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초대교회가족순예배/ 2020 년 2 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주의 일꾼          고린도전서 4:1-6 

  
 

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3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6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배경 이해하기  

고린도전서는 사도바울이 3 차 전도여행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다툼과 오해와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문화를 사람들이 따랐고, 서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해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충고합니다.  

PRAYER &SONGS- OPTIONAL (5 min) 
함께 나누어드리는 song sheet 을 활용하세요! 

Object Lesson<Humility Tower >(20min) 
주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함께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길때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준비물: 스파게티 면 (성도), 마시멜로 (겸손한 마음) 

1. 순 가족들을 인원에 따라 4 명씩 나누어 팀을 만듭니다. 

2. 각 팀에 스파게티 면과 마시멜로를 일정 분량만큼 분배합니다. (예: 면 20 개, 

마시멜로 10 개) 

3. 순 가족들의 연령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스파게티 마시멜로 탑 쌓기’를 

시작합니다. 

- 주어진 시간 안에 가장 높이 탑 쌓기 

- 가장 오래 무너지지않고 견디는 견고한 탑 쌓기 (바람불어도 괜찮아요~~) 

- 모든 팀원들의 참여와 협동심과 창의성이 발휘된 탑 쌓기 

4. 시간이 되시면 각 팀별로 만든 탑을 모두 합체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5. 새로 만난 순원들이 탑 쌓기 게임을 통해 하나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족 순의 첫 

출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Conclusion: 연약한 스파게티면은 우리들을 상징했어요. 우리들은 누군가의 판단을 

받으면 쉽게 부서져버리고 상처받기 쉬워요. 하지만, 서로를 향한 겸손한 마음이 

모이면, 함께 세워져 갈수 있어요.  

TALK (10min) 
1.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판단을 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기분이 어떠했나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좋지 않게 판단했다가 후회했던 경험은 있나요? 
 

2.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은 어떤한 마음을 이야기 하는 것일까요?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어보세요. 

(4 절)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고, (5 절) 주님이 다시 오실때에 감추어진것들을 

모두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칭찬과 심판을 하신다하셨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낮은 자임을 

깨닫는다면 아무도 함부로 판단할수 없겠죠!   
 

3. 서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무엇인지 나누어보아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문장으로 추려서 나누어보아요. 
  

Conclusion + 가족별기도시간 
함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멤버들이지만,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않는 비결은 오로지 겸손한 

마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겸손은 판단하는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주변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살피고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섬길때 우리는 주위 이웃을 섬기고 세워줄수 있습니다. 
 

Ending PRAYER (3min)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때때로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모두의 모든 깊은 부분까지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고 신뢰함으로 저희안에 당신의 겸손한 마음을 

심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NJ Chodae Church Family Worship /February, 2020 

 Humble Servants of God            1 Corinthians 4:1-6                                             
 

This,	then,	is	how	you	ought	to	regard	us:	as	servants	of	Christ	and	as	those	
entrusted	with	the	mysteries	God	has	revealed.	2	Now	it	is	required	that	
those	who	have	been	given	a	trust	must	prove	faithful.	3	I	care	very	little	if	I	
am	judged	by	you	or	by	any	human	court;	indeed,	I	do	not	even	judge	
myself.	4	My	conscience	is	clear,	but	that	does	not	make	me	innocent.	It	is	
the	Lord	who	judges	me.	5	Therefore	judge	nothing	before	the	appointed	
time;	wait	until	the	Lord	comes.	He	will	bring	to	light	what	is	hidden	in	
darkness	and	will	expose	the	motives	of	the	heart.	At	that	time	each	will	
receive	their	praise	from	God.	6	Now,	brothers	and	sisters,	I	have	applied	
these	things	to	myself	and	Apollos	for	your	benefit,	so	that	you	may	learn	
from	us	the	meaning	of	the	saying,	“Do	not	go	beyond	what	is	
written.”	Then	you	will	not	be	puffed	up	in	being	a	follower	of	one	of	us	
over	against	the	other.		
	
