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취학

2월 셋째주  나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한 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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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읽을 말씀 창세기 1 장 26-27 절
Main 
idea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외울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Point 미취학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학습목표
1.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음을 알아요.

2.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소중하고 특별해요!

성령님과 
뚜벅뚜벅

제목과 내용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에요!

종이인형 활동을 통해 우리는 존귀한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임을 안다.

준비물 어린이 활동자료



말씀으로 풍덩풍덩

1.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여섯째 날, 하나님이 흙으로 아주 소중하고 특별하게 무엇

인가를 만드셨어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2. 오물락~ 조물락~ 하나님이 흙을 빚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

명의 숨을 후~하고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을 닮은 멋진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아담과 하

와예요.

3.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닮았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을 닮았어요. 

4.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은 아빠, 엄마, 동생,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소중하고 특별해요!



성령님과 뚜벅뚜벅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에요!

이렇게 준비하세요.

1. 활동자료를 어린이들의 인원수대로 준비한다.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에요. 활동자료에 있는 멋진 왕자님과 예

쁜 공주님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보아요.

이렇게 활동하세요

1. 교사는 어린이들 인원수에 맞게 활동자료를 나눠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아름다웠어요. 맛있는 과일과 따뜻한 햇살, 시원한 나무 그늘과 다정한 동

물 친구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 중에 제일 멋진 작품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신 하늘나라 왕자와 공주에요. 우리의 모습을 멋지게 

꾸며볼까요?”

2. 활동자료에서 종이옷을 떼어 종이인형에게 입히는 활동을 한다.

공과를 맺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소중하고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거룩하게 만드신 것을 믿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친구들이 되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닮도록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

님이 우리를 하늘나라 왕자와 공주로 창조하신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나라의 소중한 

왕자와 공주로 지어주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멘.



가정세우기

2월 셋째 주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한눈에 보기

읽을 말씀: 창세기 1장 26-27절

외울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1:27)

포인트: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만 쓸 수 있는 특별한 왕관이 여기 있어요.

왕관에 사진을 붙이거나 이름을 적어 나만의 특별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사진을 찍어요.

“000이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 왕자에요”라고 말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