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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주님-심판 & 하나님-칭찬

0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0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03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04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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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4장 6-13절 말씀

네게 있는 것-받은 것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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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 vs 우리

08 너희가 이미 배 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09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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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1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13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4장 14-17절 말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4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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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모데-생각나게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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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4장 18-21절 말씀

교만한 자들-능력을 알아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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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