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애하는 파트너 분들에게,  
요한계시록 7:9에서 사도 요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IMB는 남침례교가 우리와 함께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섬기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 주요 사안은 어려운 한 해 동안 저희 선교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여줍니다. 신규 IMB 파송 선교사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새신자들, 새로 개척된 교회들, 
땅끝까지 지상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훈련 받은 리더들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주요 사안은 IMB의 전체 연간 통계 보고서 (Annual Statistical Report)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간 통계 보고서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과 지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살필 수 있게 하는 글로벌 리서치 결과입니다. 미국과 전세계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저희와 
파트너가 되어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사와 
자원을 어디로 보내야 할 지 전략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155,473명의 영혼이 아무 소망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7:9의 
비전이 성취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IMB 선교사들이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 주세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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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500명  
추가 파송하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는 
복음이 선포 됩니다.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500명의 세계 선교 
파트너들을 동원하여  
IMB 선교팀과 함께 
사역하기

우리는 함께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의 사역을 돕고, 우리의 
풍성한 사역 경험을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기반을 놓습니다.

포괄적 전략으로 세계의 
75개 도시를 연결하기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도시들을 
세계 각처로 연결하는 다리를 
놓으십니다. 도시로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게 하십니다.

75%의 남침례교회들을 
동원하여 IMB를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게 하기

추수할 밭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격려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고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지상대사명을 
완수합시다!

IMB에 드리는 헌금 
액수를 매년 6% 증액하기

열방을 향한 부르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절박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더 많은 종족들과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7:9의 천국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IMB 선교사들과 리더들은 2025년까지 5가지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미전도 종족과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전도 종족  
복음 전도: 
5  개년 전략

지구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갑시다

우리는 여러분을 

주요사안

섬깁니다!



+ 잃어버린 영혼들과 열방을 위해 미국 
 교회 안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해 주세요.

*2020년 신규 임명된 선교사 422명 중 388명은 IMB가 재정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마치는 선교사들을 감안할 때 2025년까지 전체 선교사 500명 증원 
목표를 위해서는 매년 400명의 신규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현장 선교사들과 미전도 종족들의 수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2020년 데이터 연간 통계 보고서 (IMB)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성장율과 사망률은 유엔 경제 및 사회부의 인구 부문 (2019)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2019년 세계 인구 전망, 온라인판. 1차 개정판.  
라티문 성탄 선교헌금 (Lottie Moon Christmas Offering)®은 WMU®의 등록 상표입니다.

+ 전 세계적의 침례교 총회와 깊은 관계를 
 맺어 500명의 세계 선교 파트너들이 IMB 
 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전 세계적으로 7980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하여 정착할 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변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하고 있습니다. 
imb.org/asr 를 방문하시면, 전체 연간 통계 보고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7,809,354,098 

2020년  
현황 보고

IMB 지구촌 

매일 155,473 명은
예수님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 초마다 2 명)

imb.org info@imb.org 800.999.3113

매사추세츠 주 스프링 필드  
시와 미시시피 주 잭슨 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 죽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1 8 8 8 년  이 래 로  남 침 례 교 는  
라티문 성탄  선교헌금 (Lottie Moon Christmas Offering) 으로  

해외 선교를 위해 누적 기준 50억 달러 이상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 섬기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22
신규 선교사 임명* 

18,380
새로운  

교회 개척 

86,587
침례

127,155
리더십  

훈련 이수

769,494
복음 증거

247
새로운 종족과  

지역 연결

144,322
새신자

주요사안

선교사들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