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과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 찬양 및 멘트(코드-출처) 

1.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C)  기독교캠프코리아 <2016 캠키즈워십 3집>

   (전주 나올 때 멘트)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후렴 부르기 전 처음부터 다시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 내 마음 모두를~~

   (다시 처음부분 반복하기 위한 멘트)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내 마음 모두를 ~(찬양)

   목소리 높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사랑해요~사랑해요~ 후렴을 반복하여 부른다)

   Tip. 찬양을 반복하여 부를 때 중간중간 사이멘트를 하여 아이들이 돌아가는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예: 마음을 모아 한번 더 고백해요/ 손을 모으고 찬양해봐요 등의 멘트 후 반복되는 찬양가사를 불러준다.)

2. 날마다 날마다(E)  파이디온선교회 <2012 Jesus The Greatest 학령기>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친구들은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3. [1단원 주제 찬양] 예수님을 바로 알아요(G)  파이디온선교회 <2011 JUMP START 학령기>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외치면 우리 친구들은 “네 맞아요”라는 의미로

   “아멘”을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선생님: 예수님은 하나님!                 어린이: 아멘!

   선생님: 예수님은 창조주!                 어린이: 아멘!

   선생님: 예수님은 구원자!                 어린이: 아멘!

   우리 예수님을 힘차게 찬양합시다.

  

•1단원 주제 찬양 : “예수님을 바로 알아요” <파이디온선교회 2011 JUMP START 학령기>

•찬양주제 :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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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시간 : 10분



4. 고백(F)  파이디온선교회 <2008 세상을 축복하는 아이들>

  (전주 시 멘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의 사랑 앞에 언제나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 찬양 후 교사가 기도로 마무리 한다)

◈ 파이디온 외 찬양곡

  ‣출처: 기독교 캠프코리아 캠키즈워십 3집

  ‣가사

   내 마음 모두를 잘 아시는 예수님

   내 생각 전부를 잘 아시는 예수님

   세상 무엇보다 날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