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주제곡 액션송 동작설명집
가사(1절)

길을 잃고

헤메이며

홀로 주저앉아

있을 때
① 양손 검지와 중지손가락을 펴고

왼손은 허리 뒤에 두고 오른손은

동작

차렷 자세에서 팔이 90°가 되도록
천천히 들어 올린다.

왼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가슴 앞에

양손바닥을 펴고 아래에서부터 원을

두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펴서

그리면서 올렸다가 양손을 X자로

왼손바닥 위에 수직으로 세운 후,

교차시킨 후, 고개를 왼쪽으로

수평으로 ∞자를 2회 그린다.

살짝 기울인다.

바깥쪽에서 머리 위쪽으로 원을
크게 그린다.
② 원을 그리며 가슴 앞에서
양손가락을 오른손이 위에 오도록
X자로 포갠다.

의미

가사(1절)

동작

의미

길을 잃고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의미

나의 주님 내게

약한 나를 감싸주시는 주님을 의미

다가-

양손을 양 옆으로 폈다가 왼쪽

왼손바닥이 보이게 가슴 앞에 손을

가슴에 오른손등이 위로 가도록 X자

펴고 오른손으로 왼손아래를

모양으로 포갠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올린다.

와

말씀 하셨네

① 양손을 입에 살짝 댄다.
왼손은 그대로 두고, 오른손만 왼쪽
가슴 위쪽으로 올린다.

주님이 나의 마음 안에 가득 담기는 것을 의미

② 입에 댄 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앞으로 천천히 내린다.

주님의 말씀을 의미

가사(×2)

동작

나다

동작

의미

하지

오른손을 왼쪽 가슴위에

양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펴서 얼굴

오른손과 왼손을 주먹 쥐고

왼손을 오른쪽 가슴위에 X자

앞에서 밀듯이 왼편으로 뻗는다.

차례로 가슴 앞에 X자 모양으로

모양으로 포갠다.

고개는 왼쪽으로 살짝 숙인다.

교차시킨다.

의미

가사

두려워

외면하는 나의 모습

나다

교차시켰던 주먹 쥔 양손을 펴면서
양쪽으로 동시에 펼쳐 내린다.

주님과 일치를 이루며 두려움을 이겨내는 모습

두려워

오른손을 왼쪽 가슴위에

양손을 주먹 쥐며 크게 원을 그려서

왼손을 오른쪽 가슴위에 X자

펼치며,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후

모양으로 포갠다.

얼굴 앞에서 X자 모양으로 붙인다.

외면하는 나의 모습

마라

하지마라

① 오른손을 펴서 오른쪽 옆으로 내밀어 옆 사람 손을 잡는다.
② 왼손을 펴서 왼쪽 옆으로 내밀에 옆 사람 손을 잡고 양손을 앞뒤로
2회 흔든다.

두려움을 친구와 손을 잡고 함께 이겨내는 모습

가사(2절)

거친 풍파를

만나듯

고통 속에

두려워 할 때

① 왼손등은 주먹을 쥔 상태에서
왼손바닥은 하늘을 보고, 오른손바닥

동작

은 바닥을 본 상태로 왼쪽과 오른쪽

위로 향하게 한다.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오른쪽 턱에

양손등을 세우고 앞으로 쭉 뻗는다.

으로 ∞자를 2회 그린다.

② 오른손은 검지와 중지를 펴서

대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댄다.

왼손등을 2회 긁는다.

의미

가사
(1절 동작과 동일)

동작

의미

내가 만났던 힘겹고 고통스러웠던 순간

나의 주님 내게

나의 고민과 상처들로 지쳐가는 모습

다가-

와

양손을 양 옆으로 폈다가 왼쪽

왼손바닥이 보이게 가슴 앞에 손을

왼손은 배꼽 위에 그대로 두고,

가슴에 오른손등이 위로 가도록

펴고 오른손으로 왼손아래를

오른손만 왼쪽 어깨 위쪽으로

X자 모양으로 포갠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올린다.

올린다.

주님이 나의 마음 안에 가득 담기는 것을 의미

말씀 하셨네

① 양손을 입에 살짝 댄다.
② 입에 댄 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앞으로 천천히 내린다.

