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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결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난 해 남침례교 해외 선교사들을 통해 592,408명이 복음을 
들었고, 22,744개의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었으며 93개의 새로운 
종족 그룹과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은 세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아직도 매일 157,690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살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게 하셔 기도하고, 후원하고, 선교지로 가고, 파송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가이드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3-4)
라고 합니다. 올해도 이 종족들과 지역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기도해 주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IMB 비비비 비비비비비 날을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즉, 모든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9).

타드 래퍼티 박사 
(Dr. Todd Lafferty) 
IMB 수석 부총재

폴 치우드 박사
(Dr. Paul Chitwood)
IMB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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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우리는 이라크의 예지디 
쿠르드 (Yezidi Kurd)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미전도종족 기도달력 
(Loving the Lost)” 열아홉 
번째 판에 수록된 미전도 종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고 예지디 쿠르드 (Yezidi Kurd)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가 개척되고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셨습니다. 올해 그들의 이야기는 
이 책자에 있는 8개의 복음으로 변화된 간증 (Gospel 
Transformation Stories)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종족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아직도 미전도 
종족은 47억 명이나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14

이 말씀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으로 그분께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전도종족 기도달력 (Loving the Lost) 스무 번째 
판에 나오는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유럽

남미

북아프리카와 중동

청각 장애인 
전세계에 존재하는

이 기도 가이드는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157,690
매일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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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환태평
양 지역

사하라 사막 이남 아
프리카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오늘날 세계 인구의 59%가 비기독교인 으로 
추정됩니다. 즉, 47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7,327
미전도

종족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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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 글로벌 리서치 (IMB Global 
Research) 및 IMB 연례 통계 보고서 
(IMB’s Annual Statistical Report) 에서 
2021 년 데이터 및 통계를 사용하였습니다.



니제르의 청각 장애인들 중 그리스도인들은 2% 미만입니다. 
15여 년 전, 니제르의 몇몇 청각 장애인들은 청각 장애인 
사역자들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현지 
수화로 된 성경 없이 수년 동안 충실하게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최근 니제르의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번역된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 지역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니제르의 청각 
장애인들을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니제르의 청각 장애인들 

함께 기도합시다. 역대상 16:24 |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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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46,000 명



인도의 수드라 다스 
(Sudra Das) 사람들

인도의 수드라 다스 (Sudra Das of India) 사람들은 
구불구불한 언덕, 흐르는 강, 울창한 숲, 아름다운 차밭이 
있는 인도 북동부의 아삼 (Assam) 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벵골어 (Bengali)를 사용하고 힌두교를 믿습니다. 
인도 아삼 (Assam)에는 수백 년 된 유명한 힌두교 
사원들이 있습니다. 힌두교의 영향으로 인해 수드라 
다스 (Sudra Das)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26:18 |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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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884,000 명



프랑스의 샤위야 (Shawiya) [sha-WEE-yah] 사람들은 
알제리의 베르베르 (Berber)족 출신입니다. 1세대 샤위야 
(Shawiya) 이민자들은 육체 노동의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의 샤위야 (Shawiya) 사람들의 2세와 3
세들은 프랑스와 알제리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식 교육을 받고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프랑스 
문화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교사, 변호사, 
의사 및 사업주로 일합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 배운 수니파 
이슬람 신앙을 여전히 엄격하게 지킵니다. 

프랑스의 샤위야  
(Shawiya) 사람들

함께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1:12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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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96,000 명



하나님께서는 브라질 동북부의 원주민 종족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정령숭배와 혼합주의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에 대해 
폐쇄적이었습니다. 현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부족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부족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마을에서 언어를 가르칠 수 있게 했고 
부족 사람들을 위해 외부 의료 전문가들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 지도자의 집에서 모이는 성경 공부 
그룹에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요한계시록 3:8 |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브라질 동북부의 원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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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으로  
변화된  
간증

