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주의와 사명 위원회 
ACC 제출 보고서(2023년 2월) 

 

1. 서론과 배경 
1.1 복음주의와 사명 위원회라는 새로운 위원회가 창설되어 2022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세계 성공회 교회 개척 네트워크(ACCPN, 2020년 
9월에 출범하였으며 성공회 교회 개척 단체(Plant Anglican)라고도 불립니다. 홈페이지: 
www.PlantAnglican.org/home) 와 의도적인 제자도의 계절과 제자 형성: 삶을 빚으신 
예수님(Season of Intentional Discipleship and Disciple-Making: Jesus Shaped Life, SIDD: JSL) 
조정 그룹 (2016년 ACC 16차 총회 이후 출범)이라는 두 그룹이 합쳐져 탄생하였습니다. 

1.2 위원회는 교회 개척의 모범이 되어 문화를 변화시키고, 성공회 내에서 일생에 걸쳐 
사명을 가진 제자가 되며 제자로 삼는 운동을 진흥하는 걸 목표로 둡니다. 이러한 
목표는 이야기와 자료를 공유하고 협의하며 퍼실리테이터 훈련을 거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의 사명을 심화하기 위한 의도적 제자도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맥락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습니다. 

2. 지난해 활동 

2.1  두 운영 그룹은 2~3개월마다 함께 자리하여 비전을 개발하고 새롭게 진전된 사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원의 출신국으로는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칠레, 
콩고, 잉글랜드, 가나, 가나, 케냐,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탄자니아, 미국, 웨일스, 잠비아가 있었습니다. 

2.2  홈페이지에는 매월 새로운 이야기와 자료, 교육 자료가 업로드되었습니다.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2.3  성공회 교회 개척 단체와 JSL은 교회 개척 활동가들과 의도적인 제자도를 훈련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칠레, 남미, 중앙아메리카, 남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동아시아 및 영국 등에서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4  가입한 회원에게 뉴스레터를 발송하였고, SNS 팔로우 수를 증가시켰으며, Lambeth 
Conference에서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http://www.plantanglican.org/home


2.5 기도 코디네이터인 마틴 브레텐바흐(Martin Breytenbach) 주교와 그 팀은 온라인과 
페이스북을 통해 성공회 내 기도 그룹을 한데 모으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6 의도적 제자도 그룹은 그로브 북스(Grove Books) 출판사와 협력하여 제자도에 관한 책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8권의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2.7  두 그룹은 제자도와 복음주의를 위한 “위원회”로 뭉쳐 2022년 영국 런던 Lambeth 
Conference가 열리기 바로 전 개최된 개회 피정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2.8  트리니티 월스트리트(Trinity Wall Street)는 3년 동안 10만 달러의 기금을 교회 개척 
네트워크에 후원하였습니다. 이 후원금은 주로 이야기와 자료를 편집하는 데 사용되며 
그 기간 내에 네트워크가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내년 활동 

3.1  계속해서 뉴스레터와 홈페이지에 실을 이야기, 자료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구의 제자도 훈련 애니메이터를 만들기 위해 협의와 웨비나,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지속할 것입니다.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는 SNS 채널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3.2 뉴스레터와 온라인 공간, 페이스북을 통해 기도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해나갈 것입니다.  

3.3  지역 교회로부터 장기적인 자금을 새롭게 조달받을 것입니다. 

3.4  ACO와 함께 모든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간소화할 것입니다. 

3.5 교회 개척과 더불어 교회 내 문화 변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10년 내 백만 신규 교회 
개척을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모든 관구, 교구, 전도구에서 제자도 및 
제자 육성 운동을 촉진할 것입니다.  

복음주의와 사명 위원회 운영 위원회 
(성공회 교회 개척 단체 및 JSL 그룹) 

2022년 12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