주님의 말씀을 의미

※ 1절 동작과 동일!!! (총 3번 후렴으로 모두 같은 동작입니다.)
가사(×2)

동작

나다

동작

의미

하지

오른손을 왼쪽 가슴위에

양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펴서 얼굴

오른손과 왼손을 주먹 쥐고

왼손을 오른쪽 가슴위에 X자

앞에서 밀듯이 왼편으로 뻗는다.

차례로 가슴 앞에 X자 모양으로

모양으로 포갠다.

고개는 왼쪽으로 살짝 숙인다.

교차시킨다.

의미

가사

두려워

외면하는 나의 모습

나다

교차시켰던 주먹 쥔 양손을 펴면서
양쪽으로 동시에 펼쳐 내린다.

주님과 일치를 이루며 두려움을 이겨내는 모습

두려워

오른손을 왼쪽 가슴위에

양손을 주먹 쥐며 크게 원을 그려서

왼손을 오른쪽 가슴위에 X자

펼치며,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후

모양으로 포갠다.

얼굴 앞에서 X자 모양으로 붙인다.

외면하는 나의 모습

마라

하지마라

① 오른손을 펴서 오른쪽 옆으로 내밀어 옆 사람 손을 잡는다.
② 왼손을 펴서 왼쪽 옆으로 내밀에 옆 사람 손을 잡고 양손을 앞뒤로
2회 흔든다.

두려움을 친구와 손을 잡고 함께 이겨내는 모습

가사

나의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

하여 주시네

① 왼손바닥이 보이게 가슴 앞에

동작

손을 펴고 오른손으로 왼손아래를

양손 엄지와 검지를 펴서 가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올린다.

앞에 세워 “└ ┘”을 만든 뒤,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원을

② 왼손은 배꼽 위에 두고 오른손을

그린다.

오른손바닥을 펴서

오른손바닥이 아래에 오도록 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손바닥 위에 왼손바닥을

펼친다.

포개어 놓는다.

손바닥이 발이 되어
걸어가듯이 오른손,
왼손을 뻗으며
앞으로 6회 걷는다.

오른쪽 위로 끌어 올린다.

의미

가사

하느님의 방향, 하느님께서 계신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

나의

주님 언제나

‘따우십자가’의 의미를 담아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현존하고 계시며
동행하시는 분임을 나타냄

내게 힘이 되어

주시네

① 오른손을 펴고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로 줄을 그은 뒤, 오른손

① 왼손바닥이 보이게 가슴앞에 손을
펴고 오른손으로 왼손아래를

동작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올린다.
② 왼손은 배꼽 위에 두고 오른손을

어깨 끝에서 힘을 주고 주먹을 쥐어
양손 엄지와 검지를 펴서 가슴

오른팔을 직각으로 세운다.

앞에 세워 “└ ┘”을 만든 뒤,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원을 그린다.

오른쪽 위로 끌어 올린다.

② 왼손을 펴고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로 줄을 그은 뒤, 왼손 어깨
끝에서 힘을 주고 주먹을 쥐어 왼팔을

① 가슴 가운데에서 양손바닥을
맞대고 기도하는 모양으로 손을
머리위로 올린다.
② 머리 위에서 양손을 벌리면서
몸 안쪽으로 내린다.

직각으로 세운다.

의미

하느님의 방향, 하느님께서 계신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하는 나의 의지를 표현

※ 1절 동작과 동일!!! (총 3번 후렴으로 모두 같은 동작입니다.)
가사(×2)

동작

나다

동작

의미

하지

오른손을 왼쪽 가슴위에

양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펴서 얼굴

오른손과 왼손을 주먹 쥐고

왼손을 오른쪽 가슴위에 X자

앞에서 밀듯이 왼편으로 뻗는다.

차례로 가슴 앞에 X자 모양으로

모양으로 포갠다.

고개는 왼쪽으로 살짝 숙인다.

교차시킨다.

의미

가사

두려워

외면하는 나의 모습

나다

교차시켰던 주먹 쥔 양손을 펴면서
양쪽으로 동시에 펼쳐 내린다.

주님과 일치를 이루며 두려움을 이겨내는 모습

두려워

오른손을 왼쪽 가슴위에

양손을 주먹 쥐며 크게 원을 그려서

왼손을 오른쪽 가슴위에 X자

펼치며,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후

모양으로 포갠다.

얼굴 앞에서 X자 모양으로 붙인다.