인구
2,500 명



파슈툰 (Pashtun)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족이자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미전도 종족입니다.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과 충성, 명예, 환대의 문화적 규범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역사적으로 파슈툰 (Pashtun)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거나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더 많은 파슈툰 (Pashtun)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복음을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파슈툰 
(Pashtun) 사람들

함께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4:12 |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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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300 만 명



탄자니아의 수바  
(Suba) 사람들

탄자니아의 수바 (Suba) 사람들 중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2% 미만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루오 (Luo)어를 사용하지만 일부는 수바 (Suba)
어를 사용합니다. 2021년 11월 IMB 팀은 케냐의 수바 
(Suba) 사람들 중 침례교 성도들을 만나서 탄자니아의 
수바 (Suba)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도전했습니다. 케냐의 수바 (Suba) 침례교 지방회의 한 
지도자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신명기 4:29 |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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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63,000 명



말레이시아의 원주민인 비사야 (Bisaya) [bee-SIGH-ah] 
사람들은 보르네오 섬의 서부 사바 (Sabah)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림방 강 (Limbang River)의 중간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종종 “강의 사람들” 또는 “중간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쌀과 채소를 
재배합니다. 주택은 지상에서 몇 피트 위에 지어지며 가족 
구성원을 위한 여러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사야 
(Bisaya) 사람들은 이슬람교도이지만 일부는 정령숭배를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병이 영혼 상실로 생긴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비사야 (Bisaya)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비사야 
(Bisaya) 사람들 

함께 기도합시다. 시편 107:9 |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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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80,000 명



스페인의 바스크 
(Basque)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그분의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스페인 북부와 프랑스 남부 사이에 위치한 
바스크 (Basque) [bask] 사람들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원주민 중 하나입니다. 바스크어와 문화 및 관습은 다른 유럽 
지역과 구별되며 바스크 (Basque)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대부분은 이교도에 뿌리를 두고 있고 포스트모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의 1% 미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스크 (Basque)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IMB 를 통해 2021년에 산 세바스티안 
(San Sebastian)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바스크 (Basque)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8 |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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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20 만 명

복음으로  
변화된  
간증



라키 (Laki) [LAH-kee] 사람들은 이란 서부에 살면서 
페르시아어 (Farsi)와는 다른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유목민들이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라키 
(Laki) 사람들은 마을과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페르시아어로만 가능한 의무 교육을 통해 라키 (Laki) 
사람들이 주류 문화에 동화되도록 장려합니다. 그러나 
라키 (Laki) 사람들은 집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시아파 이슬람을 믿습니다. 
복음을 라키어로 녹음했고 이란의 소수 민족의 라키 (Laki)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란의 라키 (Laki) 사람들

함께 기도합시다. 로마서 10:14 |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
12

인구
120 만 명



무어 (Moor) 사람들은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 (Berber)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아랍 (Arab) 사람들은 그들을 
사하라 사막으로 몰아냈고, 지금은 말리, 모리타니아, 
모로코, 니제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유목민들은 
무역, 상업, 목축업, 농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어 (Moor) 사람들 중에는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도시로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요리, 음악 및 예술은 과거 
식민지 개척자들이었던 아랍 (Arab)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들의 것이 섞어 있습니다. 많은 무어 (Moor) 사람들은 
정령 숭배와 전통적인 수니파 이슬람이 결합된 민속 
이슬람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들의 언어인 하사니야 아랍어 
(Hassaniya Arabic)로 번역되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함께 기도합시다. 이사야 43:19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북아프리카의 무어 
(Moor) 사람들 

13

인구
3 백만 명



치쿤다 (Chikunda) [chi-KUN-duh]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잠비아에 있는 침례교회 두 곳에서 
모이지만, 짐바브웨에 있는 치쿤다 (Chikunda)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치쿤다 
(Chikunda) 사람들은 영지를 보호하기 위해 잠베지 계곡 
(Zambezi Valley)을 따라 노예 군인으로 일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정복하다”라는 뜻으로 그들은 상아와 노예를 
사냥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서구적 삶에 관심이 
있고 전통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미 
치쿤다 (Chikunda) 언어로 번역되었고, 현재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의 치쿤다 
(Chikunda) 사람들

