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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둘째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한 눈에 보기

1과

2 주

제목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읽을말씀 창세기 1 장 1-5 절
Main 
idea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외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Point 미취학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학습목표
1.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음을 알아요

2.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해요

성령님과 
뚜벅뚜벅

제목과 내용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스티커 활동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심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준비물 어린이 활동자료, 스티커 활동지



말씀으로 풍덩풍덩

1. 깜깜해요. 아주 먼 옛날 처음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세상이 환해졌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2.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높은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 풀과 꽃, 나무를 만드셨어요.

3.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늘에 있는 반짝이는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풍덩풍덩~ 

바닷속 물고기와 짹짹짹~ 하늘에 새, 깡충깡충 토끼와 어흥어흥 호랑이까지 땅에는 동물을 만드셨어

요.

4.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해요!



성령님과 뚜벅뚜벅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렇게 준비하세요.

1. [1과 활동자료]와 [1과 스티커 활동지]를 어린이들의 인원수대로 준비한다.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린이들의 대

답을 듣는다.) 맞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을 예쁜 그림과 함께 살펴보아요.

이렇게 활동하세요

1. 교사는 앞서 활동한 ‘말씀으로 풍덩풍덩’을 토대로 간략하게 창조이야기를 정리해준다.

2. 어린이들에게 [1과 활동자료]와 [1과 스티커 활동지]를 나눠준다.

3. 어린이들은 스티커를 활동자료에 알맞게 붙인다. 다음 예시 대화문을 참고하여 어린이들이 하나님

이 만드신 것을 직접 입으로 말하며 활동하게 한다.

예)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무엇이었지? (빛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빛을 알맞은 곳에 붙여볼

까?

4. 스티커 활동을 마치면, 어린이들이 교사를 따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라고 외치며 

활동을 마친다.

공과를 맺으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을 우리도 입으로 고백하며 직접 스티커를 붙여보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모두 만드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어

요. «우리에게 멋진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친구들이 되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이 지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멘.

참고) 처음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세상이 환해졌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높은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 풀과 꽃, 나무를 만드셨어요. 하늘에 있는 반짝이는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

이 만드셨어요. 풍덩풍덩~ 바닷속 물고기와 짹짹짹~ 하늘에 새, 깡충깡충 토끼와 어흥어흥 호랑

이까지 땅에는 동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돌보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정세우기

2월 둘째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한눈에 보기                

읽을 말씀: 창세기 1장 1-5절

외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포인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자녀와 함께 활동지를 뜯어 퍼즐 활동을 해 보세요. 퍼즐그림을 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요. 퍼즐활동을 마치면 암송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로 마치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멋진 세상을 우리도 기뻐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