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한 목자

The Good Shepherd
Memory verse : “I found my . . . sheep!” LUKE 15:6, ICB.
The massage : Jesus cares for you and me.

기 억 절: 나의잃은양을찾았노라”(누가복음15:6)
중심사상: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세요.

W
양

ake up,
shepherd!
치는 소년아, 일어나렴!
It’s time to get up.
이제 일어날
시간이란다.
(Point
to the shepherd,
(목동을
가리키고
나서 양을 가리키세요.)
then
the sheep.)
Wake up,푸르고
sheep!맛있는 풀을
양들아, 일어나렴!
It’s time to nibble the
먹을 시간이란다. 일어나렴,
thick, green grass.
양들아! 아침
Wake먹을
up,시간이야.
Woolly
매~Lamb!
매~		
(Point to the
black lamb.) It’s time
for breakfast. Baa-baa!

Wake up, shepherd!
It’s time to get up. Wake up, sheep!
It’s time to nibble the thick, green grass.
Wake up, Woolly Lamb!
It’s time for breakfast. Baa-b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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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D

직이지 마, 복슬복슬 아가 양아.

on’t move,
움직이지 fluffy
마, 귀염둥이
sheep. 아가 양아.
Don’t move,
양치는 소년이
양을 셀Woolly
시간이에요.
Lamb. It’s time for the
(숫자를 세면서 아가의 코를 톡톡 두드리세요.)
shepherd to count the
1-2-3-4-5.
sheep.
(Touch
nose
양치는 소년이
양을child’s
세고 있어요.
for each count.)
21-22-23-24.
1-2-3-4-5. The shep모든 양들이
herd안전한가요?
is counting the
sheep. 21-22-23-24.
97-98-99-100!
Are all the sheep safe?
네!
97-98-99-100! Yea!
(박수치세요.)
(Clap hands.)
All the sheep are
모든 양을 세었어요.
counted. All the sheep
모든 양들이 안전해요.
are safe.
Don’t move, fluffy sheep.
Don’t move, Woolly Lamb. It’s time for the
shepherd to count the sheep.
1-2-3-4-5. The shepherd is counting the sheep.
21-22-23-24. Are all the sheep safe?
97-98-99-100! Yea! All the sheep are counted.
All the sheep are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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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 하늘 높이 떠있어요.
햇볕은 너무 뜨거워요.

양들은 목이 말랐어요.
복슬복슬 양이 엄마 양의 바로 옆에 있었
어요.

T

킁~킁! (시늉해보세요.)

he sun is high in
the sky. The sun
함께 물이
달려가요.
feels있는
hot.곳으로
The sheep
feel
thirsty.
Woolly
(씽크대로
달려가서
물을 마시세요.)
Lamb stays close to
mother sheep.
Sniff-sniff! (Pretend
to sniff.) The sheep
smell water.
Let’s run to the
water. (Run to the sink;
drink
water.)
The sun
is high
in the sky.
양이 물 냄새를 맡았어요.

The sun feels hot.
The sheep feel thirsty.
Woolly Lamb stays close to mother sheep.
Sniff-sniff ! The sheep smell water.
Let’s run to th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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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alking,
고 또 걷고, 아가
양은 걷는 것에 지

걷

walking.
The sheep are tired
of walking.
“Let’s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 가자.”
stay here for a while,”
양치는 소년이 말했어요.
the shepherd says.
그런데 못생긴
까만ugly
파리들이
But big,
flies 양들에게 와
buzz about the sheep.
서 윙윙 날아다녔어요.
(Point to the flies.)
“윙~윙!”
Buzz-buzz! (Tickle
child.)
파리들은your
복슬복슬
아가 양의 눈앞에서
Flies buzz Woolly
날아다녔어요.
윙윙 Lamb’s eyes. Flies
Woolly
파리들은buzz
복슬복슬
아가 Lamb’s
양의 코 앞에서도
nose. Woolly Lamb
윙윙 날아다녔어요.
stamps his feet.
복슬복슬(Stamp
아가 양은
발을
feet.)
All콩콩
the 거렸어요.
sheep stamp at the
(발을 구르세요.)
flies.
쳤어요.