함께 기도합시다. 이사야 12:2 |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14

인구
225,000 명



수리남의 청각 장애인들

남미의 작은 나라 수리남은 거의 인구의 절반이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청각 장애인 커뮤니티는 가톨릭과 관련이 
없습니다. 청각 장애인 학교가 하나 있지만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는 거의 없습니다. 수리남의 청각 장애인들은 
그들을 위한 성경이 없으며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접할 수도 없습니다. 선교사들은 수리남의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성경 번역 프로젝트와 교회 개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마가복음 13:10 |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5

인구
5,700 명



야이테펙 차티노 (Yaitepec Chatino) [yai-tay-PEK; 
cha-TEE-no] 사람들은 멕시코 오악사카 (Oaxaca) 
서부 고원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티노 
(Chatino) 방언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의 죽음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믿는데, 이는 
복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IMB 선교사들은 여러 
토착 언어 그룹의 성도들을 그들의 모국어로 성경 말씀을 
전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차티노 (Chatino)어를 하는 두 
명의 여성이 이 훈련을 받았지만, 이 여성들이 사용하는 
차티노 (Chatino) 방언이 야이테펙 차티노 (Yaitepec 
Chatino) 어와 같은 지는 알 수 없습니다. 

멕시코의 야이테펙 차티노 
(Yaitepec Chatino) 사람들

함께 기도합시다. 디모데후서 1:10 |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6

인구
5,900 명



인도네시아의 루우 
(Luwu) 사람들

루우 (Luwu)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남부 술라웨시 
(Sulawesi)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언덕이나 
평야의 마을에서 사는 농부들입니다. 이 마을들은 모두 
한 집을 공유하는 대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근면을 중요시하고, 연장자를 존중하며, 개인의 필요보다 
가족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수니파 이슬람교도들입니다. 
루우 (Luwu) 사람들은 친구들과 친척들이 그들의 
아이들을 공동 양육하도록 하여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예배하는 교회나 성경이 
없습니다. 루우 (Luwu)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을 알려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1:12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7

인구
547,000 명



하나님께서는 고통 받는 사람들과 가까이 계십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우크라이나 한 유대인 가족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를 탈출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정착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그 가족도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왔을 때, 종교와 문화는 친숙하게 느껴졌지만 다른 모든 
것은 달랐습니다. 가족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로 정신이 멍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도들을 통해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음식, 숙박 및 기타 필수품을 
지원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가정은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함께 기도합시다. 시편 91:2 |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18

인구
13,500 명

복음으로  
변화된  
간증



차티스가르히 (Chhattisgarhi)어를 사용하는 바다이 
(Badhai) 사람들은 인도 차티스가르 (Chhattisgarh)
에 거주하며 주로 힌두교를 믿습니다. 대부분의 바다이 
(Badhai) 사람들은 목수와 나무 조각가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신들을 위해 무기와 병거를 만드는 힌두교 목수의 
후손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지만 
차티스가르 (Chhattisgarh) 어를 사용하는 바다이 
(Badhai) 사람들 중 2% 미만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아직 없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1:12-13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차티스가르히 (Chhattisgarhi) 
어를 사용하는 인도의 바다이 

(Badhai) 사람들 

19

인구
844,000 명



나미비아의 광갈리 (Kwangali) 사람들은 나미비아의 
최북단 경계인 카방고 강 (Kavango River) 유역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들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강의 신들과 치료의 신인 
냐암비 (Nyambi)를 숭배합니다. 광갈리 (Kwangali)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며 그분만이 그들의 예배 받으실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웃 종족들 
중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광갈리 (Kwangali)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나미비아의 광갈리 
(Kwangali) 사람들 

함께 기도합시다. 골로새서 2:8 |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20

인구
139,000 명



우간다의 청각 장애인들 

선교사들과 현지 동역자들이 성경을 우간다 수화로 
번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동역자들은 
우간다의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성경 번역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청각 장애 그리스도인 
그룹은 제자 훈련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지만 인도하는 
훈련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동역자들은 
우간다의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전도와 교회 개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24:14 |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1

