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단원 주제 찬양 – “기억하라”
<파이디온선교회 2007 하나님의 약속>

[1과 – 창조]

◈ 찬양 및 멘트(코드-출처)

1. 믿음있는 어린이(E)  파이디온선교회 <2006 왕의 자녀답게 살아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노래해 볼까요.  (“손뼉치며 일어나, 발구르며 일어나” 부분만 동작을  

   하며 찬양한다.)

   이번에는 선생님 혼자 노래를 부를 동안, 우리 친구들이 반별로 모여서, 우리 반만의 특별한 동작을 만  

   들어 보는 거예요. (“손뼉 치며 일어나, 발 구르며 일어나” 바로 뒷부분 4박자 안에 동작을 할 수 있  

   도록 예시를 소개한다.)

   자 준비 됐다면 만들기 시~작!

   (30초의 시간을 준 후)

   다 만들었다면 이제 선생님이 어떤 반을 부르는지 잘 듣고, 선생님이 부르는 반은 일어나서 만든 동  

   작을 노래하며 보여주는 거예요. 

   교사: 믿음 있는 0학년

   0학년: 소리치며 일어나      

   교사: 기쁨 있는 00반

   00반: 점프하며 일어나

   교사: 후렴은 다 같이 불러요. 

2. 주님의 나팔 되어(C)  파이디온선교회 <2015 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  

   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대체곡: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

3. [1단원 주제 찬양] 기억하라(F)  파이디온선교회 <2007 하나님의 약속>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의 노래로 올려드려요.

•찬양주제 :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준 비 물 : 찬양악보, 찬양 PPT (음원 사용 시 찬양 AR)

•진행시간 : 10분



 

◈ 이렇게 해보세요!
- 위의 곡 중에서 “기억하라”를 설교 후에 부르면서 주제를 정리 할 수 있어요.

- “기억하라” 찬양을 부를 때! 가사가 많고 리듬이 많아 처음 부르는 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악보에 16분음표가 2개 이상 동시에 나오는 부분을 PPT 가사에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후, 빨간 글씨  

  의 가사를 빠르게 붙여서 부르게 해보세요.

 ◈ [파이디온 외 찬양곡]

1.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출처: 새찬송가 79장 

•가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