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 이미지: 세바스찬과 알리시아 
칼데론* 부부가 남아시아 사람들과 
기도하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 중앙아메리카 출신 
부부 사역자는 IMB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보조 이미지: 스킵과 킴 마이어* 
부부는 남아시아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 가족과 함께 외딴 
지역으로 들어 가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기도 주간 

3일차

IMB 선교사인 스킵과 킴 마이어* 부부는 서로 
다른 선교 현장에서 각각 자랐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이어 부부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2004년 남아시아로 
이주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선교사 자녀로 
남미의 선교지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들의 선교 
현장 경험은 그때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후 해외 선교를 위해 섬기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어려운 곳을 기꺼이 가고자 했습니다.”라고 
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아시아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조금씩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남아시아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이고,여기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지역의 17억 인구는 미국 면적의 절반도 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킵과 
킴 부부의 스페인어 실력과 라틴계 문화에 
대한 경험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남아시아 국가들을 섬기기 위해 히스패닉과 
라틴계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남아시아에서  
히스패닉과 라틴  
사람들을 섬기는 부부



메인 이미지: 남아시아에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가장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 일꾼들이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마이어 부부가 남아시아의 가장 외딴 지역으로 가면서 그들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 
헌신하는 히스패닉 및 라틴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역하고 
훈련했습니다.

스킵은 남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마이어 
부부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서 교회를 동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마이어 부부는 히스패닉 자원 봉사자와 장기 및 단기 선교사를 
위한 훈련을 하곤 합니다. 스킵은 그들을 충성된 장기 선교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스킵과 킴은 히스패닉과 라틴계의 동역과 동원은 단기 여행을 온 
시카고의 히스패닉 남침례교인들과의 연결 때문에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또한 같은 시기에 남아시아로 봉사하러 온 
남아메리카의 단기 팀과 연결하도록하셨습니다.

스킵은 “이 단기 팀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지역과 
함께 하는 장기 팀이 되었습니다.”라고 합니다.

안토니오 모랄레스 (Antonio Morales)*는 시카고에서 온 
자원 봉사팀에 합류했고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몇 주 더 
머물렀습니다.

“이는 주님을 따라 남아시아로 가겠다는 그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돌아가서 아내 애나 (Ana)*를 설득했고, 
나머지는 역사가 되었습니다.”라고 스킵은 말합니다. 안토니오 
(Antonio)와 애나 (Ana)는 이제 IMB의 전략 리더입니다.

기도 제목 
기도제목: 남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가기 
어려운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히스패닉과  
라틴 분들을 위해

기도제목: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마이어 부부를 위해 

기도제목: 더 많은 히스패닉과 라틴 분들이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소명에 반응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