인구
403,000 명



루멜리아 (Rumelia)는 “로마인의 땅”을 의미하며 
현재는 발칸 반도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루멜리안 투르크 
(Rumelian Turk) 사람들은 오스만 제국이 이 땅을 정복한 
14세기 이래로 그리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일부 
투르크 (Turk) 사람들 중에는 다시 튀르키예로 이주했지만 
루멜리안 투르크 (Rumelian Turk)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 북동부의 산악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튀르키예 사람들의 정체성을 고수하면서 그리스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튀르키예어를 사용하고 
수니파 이슬람교를 고수합니다. 대부분은 예수님과 복음의 
구원하는 능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의 루멜리안 투르크 
(Rumelian Turk) 사람들 

함께 기도합시다. 디모데전서 2:1 |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2

인구
154,000 명



프랑스의 프랑스 사람들

프랑스인은 그들 중 1%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미전도 종족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의 많은 교회, 대성당 및 바실리카 (Basilica)는 
정부가 역사적 기념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념물 뒤에는 영적 필요가 절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술, 
과학, 그리고 철학의 세계적인 중심에서 프랑스 사람들은 
기독교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넘어섰다고 자신하며 세속적인 
정체성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고린도전서 1:23-24 |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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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500 만 명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드 (Barad)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겼습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는 매주 주일마다 몇 
시간씩 마을을 다니며 바라드 (Barad)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도록 믿음의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2022년, 그들을 
통해 바라드 (Barad) 사람들은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라드 (Barad)의 
새신자들을 통해 다른 마을에도 복음이 퍼졌습니다. 현재 
4개의 다른 마을에 사는 50명 이상의 바라드 (Barad) 
사람들이 매주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라드 (Barad)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도의 바라드  
(Barad) 사람들

함께 기도합시다. 이사야 52:7 |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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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800 명

복음으로  
변화된  
간증



도쿠노시마 (Toku-no-shima) 사람들은 일본의 
원주민들입니다. 그들은 동중국해의 류큐 열도 
(Ryukyuan Islands)의 일부인 도쿠노 섬 (Tokuno 
Island)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쿠노시마 (Toku-no-
shima) 사람들은 출산율이 높고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기로 유명하지만, 그 세월을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교도로 분류되지만, 보이지 않는 많은 
신, 악마, 조상의 영을 숭배하는 샤머니즘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불행을 피하기 위해 영을 달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영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시편 71:18 |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일본의 도쿠노시마  
(Toku-no-shima) 사람들 

25

인구
27,000 명



에티오피아의 높은 산길, 사막 계곡, 비옥한 평원, 바위 
언덕 사이에서 하라르게 오로모 (Hararghe Oromo) 
[Harghe Oromo]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난하고 교육이나 기본적인 건강 관리, 전기 및 수돗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일부 하라르게 
오로모 (Hararghe Oromo) 사람들은 양, 염소, 소, 
당나귀, 낙타를 기르는 목축업자입니다. 그들은 이동 가능한 
집에서 살고 그들의 동물들을 위해 물과 목초를 찾는 여행을 
합니다. 또 다른 일부는 이전 세대와 같이 밭을 경작하고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집에서 삽니다. 그들은 이슬람을 
믿으며 복음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하라르게 오로모 
(Hararghe Oromo) 사람들

함께 기도합시다. 스가랴 8:21 | 만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26

인구
6 백만 명



북마케도니아의 알바니아 
(Albania) 사람들

알바니아 (Albania) 사람들은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에서 
가장 큰 소수 민족입니다. 그들은 마케도니아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고 공용어인 알바니아 (Albania)어를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알바니아 (Albania) 사람들은 대학 
때까지 모국어로 학교에 다니는 것을 선호합니다. 알바니아 
(Albania) 사람들과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종교가 
다릅니다. 알바니아 (Albania) 사람들은 전통 종교와 
이슬람 전통을 결합한 혼합 종교인 민속 이슬람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14:6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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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38,000 명



