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초대교회가족순예배/ 2020 년 3 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15-21 

  
 

15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1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7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8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19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21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배경 이해하기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단지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는 지식만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삶으로서 모든것을 보여주고 가르칩니다. 사랑으로 아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혼내기도 하지요. 우리는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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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 Lesson<Come and See!>(20min) 
주제: 진실된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불필요하고 잘못된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리세요!  

준비물: 각 순 가족들의 다양한 (입을수 있는) 옷과 악세서리들 

1. 순 가족들을 두팀으로 나눕니다 

2. 각 탐에서 다양한 옷/악세서리들을 10 개씩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3. 각 팀에서 대표를 한명씩 뽑습니다 

4. 상대팀원들이 대표에게 가져온 것들을 입힙니다 되도록 벗기기 어렵게 입히세요) 

5. 각 옷/악세서리마다 준비된 꼬리표를 테입으로 붙입니다 

6. 정해진 시간에 각 팀의 대표가 빨리 10 개의 옷/악세서리를 벗어버리고 보드에 

부착된 포스트잇을 많이 붙이는 팀이 점수를 얻습니다. 

7. 각 팀의 아이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를 진행하고 이긴 팀이 진 팀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외칩니다. 

Conclusion: 거짓되고 거추장스러운 죄스런 모습을 모두 벗어내고 진실된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단장할때 우리는 자신있게 나를 보고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을것입니다!  

 

TALK (10min) 
1. 누군가를 보고 꼭 저 사람처럼 되고싶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2. 다른이들이 본받고 싶은 아버지와도 같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지금 내가 버려내야 

할 죄들과 잘못된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3.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셨어요 (v20)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의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한문장으로 추려서 나누어보아요. 

  
 

Conclusion + 가족별기도시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본인이 먼저 그러한 모델이 되었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그대로 닮듯이, 우리들은 그리스도안에서 서로 배우고 닮아갑니다. 그런데 서로 

닮아가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벗어내고, 

진실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멋질진 모르나, 진실되지 못하고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은 이제 벗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로 새롭게 입고 본을 보이는 우리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Ending PRAYER (3min)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가운데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모든 옷과 악세서리들을 

거두어가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진실된 모습을 찾고, 주위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마음에도 부어주셔서,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끌어주는 

아버지와도 같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NJ Chodae Church Family Worship /March, 2020 

 Be Imitators of Me!                1 Corinthians 4:15-21                                             
 

15	Even	if	you	had	ten	thousand	guardians	in	Christ,	you	do	not	have	many	
fathers,	for	in	Christ	Jesus	I	became	your	father	through	the	gospel.	16	
Therefore	I	urge	you	to	imitate	me.	17	For	this	reason	I	have	sent	to	you	
Timothy,	my	son	whom	I	love,	who	is	faithful	in	the	Lord.	He	will	remind	you	
of	my	way	of	life	in	Christ	Jesus,	which	agrees	with	what	I	teach	everywhere	
in	every	church.	18	Some	of	you	have	become	arrogant,	as	if	I	were	not	
coming	to	you.	19	But	I	will	come	to	you	very	soon,	if	the	Lord	is	willing,	and	
then	I	will	find	out	not	only	how	these	arrogant	people	are	talking,	but	what	
power	they	have.	20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talk	but	of	
power.	21	What	do	you	prefer?	Shall	I	come	to	you	with	a	rod	of	discipline,	
or	shall	I	come	in	love	and	with	a	gentle	spirit?	
	
Background	
Paul	says,	“Imitate	me”	with	confidence.	He	also	speaks	this	with	the	heart	
of	a	Father.	A	teacher	who	teaches	knowledge	would	not	say	“Imitate	me.”	
But	father	naturally	teaches	his	children	through	his	life	examples.	Children	
‘see’	how	their	father	lives	life	and	imitate.	This	father	also	rebukes	his	child	
if	he	or	she	is	going	the	wrong	way.	God	is	telling	us	to	be	a	father-like	
teacher	who	shows	and	teaches	through	our	own	life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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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 Lesson<Come and See!>(20min) 
Theme:	Take	off	all	the	wrong	part	of	our	lives	in	order	to	show	and	teach	
through	our	true	selves	in	Christ.		
Prepare:	Clothes,	Jackets	and	accessories	collected	from	all	the	members	

1. Divide	people	into		two	teams.	
2. Each	team	will	collect	10	clothes/accessories.	
3. Choose	one	person	from	the	team.	
4. Put	on	all	the	clothes/accessories	on	the	person	(put	on	in	the	way	

that	it	will	be	hard	to	take	off)	
5. For	each	cloth	and	accessory,	tape	the	tag	with	writing.		
6. In	a	given	time,	the	team	that	takes	off	all	the	clothes/accessories		

and	puts	on	the	post-its	from	the	board	faster	gets	to	win.	

7. Run	the	game	in	the	way	all	the	children	get	to	participate	evenly.	
Winner	team	shouts	“Be	Imitators	or	me!”	to	the	lost	team.	

