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단원 주제 찬양 – “태초에 하나님이”
<파이디온선교회 2013 믿음으로 콩콩콩>

[1과 창조]

◈ 찬양 및 멘트(코드-출처)

1. 안녕 친구야(C)  파이디온선교회 <2018 하나님이 좋아요>

   1) 반가워요 친구들! 새 해 첫 예배, 새롭게 만나게 된 친구들과 인사 나눠 볼까요? 옆 친구를 바라  

   보며 이렇게 인사해요! (곡의 원래 동작을 활용하여)

    ① 안녕 (친구를 향해 손 흔들며 인사한다.)

    ② 친구야 (친구랑 손을 마주 잡고 깍지를 낀다.)

    ③ 정말 반가워 ( 깍지 낀 손을 위아래로 흔든다.)

   2) 반대 쪽 친구를 바라보며 같은 동작으로 인사해요. 

    ① 안녕 / ② 친구야 / ③ 보고 싶었어

   3) 이번에는 찬양에 맞추어 인사해요. (찬양 가사에 맞추어 동일하게 인사 활동)

     tip : 곡을 반복하며  양 옆, 앞, 뒤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 나누게 하여 가능하면 많은 친구들과 인사 나누도록 

한다. 

   4) 반복하며 인사 나눈 뒤 2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5) 찬양을 몇 번 부른 후 마무리 한다. 

      tip : 마지막 가사에 변화를 주어 서로를 환영, 사랑, 축복하며 마무리 할 수 있다. 

          예) 너를 너를 너를 환영해

              너를 너를 너를 사랑해

              너를 너를 너를 축-복-해 (천천히 마무리)

2. [1단원 주제 찬양] 태초에 하나님이(F)  파이디온선교회 <2013 믿음으로 콩콩콩>

 이  세상의 처음,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고, 깜깜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계셨어요!

 아무 것도 없는 깜깜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3. 모두가 주를 찬양 하여라(C)  파이디온선교회 <2014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제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소개하면 우리 친구들이 “모두가 주를 찬양 하여라” 라고 외쳐주세요!

•찬양주제 :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준 비 물 : 찬양악보, 찬양 PPT (음원 사용 시 찬양 AR)

•진행시간 : 10분



  교사: 하늘의 해와 달 

  어린이: 모두가 주를 찬양 하여라

  교사: 꼬물 꼬물 물고기

  어린이: 모두가 주를 찬양 하여라

  교사: 알록 달록 예쁜 꽃

  어린이: 모두가 주를 찬양 하여라

  교사: 크고 작은 동물들

  어린이: 모두가 주를 찬양 하여라

 찬양으로 연결한다.

4. 내 마음 가득(C)   파이디온선교회 <2018 하나님이 좋아요>

  이 시간 모든 만물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담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 이렇게 해보세요!

* 위의 곡 중에서 설교 후에 사용한다면? ‘태초에 하나님이’를 활용해 보세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한 주간의 삶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