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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Bible Quote: 
And they *sang a new song, saying,“Worthy are You to take the scroll and to break its 

seals; for You were slaughtered, and You purchased people for God with Your blood 
from every tribe, language, people, and nation. Revelation 5:9 NASB  

Every Tribe, Language, People and Nation 

God’s plan to fulfill the purpose of missions is the _________  ______________ 
Abraham will surely become a great and powerful nation, and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him. Genesis 18:18 NIV 
He redeemed us in order that the blessing given to Abraham might come to the 
Gentiles through Christ Jesus, so that by faith we might receive the promise of the 
Spirit. Galatians 3:14 NIV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Acts 
1:8 ESV 

This is a _______________ command to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19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20 teaching them to follow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behold,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Matthew 
28:19-20 NASB 
13 For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14 How then will 
they call on him in whom they have not believed? And how are they to believe in him of 
whom they have never heard? And how are they to hear without someone preaching? 
15 And how are they to preach unless they are sent? As it is written,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preach the good news!” Romans 10:13-15 ESV 

The Great Commission is the only way to shift the Great _______________ 
World Population: approximately 7.75 billion 
Unreached People: over _____ billion (about 40%) 

People Groups: over 17,000 
Unreached People Groups: over __________ 

Number of missionaries sent from churches: approximately 400,000 
Percentage of missionaries working among the unreached: approximately _____ 

Giving to “missions” by Christians and churches: approximately $47 billion 
Percentage of “missions” giving that goes to the unreached: approximately _____

오늘의 성경 말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
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요한계시록 5:9 개역개정 

모든 족속, 방언, 민족 그리고 나라 

선교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__________  __________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18:18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14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는 _______________ 명령입니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9-20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
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 보내심을 받
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13-15 

위대한 사명은 오직 커다란 _______________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계인구: 대략 77억 5천만명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_____억이 넘는 (약40%) 

민족들: 17,000 민족들 
복음을 모르는 민족들: __________ 민족들 이상 

교회로부터 파송된 선교사 숫자: 약 400,000명 
복음을 모르는 곳에 활동하는 선교사 숫자: 약 _____ 

크리스쳔들과 교회가 드리는 선교헌금: 약 47조원 
복음을 모르는 곳에 보내지는 선교헌금: 약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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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at are some factors that have led to the Great Imbalance? 

2. What are the main challenges that keep Christians from embracing the Great 
Commission as the sole purpose for their lives? 

3. What are some truths we should emphasize in today’s culture as we teach people 
what it means to follow Christ? 

4.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being “unreached” and being “lost”? Why is this 
distinction important for the Church’s mission? 

5. Pray for a great awakening in the Church for the Great Imbalance and our 
obedience to the Great Commission.

A Church That Sends
Pastor Young-Ho Pak: Sunday, 27th March 2022

토의 & 기도제목: 

1. 커다란 불균형의 결과를 만드는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2. 크리스쳔들에게 유일한 삶의 목적을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만드는 중요한 도
전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3.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오늘날의 세상문화에서 우리가 
강 조해야하는 진리들은 무엇인가요? 

4. 잃어버린 것과 복음이 이르지 못한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왜 이런 구분이 교회의 사명에서 
중요한가요? 

5. 이 위대한 사명에 순종하는 것과 이 커다란 불균형에 대한 커다란 영적 각성이 교회에서 일어
나게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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