테케 (Teke)라는 이름은 “사다”를 의미하며 이들이 
고대에 상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상인인 이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들은 숙련된 
사냥꾼과 어부이기도 합니다. 가족원들이 많을수록 가장은 
영예로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들에게 대가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테케 (Teke) 사람들은 주로 
아프리카 전통 종교를 믿습니다. 조상의 영혼을 숭상하는 
것 외에도 그들은 또한 모든 가족 구성원의 삶과 죽음을 
지배하는 최고 통치자인 추장을 따릅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테케 (Teke) 사람들이 종교적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가봉의 북부 테케 
(Teke) 사람들 

함께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17:30 |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28

인구
116,000 명



키르기스스탄의 청각 
장애인들 

키르기스스탄의 청각 장애인들은 현지 수화로 교육 받지 
못하였고 대부분은 직업이 없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종교이며 이것은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가족 충성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가 없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으며,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사역자들은 청각 
장애인들을 섬기고 그들의 모국어 수화로 복음을 나눌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13:47 |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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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61,000 명



북부 콘추코스 안카시 케추아 (Conchucos Ancash 
Quechua) [cohn-CHOO-cohs, KETC-whah] 
사람들은 페루의 안데스 산맥의 접근이 어려운 높은 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톨릭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세계관은 조상들의 정령 숭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고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 
정령들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이 종족은 비접촉 미전도 
종족 (Unengaged and Unreached People Group) 
이지만, 미국의 한 교회가 페루 리마 (Lima)에 있는 
교회와 함께 북부 콘추코스 안카시 케추아 (Conchucos 
Ancash Quechua) 사람들을 위한 복음 전도를 

페루의 북부 콘추코스 안카시 케추아 
(Conchucos Ancash Quechua) 사람들 

함께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12:28-29 |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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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15,000 명



누르바샤 (Noorbasha) 사람들은 인도 남부에 
있는 이슬람 종족입니다. 그들은 지난 몇 세기 동안 
힌두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누르바샤 (Noorbasha) 사람들은 면화와 관련된 무역을 
했습니다. 성경, 예수 영화, 오디오 복음은 그들의 언어인 
텔루구 (Telugu)어로 제공됩니다. 인도 남부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텔루구 (Telugu)어를 사용하지만 
누르바샤 (Noorbasha)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로마서 10:13 |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인도의 누르바샤  
(Noorbasha)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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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715,000 명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2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인도네시아의 외딴 지역에 있는 두 개의 미전도 
종족에게 충실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미전도 종족의 인구를 
합하면 130만 명이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이 종족 
그룹 가운데 한 곳에서 가정 교회 네트워크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그룹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지역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종족에게 가서 함께 복음을 나누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들 중에 
아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된 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가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종족을 위해서 이 가족을 사용하셔서 
일하셨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두 종족은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이 아닙니다. 그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의 외딴 섬에 사는 사람들 

함께 기도합시다. 하박국 2:14 |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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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 3 0 만 명 이상

복음으로  
변화된  
간증



러시아의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는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이며 11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동방 정교회, 로마 가톨릭, 
불교, 이슬람교, 샤머니즘, 무신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2% 미만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세계의 다른 어떤 
미전도 종족보다 더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매일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시편 135:15-18 |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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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 억 950 만 명



토고의 코토콜리 (Kotokoli) 사람들은 주로 농부들이며 
일부는 택시와 트럭 운전을 합니다. 그들은 예리하지만 
때로는 사업 수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수의 
이슬람 종족 중 소수만이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그들은 다른 코토콜리 (Kotokoli)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새신자들을 제자 삼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토고의 코토콜리  
(Kotokoli) 사람들

함께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26:18 |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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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40,000 명



에리트레아의 아파르  
(Afar) 사람들

에리트레아에서는 교회가 폐쇄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이 나라는 복음에 대해 폐쇄적입니다. 그러나 
지난 18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국경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파르 (Afar) 어로 무슬림들과 아파르 (Afar)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낙타와 염소 떼를 돌보는 유목민, 
고기를 잡은 후 휴식을 취하는 어부, 선선한 저녁에 밖에 
앉아 있는 가족들은 라디오로 성경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찬양, 성경 말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라디오를 통해 듣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사야 55:11 |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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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29,000 명



