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2부매뉴얼

1. 교육대상 : 초등학교 3~4학년 학생

2. 교육목표 : 주님 안에서, 아이들의 꿈과 지혜의 성장

세상 따라가기에 바쁜 우리 아이들의 지치고 불안한 심신에 쉼터를 제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실력을 갖춘

신앙적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3. 예배시간과 장소 : 주일 오전10시~11시15분 /남포교회 3층 제3교육관

• 1부 어린이 예배

• 2부 분반 공부

4. 교역자 및 임원, 교사

• 교역자 : 교회가 정한 전도사,목사

 주일 예배 말씀. 분반공부 교재 선정 및 지도, 주보작성

 가정통신문, 반편성, 교사생일카드작성

• 부장 : 교회에서 안수집사 중에서 임명

 교사회의 진행

 주일예배 진행

 임원 회의 주관

 교사 워크샵 주관

 1년차, 2년차 부장 각 1명 총 2명

• 부감 : 부장집사와 전도사가 교사 중에서 임명

 주일예배 진행

 임원회의 참가

 학년 모임 주관

 3학년, 4학년 부감 각 1명 총 2명

(제정 2019.5.19)       



• 교사 : 일반 성도 지원자

 학급 학생 예배 지도, 출결 관리

 분반 성경 공부 진행

• 서무 교사 : 예배준비, 교재 준비

• 어린이 성가대 지휘자 및 반주자

• 율동 및 찬양 교사 : 예배전 찬양 인도 및 여름성경캠프 찬양 진행

• 회계 : 부장이 선임

 예산 신청 및 집행

 회계 장부 작성 및 재정부 감사

5. 교사 회의 :  매주 예배 전 오전 9:20~9:50 

• 장소:제1선교관 부속 소회의실

• 금주 예배 내용 및, 다음주 분반공부 요점 전달, 3분스피치

6. 년중 교사 모임

• 교사 워크샵 : 3월 ~ 년간 계획 및 분반 성경 공부 내용, 기타 안건 토의

• 학년별 교사모임 : 4월 ~ 학년별 각 반의 학생 동향 공유

• 교사 수련회 : 6월 ~ 야외 교사 심신 수련

• 교사 수료 모임 : 2월 ~ 년간 교육 성과 공유 및 신임 및 이임 교사 환송

7. 년간 주요 프로그램

• 여름 성경 캠프 : 7월중 2박3일 (안성 너리굴마을)

• 절기 활동 : 부활절, 부모주일, 추수감사절, 성탄절 칸타타

• 예배지킴이 축제 ( 먹거리잔치 스티커와 기부 스티커 )

• 매월 생일 잔치

• 학부모 초청 예배

• 선교 프로젝트 (선교사 지원 개인 저금통 모으기 : 선교 개념과 현황 교육)



월 일 교회주간 교육활동 교사활동 기타

3 신입생환영예배 신입생 환영 예배 / 초등2부소개 출석부, 어린이카드 작성

10 나를 알리기  작성 교재배부

17 나를 알리기 나눔 임원회의

24 분반 공부/생일축하 3/30 교사 워크샵

31 분반 공부 생일카드준비

7 분반 공부/생일축하

14 분반 공부

21 부활주일 부활절 계란꾸미기:병아리종이접기 삶은계란/스티카/색종이

28 분반 공부

5 어린이주일 야외예배 : 운동회/티셔츠선물

12 어버이주일 사랑 표현하기/생일잔치 화분 분갈이

19 교사주일 분반 공부 12월 교사 감사 나누기 진행

26 부모초청 예배 교사수련회

2 생일잔치/ 예배 지키미 축제 생일카드 / 먹거리 잔치 준비

9 분반 공부/생일잔치

16 분반 공부

23 분반 공부

30 분반 공부 생일카드준비

7 분반 공부/생일잔치

14 찬양과 율동 여름수련회 준비모임

21 찬양과 율동 여름수련회 준비모임

28 여름수련회 여름 수련회 7/27,28,29(토,일,월) 너리굴 안성
4 생일잔치/ 예배 지키미 축제 생일카드 / 팥빙수 잔치 준비

11 분반 공부

18 분반 공부

25 분반 공부

1 분반 공부/생일잔치

8 분반 공부

15 플레이 축제 추석연휴(9/12-15)

22 분반 공부

29 성경 암송 대회 생일카드준비

6 분반 공부 / 생일 축하

13 분반 공부

20 분반 공부

27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 축제 교사 야유회/생일카드준비

3 선교 프로젝트 시작 / 생일 축하 선교사동영상,저금통

10 분반 공부

17 분반 공부 생일카드준비

24 성탄절 꾸미기 만들기

1 성탄절행사준비 / 생일 축하

8 성탄절 행사 연습

15 성탄절 행사 연습

22 성탄주일 성탄 축하 예배 교사선물교환/반별칸타타

29 선생님께 감사나누기

5 분반 공부 / 생일 축하

12 분반 공부 생일카드준비

19 분반공부/선교 프로젝트 마감 어린이 명단 작성

26 플레이 축제 설연휴(1/24~27)

2 분반공부 / 생일 축하

9 분반 공부 개근상·정근상 명단 작성

16 분반 공부

23 수료감사예배 수료 감사 예배 교사모임

2월

2019 초등2부 연간계획표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3월

4월

생일카드준비/학년별 교사 모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