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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urch That Sends
Guest Speaker: Sunday, 29th May 2022

Today’s Bible Quote: 
3 I thank my God every time I remember you. 4 In all my prayers for all of you, I always 
pray with joy 5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Philippians 1:3-5 NIV 
Partnership in the Gospel 

The Great Commission is the whole __________ living out the whole 
_______________ for the whole __________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Matthew 28:19 NLT 
5 Whatever house you enter, first say, ‘Peace to this household.’ 6 If a person of peace is 
there, your peace will rest on him; but if not, it will return to you. 7 Remain in the same 
house, eating and drinking what they offer, for the worker is worthy of his wages. Don’t 
move from house to house. 8 When you enter any town, and they welcome you, eat the 
things set before you. 9 Heal the sick who are there, and tell them,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you.’ Luke 10:5-9 CSB 

1. Find a “PERSON OF PEACE” (v.6) 
2. Go to THEM, where they are comfortable (v.8) 
3. Allow them to serve you (be hospitable) (v.7-8) 
4. Spend intentional time with them (v.7) 
5. Rely on the Holy Spirit to do the WORKS of the Kingdom and speak the WORDS 

of the Kingdom (v.9) 
11 He appointed some to be apostles, others to be prophets, others to be evangelists, 
others to be pastors and teachers. did this to prepare all God's people for the work of 
Christian service, in order to build up the body of Christ. Ephesians 4:11b-12 NLT 

__________ with Jesus for the world and __________ Him what He is doing 
And when he drew near and saw the city, he wept over it, Luke 19:41 ESV 
14 For this reason I kneel before the Father, 15 from whom every family in heaven and 
on earth derives its name. 16 I pray that out of his glorious riches he may strengthen 
you with power through his Spirit in your inner being, 17 so that Christ may dwell in 
your hearts through faith. And I pray that you, being rooted and established in love, 18 
may have power, together with all the Lord’s holy people, to grasp how wide and long 
and high and deep is the love of Christ, 19 and to know this love that surpasses 
knowledge—that you may be filled to the measure of all the fullness of God. Ephesians 
3:14-19 NIV 

_______________ Jesus daily will take you to the ends of the earth 
I pray that you may be active in sharing your faith, so that you will have a full 
understanding of every good thing we have in Christ. Philemon 1:6 NIV

오늘의 성경 말씀: 
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
으로 항상 간구함은 5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서1:3-5 개역개정 
복음에서의 파트너십 

위대한 사명은 모든 __________가 전 __________를 위한 완전한 __________ 이르게 하
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19 
5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6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7 그 집에 유하
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8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9 거기 있는 병자들
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누가복음10:5-9 
1. 평안의 사람을 찾으라 (6절) 
2.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가라 (8절) 
3. 그들이 너희에게 대접하게 하라 (쾌희 받아들이는) (7-8절) 
4. 그들과 의식적으로 시간을 보내라 (7절) 
5.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성령님을 의지하라

(9절) 

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11b-12 

세상을 위해 주님과 __________ 주님이 하시는 일을 __________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누가복음 19:41 
14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며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
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14-19 

예수님을 매일 __________  _____이 세상 끝날때까지 이를 것입니다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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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at points in the conversation today touched you and challenged you? 
2. In your own words, what is a church that sends? 
3. What has God reminded you about or changed in your thinking through this series? 
4. As you reflect on Philemon 1:6, what are opportunities you can remember from this 

past week for sharing the faith that you can act on in the coming week? 
5. Pray that God would bring to completion the good work He began in us as a church 

family (Philippians 1:6).

A Church That Sends
Guest Speaker: Sunday, 29th May 2022

토론 & 기도제목: 
1. 오늘 대화 중 어떤 내용이 당신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나요? 
2. 당신에게 파송하는 교회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3.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상기시키시고 당신의 생각을 변화시키신 것이 무
엇인가요? 

4.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을 묵상할 때, 이번 주에 당신이 적용할 믿음을 나누기 위해 지난주 당
신이 기억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5.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 하느니
라 (빌레몬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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