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 이미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는 역사적인 전통과 
현대 문명이 공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십니다. 

보조 이미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사는 사람들 57명 중 1명은 
난민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기도 주간 

2일차

오클라호마에 있는 헨더슨 힐 침례 교회 
(Henderson Hills Baptist Church)의 선교 
전략은 선교 담당 목사인 마이크가 다음과 같은 
통계 자료를 알게 된 다음에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위한 선교는 
세계 선교의 5%에 불과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다음, 마이크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이크는 “저는 그 통계를 읽고 충격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선교팀을 보았고 우리가 
NAME 사람들 사이에서 선교 사업의  
5%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IMB의 북아프리카 및 중동 선교사인 오티스 
뉴만*은 마이크와 그의 교회의 후원에 감사를 
표합니다.

오티스는 “그의 비전은 히스패닉 교회와 
오클라호마 침례교 주총회를 포함한 사람들이 
NAME 사람들을 기도와 선교의 우선 순위로 
삼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마이크와 아내는 교회 선교팀과 함께 2012년 
유럽을 방문하였습니다. NAME 사람들을 섬기는 
IMB 선교사를 만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NAME 
사람들을 위해 일하셨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치고자  
하는 선교사들



메인 이미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는 낙타를 치는 
목동, 커피 재배자, 올리브 경작자, 매사냥꾼이라는 
독특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오티스는 유럽으로 와서 NAME 출신 이민자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더 잘 알게 되고, 교회의 선교 비전에서 우선권을 
세우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온 사람들의 교차로와 
같습니다.”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IMB와 동역 관계를 맺은 SBC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온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유럽 여행 2년 뒤에 마이크와 선교팀은 처음으로 북아프리카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방문 후에, 교회는 매년 여러 
선교팀을 파송했습니다. 그들은 관계 구축, 땅 밟기 기도, 
지역사회 필요 충족에 중점을 둡니다.

2020년 2월, 교회는 IMB와 함께 섬길 선교사 부부를  
교회에서 북아프리카로 파송했습니다. 여행이 제한되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교회는 기도와 격려로 해외 사역을  
지원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티스와 다른 선교사들은 더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선교 사역에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IMB와 협력할 때, 더 많은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북아프리카와 중동에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티스 
선교사는 말합니다.

그는 “오늘날  아직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에 
많은 민족 그룹들이 살고 있지만 기도를 통해 NAME의 
모든 종족에게 복음의 빛이 선포되면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 제목 
기도제목: 하나님께서 더 많은 교회를 
부르셔서 복음으로 NAME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제목: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선교 
현장에 더 많은 장기 선교사를 보내 주시도록

기도제목: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하는 장벽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깨뜨릴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