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년

2월 둘째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한눈에 보기

1과

2 주

제목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읽을말씀 창세기 1 장 1-5 절

Main idea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외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Point 유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학습목표
1.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음을 말할 수 있다.

2.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세상을 아끼고 가꾸어 갈 수 있다.

말씀을 
실천해요

제목과 내용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
색칠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관찰하고 느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함께 기뻐한다.

준비물
개인 활동 시) 어린이 교재, 그리기 도구
대그룹 활동 시) 전지 한 장, 그리기 도구(색연필, 크레파스 등)



말씀을 기억해요 (교사용 교재 성경이야기)

1. 이 세계에는 아무 것도,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계셨어요. 

2.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

에는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아름다운 별이 생

겼어요. 다섯째 날은 바다와 하늘의 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땅의 생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3.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이 다 지어졌어요.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4.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쉬셨어요. 그리고 이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

어요.

 

말씀을 탐구해요 (교사용 교재 말씀리뷰활동)

1.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

2. 창조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3. 다음 말씀의 빈칸을 채우고, 함께 외워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시니라”(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실천해요 (교사용 교재 적용활동)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

이렇게 준비하세요.

개인 활동)

1. 그리기 도구(크레파스나 색연필 등)를 준비한다.

대그룹 활동)

1. 8절 도화지를 각 반의 수에 맞게 준비한다.

2. 그리기 도구(크레파스나 색연필 등)를 준비한다.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보아요.

이렇게 활동하세요

! 개인 활동과 대그룹 활동을 선택하세요.

개인 활동)

1. 어린이 교재에 있는 창조 그림을 그리기 도구로 색칠한다.

Tip. 색종이와 풀을 준비하여 모자이크 활동을 할 수 있다.

2. 완성된 그림을 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어요.”라고 말해준다.

대그룹 활동)

1. 8절 도화지를 각 반의 수에 맞게 모아 붙여 한 장으로 만든 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밑그림으로 

그린다.

2. 붙였던 8절 도화지를 다시 흩어 그림 조각으로 만든 후 각 반에 한 장씩 나눈다.

3. 각 반의 어린이들이 서로 협동하여 그리고 다시 모아 붙여서 한 장의 그림 꾸미기를 완성한다.

4. 완성된 그림을 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어요.”라고 말해준다.

공과를 맺으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가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아름다운 세상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며, 더욱 멋지게 가꾸고 

지켜나가는 어린이들이 되기로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배웠어요. 또한 «만드신 세상을 기뻐하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세우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배경으로 가족사진을 찍어보세요.

구글검색을 통해 우리가 가까이 접하기 어려운 식물이나 동물, 곤충의 사진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랍고 신비로운 세상을 보며 함께 기뻐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