후이 (Hui) [WHEY] 사람들은 중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이슬람 종족이자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소수 민족입니다. 후이 (Hui) 사람들에게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들 중 0.0001%만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후이 (Hui)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며 맛있는 
요리를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중국어 (Mandarin 
Chinese) 가 공식 언어이지만 모스크에서 말하고 
쿠란을 읽을 때는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사용합니다. 
윈난성 후이 (Hui in Yunnan)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의 윈난성 후이 (Hui of 
Yunnan Province) 사람들

함께 기도합시다. 고린도후서 10:4 |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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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400 만 명 이상 

 



복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압두 
(Abdu) 는 서아프리카에 사는 청각 장애인 청년입니다. 그의 
가족과 마을의 많은 사람들도 청각 장애인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무릎을 꿇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종교적인 수행을 매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상은 압두 
(Abdu) 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청각장애인 그리스도인을 인도하셔서 압두 
(Abdu)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압두 (Abdu) 는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신의 나라의 모든 청각 장애인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압두 (Abdu)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고린도후서 5:17-18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서아프리카의 청각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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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420 만 명

복음으로  
변화된  
간증



하카시아 (Khakassia) 공화국 출신의 러시아의 하카스 
(Khakas) 사람들은 시베리아 남동부의 원주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목축과 소규모 농업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역사적으로 하카스 (Khakas) 사람들은 
샤머니즘을 믿었으며 동방 정교회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샤머니즘도 숭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하카스  
(Khakas) 사람들

함께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17:3 |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38

인구
73,000 명



브라질의 수루와하 
(Suruwahá) 사람들

수루와하 (Suruwahá) [soo-roo-wah-HAH] 
사람들은 브라질 아마존 정글의 원주민 종족입니다. 
원주민들은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외딴 곳에 살고 
있고 정부가 외부인의 접근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수루와하 (Suruwahá) 사람들은 
강과 개울을 따라 살면서 바나나, 마니옥, 사탕수수를 
재배합니다. 그들은 일 년 중 많은 시간을 오두막집을 지은 
사람이 다스리는 집에서 공동 생활을 합니다. 수루와하 
(Suruwahá) 사람들은 150-200명 정도만 남아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사야 45:23 |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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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50-200 명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부르키나파소의 라이엘레 
(Lyélé) 침례교 사역자인 랜디 (Randy) 목사는 성경을 
이야기로 구사하는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방에서 가장 어리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랜디 (Randy) 는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구사하는 연습을 하면서 신발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경험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인근 
종족인 남부 누나 (Nuna)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랜디 (Randy) 는 성경을 이야기로 
구사하는 사역 훈련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역 교회들이 
전도와 제자도에서 성경 말씀을 사용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르키나파소 남부 누나 
(Nuna) 사람들

함께 기도합시다. 베드로전서 5:5 |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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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16,000 명

복음으로  
변화된  
간증



아삼어 (Assamese)를 사용하는 인도의 
나마수드라 (Namasudra) 사람들 

아삼어 (Assamese) 를 사용하는 나마수드라 
(Namasudra) 사람들은 인도 북동부의 광대한 강을 따라 
고기를 잡으며 배에서 일합니다. 그들은 힌두교를 믿고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수많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골로새서 1:5-6 |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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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831,000 명



타이 쿤족은 미얀마 북동부(이전의 버마)에 살고 있으며 
자기 결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뿌리 깊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테라바다 불교 신자 
(Theravada Buddhist) 들입니다. 그들은 매일 땅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노력하고 매년 조상을 숭배합니다. 
타이 쿤 (Tai Khun) 사람들 중 소수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한 타이 쿤 (Tai Khun) 목사는 과거에 불교 
승려들이 그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왜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느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있는데 스님들이 여러 권을 
요청해서 이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타이 쿤  
(Tai Khun) 사람들