Background	
1	Corinthians	was	a	letter	written	by	Paul	to	the	Church	of	Corinth	during	his	
third	missionary	journey.	At	the	time,	Church	of	Corinth	was	going	through	
much	trouble,	arguments	and	misunderstanding	against	one	another.	
People	were	following	the	cultures	of	the	world	and	they	failed	to	love	one	
another.	Paul	tells	people	to	be	humble,	to	be	faithful	to	God	and	to	not	
judge	one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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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 Lesson<Humility Tower>(20min) 
Theme:	When	you	do	not	judge	each	other	in	humble	hearts	and	obey	God	
in	faithfulness,	the	loving	community	of	Church	will	be	completed.	
Prepare:	Spaghetti	Noodles	(believers),	Marshmallow	(Humility)	

1. Divide	people	into	teams	of	four	people.	
2. Distribute	spaghetti	Noodles	and	Marshmallow	to	each	team	(Ex:	20	

noodles,	10	marshmallows).	
3. According	to	the	age	groups,	each	team	may	come	up	with	their	

own	style	of	building	a	Marshmallow	Noodle	Tower.	

-Building	the	highest	tower	in	a	given	time	

-Building	the	tower	that	stands	the	longest	(even	against	wind)	
-Building	the	tower	that	shows	the	most	teamwork	and	participation	of	
each	member	in	the	team.	

4.	If	time	allows,	try	putting	together	all	the	towers	from	each	team	into	one	
huge	tower.	
5.	We	pray	this	game	will	help	build	a	loving	community	for	your	new	small	
group!		
Conclusion:	The	fragile	spaghetti	noodles	represents	us.	We	are	easily	
broken	by	the	judgment	and	harsh	words	by	others.	But	if	we	humble	
ourselves	and	love	another,	we	will	be	built	together!			

TALK (10min) 

1. Have	you	ever	been	judged	by	others?	How	did	you	feel?	Or,	have	
you	ever	judged	someone	and	later	regretted?		
	
2.	Why	do	you	think	Paul	told	us	to	be	humble	when	it	comes	to	not	
judging	others?	What	do	you	think	the	heart	of	‘humility’	is?	
(v4)	It	is	the	Lord	who	judges	me	(v5)	and	when	the	Lord	comes	back,	He	will	
reveal	all	the	hidden	things	and	all	will	be	judged	by	God.	The	work	of	judgment	
can	only	be	done	by	God.	When	we	realize	we	are	humble	servants	of	God,	we	
will	not	be	judging	someone	so	easily.	
3.	What	are	some	things	you	can	try	so	that	you	won’t	judge	someone	
easily?	Also,	try	summarize	what	you	learnt	today	into	one	phrase	or	
sentence. 
Conclusion + Family Prayer  

Even	as	fellow	believers	in	Christ,	we	are	so	quick	to	judge	someone	
according	to	our	own	standards.	Paul	teaches	us	a	secret	to	not	judge	
easily	is	to	have	a	heart	of	humility	in	God.	It	is	recognizing	God’s	
authority	when	it	comes	to	judging.	Only	He	will	judge	all	people	
including	our	own	selves.	We	are	to	watch	ourselves	and	to	faithfully	
serve	Him	in	order	that	we	lift	one	another	up	in	God’s	loving	
community.		
Ending PRAYER (3min) 
Dear	God.	Grant	us	your	heart.	Forgive	us	in	the	ways	we	have	quickly	
judged	someone	else.	But	we	recognize	that	it	is	You	who	searches	the	
depth	of	the	hearts	of	all	people.	You	are	the	only	One	who	can	judge.	Give	
us	humble	heart	and	a	trusting	heart	that	you	see	all	things	through.	In	
Jesus’	Name	we	pray,	Amen.	



