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 이미지: 세상의 5명 중  
1명은 동아시아 출신입니다. 현재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7억에 이릅니다.

보조 이미지: 대만의 주요 종교는 
불교, 도교, 신도 (일본종교), 
이슬람, 토속 종교, 기독교입니다.

*보안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기도 주간 

7일차

IMB 선교사 제레미 파머*가 대만으로 이주했을 
때,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누구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레미에 따르면 2019년에 대만 선교사는 전 
세계에서 7명 미만이었습니다. 대만 교회는 
대부분 건강하고 강한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현장에서 섬기고 
후원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교회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또한 선교에 대한 선입견을 
품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우리 교인 중 한 명이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외국 단체에 가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제레미는 말합니다.

제레미와 다른 IMB 선교사들은 대만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을 준비하고 보낼 수 있도록 같은 비전을 
가진 대만 목사들과 함께 대만 선교 단체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IMB가 그 기관의 일부 자금을 지원했고, 그들은 
자립적인 선교 단체를 조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리는 선교 단체가 우리 것이 아닌 
현지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목표는 항상 현지를 기반으로 
하고, 현지에서 지속할 수 있어야 
하고, 현지에서 파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만 그리스도인들의  
세계 선교를  
위한 헌신 



제레미와 대만 목회자들은 IMB 선교사이자 코디네이터인 
프레드 힐만 (Fred Hillman)* 과 대만 침례교 총회 지도자들의 
주 파트너인 스티브 레밍톤 (Steve Remington)*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6개월 간의 준비 끝에 COVID-19 직전인 2020년 2월 화위 국제 
선교회 (HIM)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 선교회에 
합류하여 파송 받기를 준비 중인 사람들은 선교지로 가고자 
하는 헌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HIM의 파송 과정은 
IMB의 파송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대만 선교사들은 사전에 
점검받고, 인터뷰를 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2020년 HIM은 이미 IMB 선교사들이 섬기고 있는 지역에 5명의 
대만 선교사를 파송해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9명의 대만 선교사가 더 파송됩니다. 젊은이와 노인, 
기혼자와 미혼자, 남자와 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2019년에는 한 여성 선교사를 북아프리카와 
중동으로 파송 했습니다. 30대의 미혼인 루나는 아랍어를 
배우고 있고 도시와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레미는 대만 형제자매들을 통해 선교가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IMB는 동아시아로 선교사들을 보냈지만,  175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우리와 함께 다른 선교 현장으로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메인 이미지: 화위 국제 선교 단체 (HIM)에서 두 
달간 훈련하는 동안 대만 선교사 후보생들은  
8개의 대만 교회에서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IMB 훈련 방식을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기도 제목 
기도제목: HIM이 더 활성화 되고 매년 더 많은 
대만인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제목: 선교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만 
출신 선교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시도록

기도제목: 복음을 위해 IMB 대만 출신 
선교사들과 대만 침례 교단의 파트너십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