의 꼬맹이) 예수님의 온전한 예꼬제자가 

    되어서 말씀대로 사는 어린이가 되세요.

•수료증

•사진 정리 앨범

•설문조사

•선물

• 1년 예꼬 제자학교 모음 

전시하기

* 1번 이상 결석하면 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  제자학교 훈련 동안 과제물도 열심히 하세요.
   시간을 반드시 지키시고(10분전에 오기) 2학기 제자학교 훈련도 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56·유아부 제자훈련 | 교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