 

NJ Chodae Church Family Worship /September 2019 

하나님을 비밀을 맡은 주의 일꾼        고린도전서 4:1-6 

Humble Servants of God             1 Corinthians 4:1-6 

                                                   
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3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6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This,	then,	is	how	you	ought	to	regard	us:	as	servants	of	Christ	and	as	those	
entrusted	with	the	mysteries	God	has	revealed.	2	Now	it	is	required	that	
those	who	have	been	given	a	trust	must	prove	faithful.	3	I	care	very	little	if	I	
am	judged	by	you	or	by	any	human	court;	indeed,	I	do	not	even	judge	
myself.	4	My	conscience	is	clear,	but	that	does	not	make	me	innocent.	It	is	
the	Lord	who	judges	me.	5	Therefore	judge	nothing	before	the	appointed	
time;	wait	until	the	Lord	comes.	He	will	bring	to	light	what	is	hidden	in	
darkness	and	will	expose	the	motives	of	the	heart.	At	that	time	each	will	
receive	their	praise	from	God.	6	Now,	brothers	and	sisters,	I	have	applied	
these	things	to	myself	and	Apollos	for	your	benefit,	so	that	you	may	learn	
from	us	the	meaning	of	the	saying,	“Do	not	go	beyond	what	is	
written.”	Then	you	will	not	be	puffed	up	in	being	a	follower	of	one	of	us	
over	against	the	other.		
 

 

1.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판단을 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기분이 어떠했나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좋지 않게 판단했다가 후회했던 경험은 있나요? 

Have	you	ever	been	judged	by	others?	How	did	you	feel?	Or,	
have	you	ever	judged	someone	and	later	regretted? 

 

 

 

 

 
 

2.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은 어떤한 마음을 이야기 하는 것일까요?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어보세요.	Why	do	you	think	Paul	told	us	to	be	humble	
when	it	comes	to	not	judging	others?	What	do	you	think	the	heart	of	
‘humility’	is? 
(4 절)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고, (5 절) 주님이 다시 오실때에 감추어진것들을 

모두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칭찬과 심판을 하신다하셨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낮은 자임을 

깨닫는다면 아무도 함부로 판단할수 없겠죠!  	
 

 

 

 

 

 

 

3. 서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무엇인지 나누어보아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문장으로 추려서 나누어보아요. 

What	are	some	things	you	can	try	so	that	you	won’t	judge	someone	
easily?	Also,	try	summarize	what	you	learnt	today	into	one	phrase	or	
sentence. 

 

 

 

 

 

 

 

 



 

 

 
	
 

 

 

 

 

 

 

 

 

 

 

 

 

 

 

 

 

 

 

 

 

 

 

 

 

 

 

 

 

 

 

 

 

You	are	Born	to	be	Loved	
	

You	are	created	to	receive	the	greatest	love	
you	experience	this	love		

in	every	portion	of	your	life	(	X	2	)	
		

From	the	beginning		
God	has	shown	his	love	to	bless	you		
As	we	greet	and	bless	each	other		

there	is	fruit	of	love	
Because	you	are	with	us		

we	experience	tremendous	joy	
Let	us	come	before	our	God		
with	thanksgiving	in	our	heart	

		
You	are	created	to	receive	the	greatest	love	
You	now	experience	this	never-ceasing	love	

 

 

 

 

 

 

 

 

 

 



 

 

 

 

 

 

 

 

 

 

 

 

 

 

 

 

 

 

 

 

 

 

 

 

 

 

 

 

 

 

 

 

 

 

 

My	Jesus,	my	Savior,	
Lord,	there	is	none	like	You;	
All	of	my	days	
I	want	to	praise	
The	wonders	of	Your	mighty	love.	
	
My	comfort,	my	shelter,	
Tower	of	refuge	and	strength;	
Let	every	breath,	all	that	I	am	
Never	cease	to	worship	You.	
	
Shout	to	the	Lord,	all	the	earth,	
Let	us	sing	
Power	and	majesty,	praise	to	the	King;	
Mountains	bow	down	and	the	seas	will	roar	
At	the	sound	of	Your	name.	
	
I	sing	for	joy	at	the	work	of	Your	hands,	
Forever	I'll	love	You,	forever	I'll	stand,	
Nothing	compares	to	the	promise	I	have	in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