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

2월 둘째주  창조의 하나님

한 눈에 보기

1과

2 주

제목 창조의 하나님

읽을말씀 창세기 1 장 1-5 절

Main idea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외울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3

Point 초등 하나님이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셨어요

학습목표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한다.

나의 
이야기

제목과 내용

말씀대로 바로 세워요!

말씀 낱말카드를 온전한 말씀으로 맞춰보며 질서를 세우신 창조 하나님을 
기억해 본다.

준비물 어린이교재, 가위, 풀



마음 열기 (교사용 교재 도입활동)

엉뚱질문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어린이들 수에 맞게 필기도구를 준비한다.

이렇게 말하세요

과학이나 우주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어린이들의 대답을 듣는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지켜지는 수많은 질서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태양계 공전, 지구 자전, 음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규칙, 공공장소 예절 등)

이렇게 활동하세요

1. 교사는 어린이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교재의 질문에 답해본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순서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지구가 자전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중력이 사라진다면?)

2.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게 돕는다.

물이 없어서 물고기가 다 죽어요, 중력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다 날아다녀요.등

전환문장

맞아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질서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런 질서가 어떻게 생겨난걸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런 질서들이 생겨난 시작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아요.



나의 이야기 (교사용 교재 적용활동)

말씀대로 바로 세워요!

이렇게 준비하세요.

1. 가위와 풀을 인원수에 맞게 준비한다.

이렇게 말하세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온 세상은 텅 비어 있는 어둠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자 질서가 세워지고 온 만물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질서대로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질서가 왜 중요한지 

이 시간 배워 보도록 해요.

이렇게 활동하세요

1. 어린이들은 어린이교재의 자르는 선을 따라 말씀 낱말카드를 자른다.

2. 세 장의 ‘말씀대로!’ 카드는 다른 카드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각 어린이들이 갖는다.

3. 어린이들은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3절을 찾는다.

4. 모두 함께 찾은 말씀을 읽는다. Tip. 암송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다.

5. 어린이들의 말씀 낱말카드를 모두 모아 바닥에 쏟고 순서를 고루 섞는다.

6. 어린이들이 창세기 1장 1절의 완벽한 문장을 만들게 한다.

7. 다음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1장 3절의 완벽한 문장을 만들게 한다.

8. 문장 만들기를 어려워하거나 포기하려고 할 때 구별해 놓았던 ‘말씀대로!’ 카드를 들고 외치게 

한다. 그러면 교사는 힌트를 제시하거나,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준다.

9. 반복하여 문장을 완성하도록 한 후, 문장이 완성되면 다 함께 말씀을 읽는다. 

완성해야 할 문장

완성 문장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완성 문장2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1장 3절

공과를 맺으며

오늘 우리는 뒤죽박죽 섞여 있는 말씀을 순서에 맞게 배열해보았어요. 단어들이 뒤섞여 있을 때는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가 반복하여 읽은 말씀을 기억해서 친구들과 완벽한 문장을 

완성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들을 기억하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 있게 세워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공과 활동을 통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나의 하루를 돌아보며 나를 위해 질서와 규칙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

사하고, 모든 창조의 처음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결심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질서가 조화롭게 세워졌

음을 배웠어요. 나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대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나의 마음과 생활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세우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배경으로 가족사진을 찍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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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랍고 신비로운 세상을 보며 함께 기뻐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