함께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4:12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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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000 명



우즈베키스탄의 카자흐 (Kazakh) 사람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세 번째로 큰 종족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카자흐 (Kazakh) 어지만 우즈벡어보다는 
러시아어로 주로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손을 내밀고 싶어 하는 우즈벡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장벽을 느낍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러시아 교회는 문화적 장벽 때문에 
카자흐 (Kazakh)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카자흐 (Kazakh)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보인다는 보고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에베소서 1:7-8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즈베키스탄의 카자흐 
(Kazakh)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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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 백만 명



이탈리아의 거리를 걷다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로마 
가톨릭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의 흔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수많은 성모 마리아상이 마을 주변에 있으며 
모든 학교 교실 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이탈리아인의 80%가 로마 가톨릭 신자지만 대부분은 
세례식,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특별한 날과 휴일에만 교회에 
참석합니다. 긴 교회 역사와 기독교 전통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사람들 중 1% 미만의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사람들

함께 기도합시다. 호세아 6:6 |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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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300 만 명



호주의 유대인들

호주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세속주의 사회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정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반유대주의와 테러리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외부인을 의심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사야 55:6 |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45

인구
117,000 명



수트라다르 (Sutradhar) 사람들은 인도 서부 벵골 
(Bengal) 에 주로 거주하며 벵골 (Bengali)어를 
사용하는 종족입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목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인도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트라다르 
(Sutradhar)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고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합니다. 성경과 복음서 자료는 수트라다르 
(Sutradhar)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되었지만,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습니다.

인도의 수트라다르 
(Sutradhar) 사람들

함께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9:37-38 |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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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859,000 명



콜롬비아의 카나모모 
(Cañamomo) 사람들 

카나모모 (Cañamomo) [cah-nyah-MOH-moh] 
사람들은 콜롬비아 중부의 커피 재배 지역인 에제 카페토 
(Eje Cafetero) 에서 계절에 따라 일하는 원주민 
그룹입니다. 인기 있는 관광 지역의 주요 도시는 페리에라 
(Periera), 마니잘레스 (Manizales), 아르메니아 
(Armenia) 입니다. 카나모모 (Cañamomo)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잃었지만 토착 생활 방식과 애니미즘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스페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으며 그들 가운데 선교사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4:23 |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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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5,500 명



안딕 (Andic) 사람들은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여러 종족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러시아 다게스탄 (Dagestan) 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축을 기르고, 물물 교환을 하고, 
계단식 방법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안딕 (Andic) 사람들 
공동체는 수니파 이슬람을 믿고 마을 장로들의 전통적인 
지도를 따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지만 
집에서는 모국어인 안딕 (Andic) 방언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또한 더 큰 민족 집단의 다른 마을들과 소통하기 위해 종종 
아바르 (Avar) 버전을 사용합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9-13)으로 시작된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통해 일부 안딕 
(Andic) 방언으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안딕 (Andic) 사람들 

함께 기도합시다. 디모데전서 2:5 |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48

인구
47,000 명



칸투아 (Kantua)라고도 알려진 상부 타오이 (Ta-Oy) 
사람들은 베트남 중부 산악 지역의 소수 민족입니다. 
대부분의 타오이 (Ta-Oy) 사람들은 농부입니다. 
그들은 또한 코끼리를 사냥하고 길들이는 데 능숙하기 
때문에 산에 있는 다른 종족보다 더 부유합니다. 타오이 
(Ta-Oy) 마을에는 보통 기둥 위에 지어진 집들이 
있습니다. 각 집마다 여러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음악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타오이 (Ta-Oy) 사람들은 전쟁의 영향을 받았고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치유를 줄 수 없는 
영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레미야 17:14 |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베트남의 상부 타오이  
(Ta-Oy)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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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4,000 명 



자인 (Jain)은 “정복하다”를 의미하는 산스크리트 
(Sanskrit)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의식과 
자유를 얻기 위해 모든 인간의 욕망을 자제하고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비폭력적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자인 (Jain)교 승려와 수녀는 천 마스크를 얼굴에 
쓰고 생물을 삼키거나 밟지 않기 위해 앞에서 땅을 쓸면서 
다닙니다. 자인 (Jain) 교도들은 인도에서 가장 문맹율이 
낮으며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었지만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 교회나 선교사가 
없습니다.