Conclusion:	The	sinful	and	uncomfortable	part	of	us	get	in	the	way	of	
representing	our	true	selves	in	Christ.	When	we	take	them	all	off	and	
become	true	me	in	Christ,	we	will	finally	be	able	to	say,	Be	imitators	of	me!	
			

TALK (10min) 

1. Have	you	ever	felt	like	you	wanted	to	be	like	someone?		
	
2.	If	you	were	to	be	Father	like	teacher	who	teaches	through	life	examples,	
what	are	some	wrong	and	sinful	part	of	you	that	needs	to	be	rid	of?			
	
3.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talk	but	of	power	(v20).	To	
exercise	this	power,	what	are	some	things	you	can	put	into	action	right	
away	in	order	for	you	to	get	rid	of	your	sinfulness?	Also,	try	summarize	
what	you	learnt	today	into	one	phrase	or	sentence.	
	
 

Conclusion + Family Prayer  

Paul	truly	loved	the	believers	in	Corinth.	He	loved	them	with	the	
heart	of	a	father,	and	modeled	himself	for	them	in	order	for	them	to	
follow.	Just	like	children	imitate	what	their	parents	do,	we	learn	from	
and	imitate	one	another	in	Christ	as	fellow	believers	in	Christ.	Yet,	we	
have	so	many	sinful	things	that	get	in	the	way.	We	try	to	cover	it	up	
with	lies,	heavy	clothing	and	accessories,	but	will	eventually	become	
very	uncomfortable.	We	need	to	take	these	off,	become	our	true	
selves	in	Christ,	and	put	on	Christ-like	image.	This	way,	we	will	be	able	
to	show	true	living	examples	to	one	another	to	learn	from.			
		
Ending PRAYER (3min) 
Dear	God.	Help	us	take	off	all	of	our	uncomfortable	coverings.	We	want	to	
find	our	true	selves	in	you,	forgiven	and	covered	in	the	blood	of	Jesus	Christ.	
Just	as	you	have	shown	mercy,	we	want	to	lead	others	in	mercy,	love	and	
gentle	spirit.	Teach	us	to	be	the	ones	who	lead	others	with	the	heart	of	a	
father.	In	Jesus’	Name	we	pray,	Amen.		
	



 

NJ Chodae Church Family Worship /March 2020 

나를 본받는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15-21 

Be Imitators of Me!                   1 Corinthians 4:15-21 

                                                   
15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1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7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8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19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21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15	Even	if	you	had	ten	thousand	guardians	in	Christ,	you	do	not	have	many	
fathers,	for	in	Christ	Jesus	I	became	your	father	through	the	gospel.	16	
Therefore	I	urge	you	to	imitate	me.	17	For	this	reason	I	have	sent	to	you	
Timothy,	my	son	whom	I	love,	who	is	faithful	in	the	Lord.	He	will	remind	you	
of	my	way	of	life	in	Christ	Jesus,	which	agrees	with	what	I	teach	everywhere	
in	every	church.	18	Some	of	you	have	become	arrogant,	as	if	I	were	not	
coming	to	you.	19	But	I	will	come	to	you	very	soon,	if	the	Lord	is	willing,	and	
then	I	will	find	out	not	only	how	these	arrogant	people	are	talking,	but	what	
power	they	have.	20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talk	but	of	
power.	21	What	do	you	prefer?	Shall	I	come	to	you	with	a	rod	of	discipline,	
or	shall	I	come	in	love	and	with	a	gentle	spirit?	
 

 

1. 누군가를 보고 꼭 저 사람처럼 되고싶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Have	
Have	you	ever	felt	like	you	wanted	to	be	like	someone? 

 

 

 

 
 

2. 다른이들이 본받고 싶은 아버지와도 같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지금 내가 버려내야 

할 죄들과 잘못된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If	you	were	to	be	Father	like	
teacher	who	teaches	through	life	examples,	what	are	some	wrong	and	
sinful	part	of	you	that	needs	to	be	rid	of?	 
 

 

 

 

 

 

 

 

 

 

 

 

 

 

 

 

3.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셨어요 (v20)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의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한문장으로 추려서 나누어보아요. 

3.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talk	but	of	power	(v20).	To	
exercise	this	power,	what	are	some	things	you	can	put	into	action	right	
away	in	order	for	you	to	get	rid	of	your	sinfulness?	Also,	try	summarize	
what	you	learnt	today	into	one	phrase	or	sentence.	

 

 

 

 

 

 

 

 



I	want	to	be	more	like	you	
I	want	to	be	more	like	you		
(	I	want	to	be	more	like	Jesus)	
I	want	to	be	more	like	you		
(	I	want	to	be	more	like	Jesus)	
I	want	to	be	a	vessel	you	work	through	
I	want	to	be	more	like	you	
 

Jesus	loves	me	this	I	know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Jesus	loves	me!	This	I	know,	
As	He	loved	so	long	ago,	
Taking	children	on	His	knee,	
Saying,	“Let	them	come	to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Jesus	loves	me!	He	who	died	
Heaven's	gate	to	open	wide	
He	will	wash	away	my	sin	
Let	His	little	child	come	in.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