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갑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의 비전과 사명

요한계시록 7:9-10



2020 세계 선교 

주요 현안

422  
신임 선교사*

18,380
새로운 교회 개척

769,494
복음을 들음

144,322
새 신자

86,587
침례를 베풂

247
새로운 종족과 지역을 

복음으로 연결 

127,155
교회 지도자 훈련

*2020년 임명된 422명의 선교사 중 388명은 IMB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마감하는 선교사들을 
감안하면, 매년 약 400명의 새로운 선교사들이 필요한데, 
2025년까지 총 500명으로 증원하려고 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3월 31일 현재 해외 선교를 위한 라티문 성탄 
선교헌금은 5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협동 선교헌금 (Cooperative Program)과 라티문 성탄 
선교헌금을 통한 여러분의 후원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155,473명  
이 매일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고 있습니다. 45억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7,283  

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재정을 지원받는
500명의 선교사를 
추가로 파송하기

IMB 팀에 500명의 
세계 선교 동역자들 
동원하기

포괄적 전략으로 75
개의 세계적 도시들을 
연결하기

75%의 남침례교회들을 
동원하여 IMB 
선교사들을 기도와 
재정으로 돕기

매년 6%씩  
IMB 후원을 
증액하기

요한계시록 7:9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수행하기 위해 IMB 선교사들과 지도자들은 2025년까지 5가지 전략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미전도 종족과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Reaching 
the Unreached:
A  F I V E - Y E A R  S T R A T E G Y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하기

5  년 전략



함께
열방을 향해 나갑시다

이 소망이 우리의 혈관을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끝까지 선포되는 것을 
보기 위해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우리는 고통받는 세상에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1  목표

1억 8,500만 달러



라티문 성탄 선교헌금에 관한 자료를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로 제공됩니다.

사용 가능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영상  
• 기도 주간 안내
• 어린이 활동
• 소셜 미디어 그래픽

• 홍보 안내 광고 
• 주보 삽입용 자료
• 후원 목표 포스터 
• 기타 많은 자료들

웹 사이트 (imb.org/generosity)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IMB 교회 지원 센터  
(IMB Church Success Center)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info@imb.org  

인쇄된 자료는 주총회/WMU를 통해 주문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한 달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선교사의 의사 면허를 일 년  
동안 갱신할 수 있습니다.  

$10

$300

선교사가 일주일 동안 난민 캠프를 섬길  
수 있도록 물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의 일 년 간 홈스쿨을 위한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0

$2,500

 

여러분의 후원 
으로 인하여 세상의 잃어버린 영혼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올 한 해 여 러 분 의  후 원 이  꼭  필 요 한  부 분 을  채 우 고  있 습 니 다



2.  웹사이트 (imb.org/generosity)를 통한 
온라인 헌금.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마련된 온라인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캠페인” 기능을 확인해  
보세요.캠페인 기능을 통한 모든 후원은 여러분  
교회, 주총회와 지방회로 적립됩니다.

3. 800-999-3113으로 전화 
주시거나 개인 수표 (Check)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소: 3806 Monument Ave, 
Richmond, VA 23230)

1.  직접 교회로 헌금. WMU에서 헌금 
봉투를 제공합니다.

웹사이트 (imb.org/generosity)를 방문하시면 헌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후원할 수 있는 방법



기도하기 드리기가기 보내기

함께,
모든 민족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imb.org/generosity



부록



고등학생

휴학생

대학 여름방학  
및 학기 중

청년  
저니맨

전문직 종사자

장기 선교사

은퇴자
IMB는 단기 선교에서부터 전액 재정을 지원받는 장기 선교에 
이르기까지 선교지에 갈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제공합니다.

선교지로 가시겠습니까?
보다 자세한 사항을 위해서는 이메일 (info@imb.org)을 주세요.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