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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urch That Sends
Pastor Young-Ho Pak: Sunday, 20th March 2022

Today’s Bible Quote: 
Blessed be his glorious name forever; may the whole earth be filled with his glory! 

Amen and Amen! Psalm 72:19 ESV 

The Purpose of Missions 

We are a church from the nations and to the _______________ 
Declare his glory among the nations, his marvelous works among all the peoples! 
Psalm 96:3 ESV 

The ___________________ of God is God’s ultimate will for the nations 
He says,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 Psalm 46:10 NIV 
Then they said, “Come, let us build ourselves a city, with a tower that reaches to the 
heavens, so that we may make a name for ourselves; otherwise we will be scattered 
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9 That is why it was called Babel—because there the 
Lord confused the language of the whole world. From there the Lord scattered them 
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Genesis 11:4,9 NIV 
All the nations you have made shall come and worship before you, O Lord, and shall 
glorify your name. Psalm 86:9 ESV 
7 When our ancestors were in Egypt, they gave no thought to your miracles; they did 
not remember your many kindnesses, and they rebelled by the sea, the Red Sea. 8 Yet 
he saved them for his name’s sake, to make his mighty power known. Psalm 106:7-8 
ESV 
I am writing to you, little children, because your sins are forgiven for his name’s sake. 1 
John 2:12 ESV 
But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Matthew 6:33 ESV 

“The goal of missions is the ____________________ of peoples in the 
greatness of God” 

 - John Piper 
3 Let the peoples praise you, O God; let all the peoples praise you! 4 Let the nations be 
glad and sing for joy, for you judge the peoples with equity and guide the nations upon 
earth. Psalm 67:3-4 ESV 
22 The glory which You have given Me I also have given to them, so that they may be 
one, just as We are one; 23 I in them and You in Me, that they may be perfected in unity, 
so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You sent Me, and You loved them, just as You loved 
Me. 24 Father, I desire that they also, whom You have given Me, be with Me where I am, 
so that they may see My glory which You have given Me, for You loved Me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John 17:22-24 NASB

오늘의 성경 말씀: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72:19 개역개정 

선교의 목적 

우리는 이 족속들 저 _______________로 이루어진 교회 입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시편 96:3 

하나님께 __________드리는 것은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10 
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
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5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
더라 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
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
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
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
으셨더라 창세기 11:4,9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시편 86:9 
7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8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시편 106:7-8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요한일서 2:12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함에서 민족들이 ____________________이다” - 존 파이퍼 
3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4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
니이다 시편 67:3-4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
게 하려 함이니이다 23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
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
나이다 요한복음 1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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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Vision Statement: 
To demonstrate God’s love by valuing people and bringing them into relationship with 
Jesus so that every Believer can find FREEDOM in Christ, STRENGTH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the fulfillment of their God-given PURPOSE. 

Discussion & Prayer Points: 
1. If worship is not at the heart of missions what can happen? 

2. How would you describe your passion for worshipping God these days? Is there 
anything getting in the way of this passion to worship God? 

3. Pray for Triad and for those God is calling to spread the Gospel among the hardest 
to reach places and people groups.

A Church That Sends
Pastor Young-Ho Pak: Sunday, 20th March 2022

우리의 비젼: 
주위의 형제, 자매를 가치있게 대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믿는 이들이 주님 안에서 자
유를 얻고 성령의 힘을 통한 능력과 강인함을 얻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목적을 실현하는 
것. 

토의 및 기도제목: 
1. 만일 예배가 미션의 중심이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2. 당신은 어떻게 요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열정을 설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
는 이 열정을 방해하는 것이 있나요? 

3. 트라이애드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음이 가장 도달하기 힘든 곳과 그 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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