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함께 하는 유아 ★ 유치 매일성경

큐티아이 이렇게 해보세요.
큐티아이는 7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
로 자라도록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책은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품고 자라가도록 창
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줄 것입니다.

① 매월 매일 날짜 표시와 제목입니
다. 『큐티아이』의 월요일은 성경
을 또박또박 읽고 성경이야기를
듣는 날입니다.

⑤아
 이의 눈높이에 맞춘 성경의 핵
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⑥오
 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신 하
나님께 감사기도를 합니다.

②성
 경을 읽기 전에 말씀을 잘 깨닫
도록 기도합니다.

④엄
 마와 함께 활동을 하면서 성경
의 주요개념을 배웁니다.

③ 큰 소리로 성경을 읽게 합니다.
②성
 경의 단어들을 아이의 눈높이
에 맞춰 설명해 줍니다.

① 『큐티아이』의 수, 목, 금요일은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나하
고 상관이 있는 이야기라는 사
실을 깨닫게 합니다. 부모님들
은 아이들에게 성경이야기를 들
려주고, 아이들은 ‘아하! 그렇구
나!’로 반응하도록 도와줍니다.

④일
 주일에 한번은 성경을 읽고 쓰
는 연습을 통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⑤읽
 고 쓰면서 외운 말씀을 실제
생활에서 따라 해보면서
말씀을 몸으로 익히게 합니다.

②엄
 마와 함께 하는 활동들은 대
부분 실행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어떤 단어
나 숫자, 그리고 생활 속의 주요
개념들이 성경에 들어 있다는 사
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자연스럽
게 성경을 귀하게 생각하도록 도
와줍니다.

③미
 로 찾기, 주사위놀이, 퍼즐 게
임 등, 가족이 함께 하는 놀이를
통해 한 주간의 성경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배웁니다.

②주
 중에 아이의 큐티를 주로 엄마
가 도와주셨다면, 토요일엔 그 역
할을 아빠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빠가 성경을 읽고 아이에게 하
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① 『큐티아이』의 주일은 교회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성경을 배우
며 선생님과의 활동을 통해 한주
간의 큐티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날입니다.
②교
 회에서 유아부와 유치부를 맡
고 계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은 후, 반별로 함께 모
여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성경이
야기를 듣습니다.

③ 큰 소리로 성경을 읽게 합니다.

① 『큐티아이』의 화요일은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서, 실제로 그날
외운 말씀을 따라서 해보는 날
입니다.

① 『큐티아이』의 토요일은 온 가족
이 함께 성경을 읽고 놀이를 통
해 아이들과 더불어 성경의 즐거
움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① 『큐티아이』의 스토리텔링을 통
해 한 달 동안 읽고 배운 성경 이
야기를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그림으로 보는 성경이야기’ 페
이지는 글자가 없이 그림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스스
로 그림을 보며 성경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만
약 아이가 어려워 할 경우엔 다
시 그날의 본문을 찾아가서 이
야기를 살펴보게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성
경을 익숙하게 배울 뿐만 아니
라, 그 지혜와 창의력이 놀랍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주
 일에는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자료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책 뒤에 오려서 사
용할 수 있는 별도의 활동자료
가 포함되어 있어서 주일학교에
서 매우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②한
 달 동안 배운 성경이야기의
큰 줄기를 따라가는 그림입니
다. 엄마가 먼저 그림을 보고 이
야기를 구성한 뒤에 먼저 아이에
게 말해보도록 차근차근 이끌어
주십시오.

『큐티아이』의 신앙교육은 대부분 가정에서 이뤄지도록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만 이 짐을 지우
시지 않으시고, 지역교회와 성서유니온이 함께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이 책과 함께 함으로써 주중에는 가정에서, 주말
에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들려주십시오.
성서유니온 홈페이지 www.su.or.kr 를 이용하시면 설교를 포함한 더 많은 자료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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