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과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 찬양 및 멘트(코드-출처)

1. 안녕 안녕(F)  파이디온선교회 <2014 하나님 손잡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들도 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이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향해 먼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교  사: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친구들(        ._곡의 박자에 맞게)

우리 다 같이 손을 잡고 인사할까요?

다같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친구들(        .)

이번에는 예수님을 향해 인사 해봐요!

다같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예수님!(        .)

노래하면서 더 큰 목소리로 인사해요!

2. 크신 사랑 찬양해요(Bb)  파이디온선교회 <2014 하나님 손잡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인사하니까 마음이 활짝 열리지요~

함께 찬양하는 기쁨을 우리의 입술로 표현 할 거예요. 연습해 볼까요?

Tip 박자를 익히기 위해 인도자가 쿵 혹은 짠 등의 의태어로 쉼표를 표현합니다.

  예) 룰루랄라 찬양해요 (쿵) 와와와 / 정말정말 좋아좋아 (쿵) 와와와

    와와와~ 함성 대신 손뼉으로 박자를 먼저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큰 함성으로 찬양을 한 우리 친구들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듣고 싶으시대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보아요~

Tip. ‘와와와’로 외친 박자에 맞추어 아이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찬양을 통해 삼위로 계신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소개할 수 있어요!

•1단원 주제 찬양 : “우릴 위해 오셨어요” <파이디온선교회 2009 Come to Jesus>

•찬양주제 :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준 비 물 : 찬양악보, 찬양 PPT, (음원 사용 시 찬양 AR)

•진행시간 : 10분



3. 들어볼까요(E)  파이디온선교회 <2015 하나, 둘, 셋! 승리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를 쫑긋 세우는 친구들에게, 

눈을 반짝 뜨고 있는 우리 동생에게 (양손을 펼치면서) 성경말씀을 들려주세요. 

(바로 전주로 연결한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찬양 반복 후 후렴부분)

♪ 오늘은 어떤 말씀 들을까 두근 두근 기다려져요! 두근 두근 기다려져요! (느려지며) 두근 두근 기다려져요~

(연결)  (우리가 아는 동요를 활용해서) ♪ 새끼 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꼭꼭 기억해.

어떤 약속? 예수님이 우릴 위해 오신 약속을 기억해요~

4. [1단원 주제 찬양] 우릴 위해 오셨어요(C)  파이디온선교회 <2009 Come to Jesus>

(바로 전주로 연결한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 이렇게 해보세요!

* 위의 곡 중에서 설교 후에 사용한다면? ‘우릴 위해 오셨어요’를 활용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