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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합회�IWG�선교전략�실행�로드맵

1. 지역장 선교전략 회의 : 4월 19일~20일 

2. 선교 혁신 위원회 : 5월 ~ 

3. 7월 24일(안) : 1차 선교전략 발표 

4. 3기-4기 : 지역,지구별 시범 교회 / 수정 및 2차  

5. 2022년~ : 전 교회 사업 실행 확장 및 분석/평가



1. 선교적 교회 전환(현장 교회 중심, 지역사회 연결) 
2. 온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목회 및 교회 
3. 가정 및 소그룹 사역 
4. 제자훈련 및 양육 시스템(리더십, 휴먼 웨어 중심)  
5. 개인 전도(IWG 선교사) 
6. 건강 전도(교회 중심 사역 전환) 
7. 대도시 전도(지역 사회 구호 및 복지/ 이주민 목회/감화력센터) 
8. 포스트모던(참여, 리워드, 인증 : 선교전략 시스템 중심) 
9. 콜라보레이션(지역 교회, 부서) 
10. 단순화(실제 삶,가정,교회 적용, 지속성)

영남합회�IWG�선교전략�핵심�방향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영남�합회�IWG�선교�전략



영남합회�사명�진술�

본 합회의 존재목적은 요한계시록 14:6-12에 
기록된 세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을 
본 합회 지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
하는 일을 독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
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 들여 그분의 교회와 
연합하도록 이끌어 주고 그들로 속히 오실 예수
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저들을 양육하는데 
있다. 

I  

무엇을 믿을 것인가?



I��:�Identity�Recovery��
��������남은무리의�정체성�확립��

�����

W�:�Work�to�Revival�&�Reformation��
��������������부흥과�개혁�

�����

G�:�Go�to�the�World��
������������세계�선교를�위한�한국교회의�역할증대�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CENTER CHURCH

복음이  
중심된 교회 

Gospel

도시를  
품는 교회 

City

역동성 있는  
선교적 교회 
Movement

Make a better Church



복음이 중심된 교회

Gospel

KPI 5-1; 5-2; 5-3; 5-7; 5-8; 5-9; 6-
4; 6-5 / 개인, 가정, 교회 영적 성장 인증 
시스템으로 영적 성장 지속적 관리(가정 
단위, 교회 단위, 합회 단위 사역 정리) 

KPI 4-4 / 선교적 소그룹 리더 양성 

KPI 8-1; 8-3; 10-3 / 리더십 영적 성장 
부분



City
도시를 품는 교회

KPI 2-1; 2-2; 2-3; 2-4; 2-7(6-6; 6-7); 
2-12; 2-14; 2-15 / 교회 개척, 새신자 증
가, 대도시 선교 및 전도회, 감화력 센터(마
을 교회), 이주민 센터(다문화, 이주민, 탈
북자 선교), 생활 건강 전도센터, 가정 교회 
개척 



역동성 있는 선교적 교회

Movement

KPI 1-1; 1-2; 1-7; 6-8; 10-1 / 전세대 성도 선교운
동(IWG 선교사 운동/발대식)과 정착률 향상 ACMS
를 통해 체계적 성장 관리 시스템 구축(인증) / 2021년 
미션시티 전도회, 2022(부산), 2023(대구), 2024(울
산,창원) Healing & Blessing 맞춤식 전도회  

KPI 2-14 / 이주민 및 탈북자, 북한 선교 운동  

KPI 3-4; 5-4; 5-6 / 포스트, 위드 코로나 및 온라인 
선교 운동(6개의 혁신 위원회) 

KPI 5-6 / prayandgochurch 운동(요셉 기도회) 

KPI 6-1; 6-2; 6-3 / 제자훈련 운동과 TMI 운동을 통
해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 연결(지역사회 봉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