힌디어를 사용하는 인도의 자인 
(Jain)교 사람들

함께 기도합시다. 에베소서 2:8-9 |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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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 백만 명



레바논 수니파 아랍 사람들

레바논 수니파 아랍 이슬람교도들은 대부분 레바논 북부와 
베이루트 (Beirut), 시돈 (Sidon), 트리폴리 (Tripoli) 
해안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베이루트 (Beirut) 항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로 인해 많은 레바논 수니파 아랍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일부는 사망했으며 가옥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폭발 현장 근처에 집을 재건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폭발의 
폐허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포자기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평화를 찾기 위해 그들은 이슬람을 믿고 삶을 재건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16:33 |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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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50 만 명



치밀라 (Chimila) [chee-MEE-lah] 사람들은 콜롬비아 
북부의 시에라 네바다 (Sierra Nevada) 지역에 있는 
다른 여러 종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환경의 관리인이며 그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형이라고 믿습니다. 지역 사회 지도자들은 마모 (Mamo)
라고 불리는데, 그들은 사실상 무당입니다. 치밀라 
(Chimila) 사람들은 마모 (Mamo) 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지만 이 민족 가운데는 교회가 없습니다.

콜롬비아의 치밀라  
(Chimila) 사람들

함께 기도합시다. 고린도후서 12:10 |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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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600 명



이라크의 야지디 쿠르드 
(Yezidi Kurd)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난해 
“미전도종족 기도달력 (Loving the Lost)” 기도 
가이드에서 이라크의 야지디 쿠르드 (Yezidi Kurd) 
사람들을 강조했습니다. 이 소수 민족은 대량 학살을 
포함하여 역사 전반에 걸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최근에도 ISIS는 야지디 쿠르드 (Yezidi Kurd) 사람들을 
잔악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야지디 쿠르드 (Yezidi Kurd)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야지디 (Yezidi)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정적인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현재 야지디 (Yezidi) 그리스도인들은 ISIS 치하에서 
고통 받았던 마을에서 새로운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시편 113:7 |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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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00,000 명

복음으로  
변화된  
간증



쿠바의 일부 교회에는 청각장애 사역이 있지만 선교사들과 
동역자들은 청각장애 목회자들이 주도하는 자생적 
청각장애 교회 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은 
최근에 성경을 쿠바 수화로 번역하기 시작했으며 이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쿠바에 청각 장애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지역 
침례교 성도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쿠바의 청각 장애인들

함께 기도합시다. 요한계시록 14:6 |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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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9,000 명



원래 말리 출신인 세네갈의 밤바라 (Bambara) 사람들은 
말리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는 마을을 이루어 전국에 걸쳐 
살고 있습니다. 도시의 많은 거지들은 밤바라 (Bambara) 
사람들입니다. 세네갈의 많은 밤바라 (Bambara)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같은 종족 사람들과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5:6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세네갈의 밤바라  
(Bambara)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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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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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잃어버린 영혼들과 그들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열방을 위한 목소리  
(A Voice for the Nations)

세상의 59% 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로지타 (Rosita), 알리 (Ali), 미나 
(Minna) 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여러분이 더 심도 있게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도 
코스를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열방을 위한 목소리 
(A Voice for the Nations)” 입니다. 
복음을 접할 수 없는 미전도 종족에게 다가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와 모든 남침례교 
성도들은 기도로 모든 종족 그룹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 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IMB 기도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imb.org/pray

여기에 사용된 사진과 이름은 특정인과 관계없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 
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 
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 

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요한계시록 7:9

3806 MONUMENT AVE 
RICHMOND, VA 23230
800.999.3113 
INFO@IMB.ORG
IM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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