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 제 2 과 |

고린도전서 4:9-21

찬양  |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경 371),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새 408)

마음열기  |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눠 봅시다.

말씀열기

본문읽기  |  고린도전서 4:9-21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나누기 

관찰  |   1. 사도 바울 일행과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대조되며(9-10절), 바울 일행은 어떤 상 

                 황에 처해 있나요? (11-13절) 

2.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을 권면하나 

    요? (14-16절)

해석  |   1.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행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나요? 

3.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바울의 삶 또한 예 

   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평생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 

   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뉴저지초대교회 순모임 교재

1. 공격하는 말과 사랑으로 하는 권면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 

   에게 사랑의 말로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자녀에게 혹은 후배들에게 “나 

   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2.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 분이 당한 고난도 내 삶에 받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 

   스도인으로 받은 고난과 어려움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희생의 삶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다지기 

고린도 교회는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지 못한 채 분열했습니다. 사도들은 박해를 받으며 죽음

의 위협까지 당했지만, 영적 교만에 빠진 고린도 성도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다

툴 뿐이었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복음 앞에 

바로 서라고 질책하며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는 그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모든 핍박을 견디고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으

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1. 믿음이 부족한 부분과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2.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게 하소서.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적용과 나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