모든 양들이 파리를 향해 발을 콩콩 굴렀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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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walking. The sheep are tired of walking.
“Let’s stay here for a while,” the shepherd says.
But big, ugly flies buzz about the sheep.

Buzz-buzz! Flies buzz Woolly Lamb’s eyes.
Flies buzz Woolly Lamb’s nose. Woolly Lamb stamps his feet.
All the sheep stamp at the f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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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직이지 마, 뭉게뭉게 아가

양아.

on’t move,
fluffy sheep,
don’t
move!
The 약을 주었어요.
양치는
소년은
양들에게
shepherd
gives
(아가들의
코를 만져주세요.)
medicine to each
양치는
소년은(Touch
약을 주면서
sheep.
child’s 세었어요.
(아가의face.)
코를 톡톡
수를 세세요.)
The치면서
shepherd
gives medicine and
97-98-99.
counts (touch child’s
어? 복슬복슬
이 없어요.
nose and양
count)
97-98-99.
복슬복슬
양이 어디 갔지?
Uh-oh! Woolly
Lamb is not here.
이야기Where
속에 is Woolly은
Lamb?
움직이지 마!

양

몇 번 나오나요?

번

Don’t move, fluffy sheep, don’t move!
The shepherd gives medicine to each sheep.
The shepherd gives medicine and counts 97-98-99.
Uh-oh! Woolly Lamb is not here.
Where is Woolly La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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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W

슬복슬 아가 양아, 어디 있니?”

oolly Lamb,
where are
세요.) 복슬복슬 아가 양이 연못에 있나?
you?” (Child hides face
with tissue.)
(가리키세요.)
Is Woolly Lamb in
아니, 없어요. (머리를 흔드세요.)
the pool? (Point.) No,
(가리키세요?)
바위 뒤에
he is있나?
not there.
(Shake
head.)
Is he near
the
아니 아니,
거기에도
없어요.
rocks? (Point.) No, not
복슬복슬 아가 양이 어디에 있는 거지?
there.
쉬~~잇! 들어보세요.
Where is Woolly
Lamb? 소리
Sssh!
Listen.
(아가가 매~하고
내게
하세요.)
(Your child says, “Baa!”)
아, 여기에 있구나!
Oh, there you are!
(아가의 얼굴에서 손수건을 치우고 안아주세요.)
(Remove tissue; hug
child.)

(아가들이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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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lly Lamb, where are you?” Is Woolly Lamb in the pool?
No, he is not there. Is he near the rocks? No, not there.

Where is Woolly Lamb? Sssh! Listen.
Oh, there you ar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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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매

~ 매~ 복슬복슬 아가 양은 안전해

aa-baa! Woolly
Lamb is safe.
아가 양을Thank
찾아줘서
고마워요.
you,
shepherd,다시
for데려와줘서
finding him.
아가 양을
고마워요.
Thank you, shep예수님, 우리의 어린 양(아가)을 사랑해주셔
herd, for bringing him
서 감사합니다.
back.
Thank You, Jesus,
(아가를 안아주세요.
for loving our own
아가와 함께 교실을 한 바퀴 도세요.)
little lamb. (Hug child.
Spin with child around
the room.)
요. 양치는 소년아,

그림 속에 보이는 하얀

모두 몇 마리 인가요?		

양

은

마리

Baa-baa! Woolly Lamb is safe.
Thank you, shepherd, for finding him.
Thank you, shepherd, for bringing him back.
Thank You, Jesus, for loving our own little la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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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성경이야기는 양 한 마리를 잃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는
그 양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았어요. 그가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오늘의 기억절이에요.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기억절을 듣고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요.

“나의 잃은 양 을
찾았노라” (누가복음 15장 6절)

“I found my . . . sheep!” LUKE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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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 모두 몇 마리일까요? 나머지 부분에 색칠하여 숫자를 완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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