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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억명 계수하기 
 

10억명의 남자, 여자, 소년, 소녀에게 예수의 기쁜 소식을 최소한 한번 듣고, 이해하고 

믿게하기 위한 ‘지구촌 10 억명’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비전의 연합된 파트너들은 

자신들이 몇명에게 복음을 제시했는지 기록해야합니다.  

 

보고하는 방법들 

 
1. 연합 파트너는 복음을 증거한 대상의 숫자를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접 계수하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2. 연합 파트너는 그 사역을 통해서 생긴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의 숫자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2 번의 방법인 경우에, 사역 파트너는 연합본부에 보고할때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비율, 이해한 비율, 그리고 믿은 비율을 보고해야합니다. 이는 복음 제시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결신자를 계수하면서도 복음을 듣는 비율과 이해하는 비율을 

계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결신자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복음을 들은 6 명, 10 명, 20 명 중의 한명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됨을 알게됩니다. (결신자) 그러므로 결신자 한 명이 생기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복음을 

들어야하는 사람의 숫자를 곱하면 그것이 복음을 들은 사람의 숫자를 유추할 수가 있게 

됩니다. (X 결신자) 그러면 이 숫자를 복음을 들은 숫자로 보고하면 됩니다.  
 
 

3. 연합 파트너는 세례받은 사람의 숫자를 보고할수도 있습니다.  
 

3번의 경우, 연합 파트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은 사람 한 명을 

위해서 몇 사람이 복음을 들었고 몇 사람이 복음을 이해했는지를 보고해야합니다. 이는 

세례받은 것은 기록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결신자 숫자를 기록하기는 어려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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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복음을 듣고 이해한 10명, 20 명, 30 명 당 한명이 

세례를 받는 것을 알게됩니다. (세례자)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람의 숫자에 그  평균 숫자를 

곱하면 세례받은 그 한 사람이 생기기위해서 복음을 듣고 이해한 사람의 숫자를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X  세례자) 그러면 이 숫자를 복음을 듣고 이해한 사람의 숫자로 보고하면 

됩니다.  

 

보고 주체들  
이 연합의 파트너 중에서 큰 단체들은 여러 상황에서 사역합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나라에 사역자를 가진 파트너 단체들은 결신자가 나오는 

비율은 나라마다 다르고 심지어는 한 나라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다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지구촌.십억명 연합 파트너 단체 같은 국제 조직으로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단체들이 보고의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구촌.십억명 보고 기관은 이미 이 연합체의 비전과 가치를 받아들이고 이상에 기술한 

세가지 방법중의 하나로 복음전파의 기회에 대해서 보고하기로 동의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교단의 여러 교구들, 캠퍼스 사역의 여러 학교 사역자들, 국제 어린이 사역의 각 

나라 사역자들, 한 선교단체가 각 나라와 가진 관계기관에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지구촌.십억명 보고 기관이 현장에서 연합체 일에 관여하게 될 경우에 사역의 성격을 

밝히고 활동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알리며 국내 혹은 국제 조직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밝히게 됩니다.  

지구촌.십억명 보고 기관은 연합본부에 분기별로 보고하게 됩니다.  

 

1. 복음전파 기회의 숫자나, 결신자의 숫자, 또는 세례받는자의 숫자로 

보고하는 경우  
 

2. 결신자의 숫자에 평균치를 곱한 경우 (결신자), 또는 세례받은자의 

숫자에 평균치를 곱한 숫자를 (세례자) 보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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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음전파의 기회의 숫자나, 결신자의 숫자, 혹은 세례받은자의 숫자를 

일정한 보고 기간 동안에 기록한 경우   
 

에쿠아도르에서 일하는 보고기관의 분기별 보고는 다음과 같이 보일수 있습니다.  

 

파트너 – 보고 주체  보고 방법  숫자 평균치 복음전파 기회 
       

라타쿤가 구세군 교회  복음전파 기회  23 1 23 

CEF – 쿠이토   결신자  40 10 400 

Cru – 구아야킬 대학  결신자  50 7 350 

AIEE – 해안가 구역  세례  50 29 1450 

AIEE – 남부 구역  세례  15 40 600 

AIEE – 중부 구역  결신자  100 6 600 
 

     합계 3423 
 
 

각 단위 보고 기관에서 보고한 복음전파의 기회의 숫자는 전세계적으로 취합됩니다. 각 

나라별 합계도 보고되게 됩니다. 각 단위 보고 기관이 통계 숫자를 보고할때 

지구촌.십억명 비전의 결과로 생긴 변화된 삶을 나타내주는 짧은 스토리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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