외면하는 나의 모습

마라

하지마라

① 오른손을 펴서 오른쪽 옆으로 내밀어 옆 사람 손을 잡는다.
② 왼손을 펴서 왼쪽 옆으로 내밀에 옆 사람 손을 잡고 양손을 앞뒤로
2회 흔든다.

두려움을 친구와 손을 잡고 함께 이겨내는 모습

가사(×3)

Je  sus
① 왼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하고,
오른손도 펴서 밖에서 몸 안쪽으로
한 바퀴 감싸 돌린다.

동작

② 왼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몸
앞에 두고 오른손을 주먹 쥐고 엄지를
세워 왼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뒤,
왼손과 함께 머리 위로 들어올린다.

의미

가사

한 바퀴 감싸 돌린다.
② 왼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몸
앞에 두고 오른손을 주먹 쥐고 엄지를
세워 왼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뒤,
왼손과 함께 머리 위로 들어올린다.

의미

my Lord

바닥이 밖을 향해 오른쪽으로
올린다.
② 왼손도 오른쪽 방향으로 향해

오른손으로 왼손 가운데를 찍고

양손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펴고

왼손으로 오른손 가운데를 찍는다.

몸 앞에서 앞으로 향해 뻗는다.

따라 올리면서 오른손바닥은
안쪽으로 뒤집는다.

Je  sus

오른손도 펴서 밖에서 몸 안쪽으로

Je  sus

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오른손

이 세상의 으뜸이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

① 왼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하고,

동작

my Lord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모습

my Lord

Je  sus

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오른손

①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를

바닥이 밖을 향해 오른쪽으로

보게 하고, 하늘을 향해 왼쪽으로

올린다.

벌려 뻗는다.

② 왼손도 오른쪽 방향으로 향해

② 왼손을 그대로 두고 오른손도

따라 올리면서 오른손바닥은

왼손과 대칭이 되도록 하늘을 향해

안쪽으로 뒤집는다.

팔을 뻗는다.

이 세상의 으뜸이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

my Lord

옆 사람 손을 잡고 양손을 아래로
내리면서 앞뒤로 2회 흔든다.

주님 안에서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모습

가사(×2)

Al le

lu ia

lu ia

① 오른손을 입에 살짝 댔다가

① 오른손을 입에 살짝 댔다가
손바닥을 몸 쪽으로 향하게 하여

양손을 펴서 손바닥이 가슴을 향하게

오른쪽으로 올린다.

손바닥을 몸 쪽으로 향하게 하여

① 양손을 입 앞에서 말하듯이 대고

오른쪽으로 올린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오른발도

한 후 몸 아래에서 위쪽으로

동작
② 오른손과 대칭이 되도록 왼손을
입에 살짝 댔다가 손바닥을 몸 쪽으로

살짝 들어준다.

퍼올리듯 오른쪽 두 번, 왼쪽 두 번

② 오른손과 대칭이 되도록 왼손을

원을 그린다.

입에 살짝 댔다가 손바닥을 몸

② 양손을 들어 왼쪽으로 고개를

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으로

돌리고 왼쪽 발도 살짝 들어준다.

향하게 하여 왼쪽으로 올린다.

올린다.

의미

주님을 생각할 때 생기는 설렘과 기쁨의 모습

가사

Al le

주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는 모습

lu ia

Al le

lu ia

① 오른손을 입에 살짝 댔다가

① 오른손을 입에 살짝 댔다가

손바닥을 몸 쪽으로 향하게 하여

손바닥을 몸 쪽으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으로 올린다.

양손을 자연스럽게 펴고 가슴 앞에서

동작

아래에서 위로 퍼 올리듯 원을
② 오른손과 대칭이 되도록 왼손을

오른쪽 2번, 왼쪽 2번 그린다.

입에 살짝 댔다가 손바닥을 몸 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으로 올린다.

오른쪽으로 올린다.
옆 사람 손을 잡고 양손을 머리
② 오른손과 대칭이 되도록 왼손을

위에서 옆으로 2회 흔든다.

입에 살짝 댔다가 손바닥을 몸
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으로
올린다.

의미

주님을 생각할 때 생기는 설렘과 기쁨의 모습

가사

아 - 멘

동작

Al le

양손을 합장하여 가슴 앞에서 입 앞까지 손을 올린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실천하려는 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