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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3월 29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 사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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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숨을 불어넣자 살아 움직였어요.

131쪽에 있는 병아리와 토끼가 사람을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남자를 아담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여자를 하와라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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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쪽에 나무 꾸미기

129쪽에 오려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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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동산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살았지요.

131쪽에 있는 열매와 잎으로 꾸며 보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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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모두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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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친구야 안녕
-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의 이름과 얼굴을 익히도록 한다.

- 혼자서도 유치반에 갈 수 있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도록 한다.

- 선생님은 아이들의 신상과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파악한다.

2과 나는 교회학교가 좋아요
- 교회학교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이 지켜야 할 내용을 선생님과 약속하여 항상 지킬 수 있도록 한다.

3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심을 알게 한다. 

- 하나님께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심을 알게 한다.

-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심을 알게 한다.

4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우리 몸의 각 기능을 주심을 알게 한다. 

-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심을 알게 한다.

-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한다.

5과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그대로 기록한 것임을 알게 한다.   

-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적힌 편지임을 알게 한다.

- 성경을 소중히 다루고 매일 성경을 읽는 아이가 되게 한다.

6과 빛을 만드신 하나님
- 빛을 하나님이 만드심을 알게 한다.

- 빛과 어두움의 차이를 알게 한다.

- 빛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한다.

7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에 대해서 알게 한다.

-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크시고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한다.

- 하늘에는 물이 순환하고 물의 유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알게 한다.

8과 땅에는 나무와 꽃들이 있어요
- 땅에는 많은 나무와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을 알게 한다. 

-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꽃과 나무를 만드셨음을 알게 한다.

9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
-  낮 하늘에서 볼 수 있는 해와 밤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알게 한다.

-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목적을 알게 한다.

10과 새를 만드신 하나님
-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새들을 만드셨고, 잘 자라도록 길러 주심을 알게 한다.

-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새를 만드셨음을 알게 한다.  

11과 물고기를 만드신 하나님
- 하나님께서 바다 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만드셨음을 알게 한다.

-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복을 주어 바다 속에 충만케 하심을 알게 한다.

- 하나님께서 물고기들이 바다 속에서 살기에 적합하도록 만드셨음을 알게 한다.

12과 땅에는 동물들이 살아요
-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동물을 만드셨음을 알게 한다.

- 땅에는 많은 동물이 있음을 알게 한다.

13과 하나님 감사해요
-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음을 알게 한다. 

- 나에게 눈에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음을 알게 한다.

-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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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선생님, 읽어 주세요!



본문에 나와 있는 캐릭터를 엄마, 아빠와 함께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

머릿돌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