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초대교회가족순예배/ 2019 년 5 월 

천국을 누리는 사랑과 순종               골로새서 3:18-4:1            

  
 

18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20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22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배경 이해하기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며 또한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사회에서는 종과 상전이 각자 맡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역할을 잘 알고 함께 순로롭게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PRAYER &SONGS- OPTIONAL (5 min) 

함께 나누어드리는 song sheet 을 활용하세요! 
 

Object Lesson<천국 쿠폰 >(20min) 

주제: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준비물:   설문지, 천국 쿠폰, 필기도구   

1.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삼위 일체 하나님의 각 역할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나누어 봅니다.  

성부 하나님- 요한복음 3:16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요한복음 6:38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4:26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사람들 마음속에 임재하셨습니다) 

2. 삼위 일체 하나님의 다양성과 연합을 우리의 가정에 적용해 보는 Mission 이 주어집니다.  

3. 각 개인에게 설문지를 한 장씩 나누어 줍니다.  

4. 자신의 위치에 해당하는 질문에 1-2 가지 원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아빠의 경우 : 아내가 나에게 순종하기 원하는 것 쓰기, 자녀가 내게 순종하기 원하는 것 쓰기 

엄마의 경우 : 남편이 내게 주기원하는 사랑에 대해 쓰기, 자녀가 내게 순종하기 원하는 것 쓰기 

자녀의 경우:  아빠나 엄마가 나를 화나게 했던 일에 대해 쓰기, 부모님께 내가 원하는 것 쓰기  

5. 각 가정마다 돌아가며 발표의 시간을 가집니다.  

6. 주어진 쿠폰에 각자가 기록한 내용을 써서 천국 쿠폰을 만듭니다.  

7. 다음 순 예배까지 각 천국 쿠폰을 모두 사용하는 Mission 을 줍니다.  

8. 다음 가족 순 모임에서 서로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각 가정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TALK (10min) 

1. 나보다 어린 동생이나 친구 (또는 부모님의 경우, 자녀)가 나의 말을 너무 듣지 

않을때 기분이 어떠한가요?  자유롭게 나누어봅니다 

 

2. 내가 속한 여러가지 종류의 그룹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그 역할 

속에서 내가 갖추어야 할 모습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그 역할을 

게을리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녀, 엄마, 아빠, 동생, 언니, 형, 학생, 직장인 등등, 각자의 역할속에서 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나누어봅니다) 

 

3. 가족과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달은 내용이나 믿음의 결단을 

한 문장으로 써 봅시다.  

 

Conclusion + 가족별기도시간 

우리모두는 어떠한 그룹/공동체에 속해있습니다. 그 그룹은 학교, 가족, 교회등등 

여러모습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있는 그룹에서 해야하는 역할이 또한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것은, 사랑가운데 순종함을 뜻합니다. 

사랑없는 순종은 메말랐고, 순종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듯이, 우리는 사랑과 

순종을 함께함을 통해 하나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Ending PRAYER (3min) 

예수님,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과 순종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가 속해있는 공동체속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과 직분을 열심히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더더욱 아껴주고, 존중해주며, 상대가 

원하는것들을 알아주며 귀기울여주고 행해줄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NJ Chodae Church Family Worship /May, 2019 

Love and Obedience                                 Colossians 3:18-4:1                                            

 

18Wives, follow the lead of your husbands. That’s what the Lord wants you 
to do. 19 Husbands, love your wives. Don’t be mean to them. 20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everything. That pleases the Lord. 21 Fathers, don’t 
make your children bitter. If you do, they will lose hope. 22 Slaves, obey 
your earthly masters in everything. Don’t do it just to please them when 
they are watching you. Obey them with an honest heart. Do it out of respect 
for the Lord. 23 Work at everything you do with all your heart. Work as if 
you were working for the Lord, not for human masters. 24 Work because 
you know that you will finally receive as a reward what the Lord wants you 
to have. You are slaves of the Lord Christ. 25 Anyone who does wrong will 
be paid back for what they do. God treats everyone the same. 
 
Background 
Paul is teaching the believers on how they should be treating one another in love 
and obedience. Paul speaks of different roles we all play. He talks about how 
husbands and wives should treat one another and also how parents and children 
should get along together. Not only that, in a society, the roles that servants and 
the master play are also important. When we are faithful to the roles that we have 
as husband, wife, children, etc, we will together be creating a peaceful community 
in the Lord together! 
 

