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부 매뉴얼

(제정 2019.6.20)

◈ 교육대상 : 만2세~4세 유아

◈ 교육목표 :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유아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임을 고백하도록 돕는다.

◈ 예배시간 및 장소 : 주일 오후12:00~13:00 / 제1교육관
   o 1부 주일예배 – 오후12:00~12:40
   o 2부 분반 성경공부 – 오후12:40~13:00

◈ 교역자 및 임원, 교사
   o 담당교역자 : 교회 임명 전도사, 목사
     - 주일 예배 설교, 주보 작성
     - 반 편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가정통신문 
   o 부장 : 교회에서 임명
     - 주일예배 진행          - 예산 수립, 예산 집행, 예산 검토 및 결재
     - 임원회의 진행          - 행사 계획    
     - 교사모임 주최
   o 부감(4명) : 교역자, 부장이 협의하여 임명
     - 주일예배 진행
     - 임원회의 참석
     - 전체 교사모임 주관
   o 회계 : 부장이 선임
     - 예산 신청 및 집행
     - 회계장부 작성 및 재정부 감사
   o 담임교사 : 세례교인 이상 지원자 중에서 부장, 교역자 면담 후 임명
     - 반별 학생 예배 지도, 출석 관리
     - 분반 성경공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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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율동 및 찬양 교사 : 교역자, 부장이 협의하여 임명
     - 주일 예배 전 찬양 인도
     - 여름성경학교 찬양 진행

◈ 교사 모임

구 분 시 간 장 소 내 용

교사 회의 매주일
11:30~12:00 제1교육관

금주 교과활동 내용, 다음주 분반공부
요점 전달, 부서 진행 사항 및 향후
교육계획 공유 등

교사 워크샵 3월 교사 교육, 분반 성경공부 내용 전달,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신임교사 환영

교사 세미나 5월 1학기 반별 상황점검 및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준비

여름성경학교 
준비 모임 7월 성경학교 환경 정리 및 프로그램 준

비
여름성경학교 
평가 모임 7월 성경학교 마무리 및 평가 모임

성탄절 행사 
준비 모임 12월 “성탄의 축하 발표회” 의상 및 소품  

준비
교사 수료
모임 2월 연간 교육성과 공유, 이임교사 환송

◈ 학생 관리
   o 학생 개인교적부 작성
   o 주일 예배 출석 관리
     - 결석 학생 : 심방
   o 신입 학생 관리
     - 신입 등록하면 신입반 담당교사가 2주간 신입반 운영 후 반 배치

◈ 유아부 주요 행사
   o 매월 생일축하 잔치
   o 홀수달 말씀 암송대회(3,5,7,9,11,1월) 
   o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5월)
   o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절기 행사
   o 여름성경학교(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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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분기별 찬양대회(8,12월)
   o 졸업예배-연말 시상(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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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부 연간 계획표 (예시:2019년)
월 일 절기/행사 교육주제 및 본문말씀 교육활동

3

3  1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창1:1)
생일잔치
사순절 말씀 달력 배부

10  10과 세례를 받으셨어요 (마 3:13-17)

17  11과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눅 6:12-19)

24  12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요 11:1-44)

31
 13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눅 11:2-4, 

 마 6:6-15) 
암송대회

4

7
 14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어요 

 (마 26:17-30)
생일잔치

14  15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막 11:1-10) 부활주일헌금 봉투 만들기

21 부활주일  16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눅 24:1-12)  부활절 달걀 나누기

28
 17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 오셨어요 

 (요 21:1-25)

5

5 어린이주일  18과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세요 (눅 18:15-17)  
생일잔치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12 어버이주일
 19과 룻은 나오미를 기쁘게 따랐어요 (룻 1:1-18, 

 출 20:12) 

19 교사주일
 20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셨어요 

 (요13:15)

26
 21과 고넬료의 가족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행 10:1-48)  
암송대회

6

2  22과 홍해를 가르셨어요 (출 14:10-31) 생일잔치

9
 23과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행 1:6-11,

 2:1-4)

16
 24과 돌판에 약속을 새겨주셨어요 (출 20:1-17, 

 24:1-18)

23
 25과 아말렉 사람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출 17:8-16)

30  26과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어요 (민 13:1-14:10)

7

7  2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창 2:4-17, 3:1-24) 생일잔치

14 여름성경학교               7.13~14 여름성경학교

21  3과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창 9:8-17)

28  4과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었어요 (창 11:1-9)

8

4
 5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 12:1-5, 15:5-7)  
생일잔치

11
 6과 약속하신대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창 17:15-22, 18:1-15, 21:1-7)

18
 7과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창 32:13-32)

25  8과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창 41:37-49) 찬양대회



월 일 절기/행사 교육주제 및 본문말씀 교육활동

9

1
 35과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 들려 주셨
어요 (마 13:1-23)

생일잔치

8
 36과 잃은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해 들려주셨어요  
(눅 15:1-7)

15
 37과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에 대해 
들려주셨어요 (눅 15:11-32)

22
 38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 들려주셨
어요 (눅 18:9-14)

29
 39과 달란트를 맡은 종들에 대해 들려주셨어요 
(마 25:14-29)

암송대회

10

6
 40과 처음교회를 통해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행 2:43-47)

생일잔치

13
 41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행 9:1-22)

20
 42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르가를 살렸
어요(행 9:36-43) 

추수감사헌금 봉투 만들기

27 추수감사주일
 46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함께 즐거워해요 
(신 16:13-17)

11

3
 43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양했어요 
 (행 16:16-34)

생일잔치

10
 44과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을 예루살렘 교회
에 알려주었어요 (행 11:1-18)

17
 45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함께 일하며 전도
했어요 (행 18:1-4, 18-26)

24
 47과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행27:1-44)

암송대회
대림절 과제 배부

12

1  48과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했어요 (눅 1:26-38) 생일잔치

8  49과 꿈에서 천사가 말했어요 (마 1:18-25)

15  50과 별을 보고 찾아갔어요 (미 5:2, 마 2:1-10) 성탄감사헌금 봉투 만들기

22 성탄주일  51과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눅 2:8-20)   

29  52과 예수님을 닮아가요 (갈 5:22-23, 엡 4:15) 찬양대회

1

5
 27과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삿 3:12-30)

생일잔치

12
 28과 여성이었던 드보라도 사사로 부르셨어요 
 (삿 4:1-5:31)

19
 29과 겁이 많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
쳤어요 (삿 6:1-8:28)

암송대회(설 연휴로 변경)

26
 30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삿 13:1-16:31)

2

2
 31과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삼상9:15-11:15)

생일잔치

9
 32과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삼상16:1-13)

16
 33과 히스기야가 우상을 깨뜨렸어요 
 (왕하18:1-12, 대하 29:1-36)

23 졸업예배
 34과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왕하 22:1~23:14, 대하 34:1-33)

졸업 및 수료 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