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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urch That Sends
Guest Speaker: Sunday, 8th May 2022

Today’s Bible Quote: 
For indeed,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Luke 17:21b NKJV 

The Kingdom Is Within You 
23 You have been born again [that is, reborn from above--spiritually transformed, 
renewed, and set apart for His purpose] not of seed which is perishable but [from that 
which is] imperishable and immortal, that is, through the living and everlasting word of 
God. 25 … And this is the word [the good news of salvation] which was preached to 
you. 1 Peter 1:23, 25b AMP 
As God’s children, our DNA is the living __________  _____  __________ 
3 His divine power has given us everything we need for a godly life through our 
knowledge of him who called us by his own glory and goodness. 4 Through these he has 
given us his very great and precious promises, so that through them you may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having escaped the corruption in the world caused by 
evil desires. 2 Peter 1:3-4 NIV 
26 And I will give you a new heart—I will give you new and right desires—and put a new 
spirit within you. I will take out your stony hearts of sin and give you new hearts of love. 
27 And I will put my Spirit within you so that you will obey my laws and do whatever I 
command. 36 Then the nations that are left all around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Ezekiel 36:26-27 TLB, 36a ESV 
As God’s children, we share DNA with people in __________  _______________ 
26 And He has made from one blood every nation…to dwell on all the face of the earth, 
and has determined their preappointed times and the boundaries of their dwellings, 27 
so that they should seek the Lord, in the hope that they might grope for Him and find 
Him, though He is not far from each one of us; Acts 17:26-27 NKJV 
13 But now in Christ Jesus you who once were far away have been brought near by the 
blood of Christ. 14 For he himself is our peace, who has made the two groups one and 
has destroyed the barrier, the dividing wall of hostility, 19 Consequently, you are no 
longer foreigners and strangers, but fellow citizens with God’s people and also 
members of his household, Ephesians 2:13-14, 19 NIV 
As members of God’s royal family, we share 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_ 
But you are a chosen generation,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His own special 
people, that you may proclaim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1 Peter 2:9 NKJV 
18b God has given us this task of reconciling people to him. 19 For God was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no longer counting people’s sins against them….20 So 
we are Christ’s ambassadors; God is making his appeal through us. 2 Corinthians 
5:18b-20a NLT

오늘의 성경 말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7:21하 우리말성경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23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25 …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23, 25b 우리말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의 DNA는 살아있는 __________의 _________입니다 
3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
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에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4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베
드로후서 1:3-4 우리말성경 
26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27 그리고 내가 내 성
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36 
너희 주변에 남아 있는 민족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에
스겔 36:26-27, 36a 우리말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__________ __________의 사람들과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26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 주셨습니다. 27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26-27 우리말성경 
13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
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14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 내셨고 19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
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
소서 2:13-14, 19 우리말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왕족으로서 __________의 __________의 __________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
시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9 우리말성경 
18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19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
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20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
다. 고린도후서 5:18b-20a 우리말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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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co-heirs with Jesus, our _______________ reaches to the ends of the earth 
Ask me, and I will make the nations your inheritance, the ends of the earth your 
possession. Psalm 2:8 NIV 
It is too little, he says, for you to be my servant, to raise up the tribes of Jacob, and 
restore the survivors of Israel; I will make you a light to the nations, that my salvation 
may reach to the ends of the earth. Isaiah 49:6 NAB 
3 No foreigner who has joined himself to the Lord should say, “The Lord will exclude me 
from his people,” and the eunuch should not say, “Look, I am a dried-up tree.” 4 For the 
Lord says this:…5 I will give them, in my house and within my walls, a memorial and a 
name better than sons and daughters. I will give each of them an everlasting name that 
will never be cut off. Isaiah 56:3-5 CSB 
As Jesus’ disciples, His DNA’s primary purpose within us is _______________ 
"Come, follow Me,” Jesus said,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Matthew 4:19 BSB 
18 Jesus came and told his disciples, “I have been given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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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8-19 NLT 
20 Now when He was asked by the Pharisees when the kingdom of God would come, He 
answered them and said, “The kingdom of God does not come with observation; 21 nor 
will they say, ‘See here!’ or ‘See there!’ For indeed,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Luke 17:20-21 NKJV 

Discussion & Prayer Points: 
1. If you discovered through DNA testing, that you had inherited great wealth and a 

position of influence in a royal family, what would you do? 
2. How would the church and the world be affected if every disciple of Jesus fully lived 

out of our shared DNA as described in the Bible verses we read today? 
3. What self-discovery did you have as we discussed our spiritual DNA today? In other 

words, what is God speaking to you through today’s sermon and discussion? 
4. Pray for one another that we would embrace our full identity in Christ and rely on 

Him to bring it to frui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A Church That Sends
Guest Speaker: Sunday, 8th May 2022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상속자로서 우리가 상속받은 __________은 땅 끝까지 이릅
니다 
내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방 민족들을 네게 기업으로 주어 온 세상이 네 소유가 되게 하리라. 
시편 2:8 우리말성경 
그가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돼서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보호해 놓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네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또한 땅 끝까지 내 구원을 이르게 하도록 
내가 너를 또한 뭇 나라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내 구원이 이르게 하겠다.” 이사야 49:6 우리
말성경 
3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했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그분의 백성과 차별하시는구나” 하고 말
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나무에 불과하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4 여
호와께서 말씀하신다….5 내 성전과 내 성벽 안에 기념비를 세워 주고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는 이
름보다 더 좋은 이름을 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름을 주겠다. 이사야 
56:3-5 우리말성경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DNA의 주된 목적은 __________ 
__________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마태
복음 4:19 우리말성경 
18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
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18-19 우리말성경 
20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
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21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
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7:20-21 우리말성
경 

토론 & 기도제목: 
1. 만약 당신이 DNA 검사를 통해 왕의 가족으로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2. 만약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 묘사된 것처럼 공유된 DNA를 바탕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면 교회와 세상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3. 오늘 영적 DNA에 대해 토론할 때 당신은 어떤 '자기 발견'을 했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
서 오늘 설교 말씀과 토론을 통해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4.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땅 끝까지 
열매를 맺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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