PRAYER &SONGS- OPTIONAL (5 min) 
Utilize the song sheet we hand out! 
 

Object Lesson<천국 쿠폰 >(20min) 

Theme: When we love and obey one another in a family, Heaven will rest upon 
our family! 
Prepare: Survey sheet, Heavenly coupons, pencils and erasers 
1. First, talk about the roles of God the Father, Jesus the Son, and Holy Spirit in Holy 
Trinity. 
God the Father- John 3:16 (The Father planned the work of salvation and sent the 
Son into the world) 
Jesus the Son-John 6:38 (Jesus obeyed the Father and died upon the cross and 
saved the whole world) 
Holy Spirit-John 14:26 (After Jesus ascended to heaven, God sent Holy Spirit into 
our hearts) 
2. Just as Holy Trinity was perfectly united in one with three different roles each 
played, we will be given a mission to study the roles that we have in our family. 

3. Hand out the survey sheet to each person 
4. Write down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that apply you 
Dad: Write how you want your wife to obey you, write how you want your children 
obey you 
Mom: Write how your husband to love you, write how you want your children to 
obey you 
Children: Write if your dad or mom ever made you upset, or anything you would 
like your parents to do for them 
5. Take turn and each family will present what they wrote 
6. Hand out the coupons, and the family members will write what they just wrote 
on survey sheet onto the coupons 
7. It is a mission for everyone to use their coupons by next month! 
8. Come back and share if there were any special blessings to share. 
 

TALK (10min) 
1. If anyone who is younger than you (In case of parents it may be their 
children) does not listen and do what you tell them to do, how do you feel? 
Share freely 
 

2. What communities and groups do you belong to? What roles do you 
play in your group? What would happen if you start ignoring the part you 
should play? (Child, mom, dad, younger/older sibling, student, worker, etc-
share your roles) 
 

3. Talk about what you learnt today and Power phrase it as a family 
together!   
 

Conclusion + Family Prayer  
We all belong to a certain groups/communities. It may be school, family, church or 
many others. We all have a role to play in these groups. Loving someone means 
that we stay faithful to the roles that we have. If we just talk about obedience but 
do not love, that relationship will be lacking much love. If we love but do not listen 
and obey, that love may be fake. Love and obedience thus go together. By doing the 
job faithfully for one another, we prove to each other the love that we have for one 
another. Love takes efforts! 
 

Ending PRAYER (3min) 
Dear Jesus, teach us so that we may treasure one another by loving and 
obeying one another. Help us be aware of the role that we have in groups 
and communities that we belong to. As much as we love one another, help 
us to hear each other out and try to do what they ask us of. By doing this, 
we will be showing one another how much respect and cherish one another. 
In Jesus’ Name we pray, Amen. 



 

NJ Chodae Church Family Worship /May 2019 

천국을 누리는 사랑과 순종               골로새서 3:18-4:1 

Love and Obedience                                 Colossians 3:18-4:1    

                                                   
 

18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20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22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18Wives, follow the lead of your husbands. That’s what the Lord wants you 
to do. 19 Husbands, love your wives. Don’t be mean to them. 20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everything. That pleases the Lord. 21 Fathers, don’t 
make your children bitter. If you do, they will lose hope. 22 Slaves, obey 
your earthly masters in everything. Don’t do it just to please them when 
they are watching you. Obey them with an honest heart. Do it out of respect 
for the Lord. 23 Work at everything you do with all your heart. Work as if 
you were working for the Lord, not for human masters. 24 Work because 
you know that you will finally receive as a reward what the Lord wants you 
to have. You are slaves of the Lord Christ. 25 Anyone who does wrong will 
be paid back for what they do. God treats everyone the same. 

 

1. If anyone who is younger than you (In case of parents it may be their 
children) does not listen and do what you tell them to do, how do you feel? 

(at school, family, with friends, or at church) Shar freely! 1. 나보다 어린 

동생이나 친구 (또는 부모님의 경우, 자녀)가 나의 말을 너무 듣지 않을때 기분이 

어떠한가요?   

 

 

 

 

 

2. What communities and groups do you belong to? What roles do you 
play in your group? What would happen if you start ignoring the part you 

should play?  내가 속한 여러가지 종류의 그룹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그 역할 속에서 내가 갖추어야 할 모습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그 역할을 게을리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3. Talk about what you learnt today and Power phrase it as a family 

together!  가족과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달은 내용이나 

믿음의 결단을 한 문장으로 써 봅시다.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an search for all eternity Lord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so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