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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말 한국선교사 파송 현황(통계)
-170개국 26,677명-

KWMA 연구개발원

수치로 보는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을 KWMA 회원 단체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예년과 거
의 비슷한 상황으로 마감 정리되었다. 2개월에 걸친 선교사 통계 조사는 연례적으로 진행되
어, 응답 단체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현재의 한국선교’를 읽어내는데 통찰력을 준다
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2014년도 12월 말로 마감 정리된 결과, 현재 한국 선
교사는 170개국1)에서 26,677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꾸준히 늘어나
고 있지만 1,003명이 늘어났던 2013년보다는 적은 수인 932명이 증가된 것으로 최종 집계되
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1,000명 미만대로 증가하였다고 해서 한국 선교가 하향선을 타고 있다고는 
해석하지 않는다.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은 KWMA 회원단체 및 비회원 
단체를 망라해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수를 정리하고 있지만, 응답 단체의 공개하
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해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또한 응답 단체 실무 담당자가 바
뀌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조사임에서 불구하고 매년 새롭게 조사를 하듯, 여러 번 전화와 연
락을 해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늘어나고 있다. 한국 선교단체의 조직적이지 않
은 행정 시스템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발표되는 숫자보다는 더 많은 
선교사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틀림없다. 

지난해에도 서술하였듯이 여전히 조사 범위에 들어 와 있지 않는 단체들이 있으며, 한국 선교
사 파송의 독특한 면으로도 볼 수 있는 개 교회 또는 노회(지방회) 단위에서 파송된 선교사 
수는 조사 범위에서 항상 빠지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 수는 언제나 조사된 수보다는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2) 

1. 응답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의 현황

교단 및 선교단체 선교사 파송 

구   분 조사대상수(개) 선교사 수(명) 비율(%) 이중소속(명)

교단(선교부) 39 11,764 42.4% 362

선교단체 217 15,987 57.6% 1,801

합  계 256 27,767 100.0% 2,180

(선교사 수는 이중집계 포함한 숫자임.)

선교단체들이 교단 선교부보다 많기 때문에 전체 선교사의 반 이상이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2013년 총 파송국가 수는 169개국이었으나 2014년에 새로운 2개국으로 선교사들이 나가서 활동하기 
시작하여 국가가 늘어났다. 그러나 한국 선교사 한 가정만 활동하였던 국가에서 선교사가 철수하였기 
때문에 실제 늘어난 합계는 170개국이 되었다. 

2) 이러한 예측에 대해서는 2012년 KWMA 총회자료에 게재된 ‘2012년 한국선교사 파송 현황’ 가운데 
‘선교현지에서 파악되는 선교사 수 통계가 KWMA 조사 수치보다 10,000여명이 더 많다는 것을 참조
하라.’를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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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선교사 현황 (2004년-2014년)

구분(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파송선교사(명) 12,159 14,086 16,616 18,625 20,503 22,130 22,685 24,001 25,665 26,703 27,767

이중소속(명) - 1,536 1,984 1,856 2,180 2,579 1,341 1,341 1,847 1,916 2,180

실제 
파송선교사(명) 12,159 13,318 14,896 17,697 19,413 20,840 22,014 23,331 24,742 25,745 26,677

1,159

1,578

2,801

1,716
1,427

1,174
1,317 1,411

1,003 93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도별선교사증가수 그림표

2. 연도별 선교사 증가 현황

연도별 선교사 수는 다음 표와 같다. 2014년의 전체 실 선교사 수는 26,677명으로 집계되었
다. 이것은 이중소속 선교사 수의 절반을 뺀 숫자이다.

1) 연도별 선교사 현황 

12,159 13,318 14,896
17,697 19,413 20,840 22,014 23,331 24,742 25,745 26,677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도별선교사현황

눈여겨 볼 것은 다시 이중 소속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교단 선교부에서 이중 소속을 
다시 용인한 결과이기도 하고, 일부 선교사들은 비자문제 해결이나 사역적 협력을 위해 단체 
간의 MOU를 맺어 A 단체에서는 파송 선교사로, B 단체에서는 협력 선교사로 관계를 맺고 활
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파트너십 관계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연도별 선교사 증가 현황
연도별 선교사 증가 수 

년도 증가 수(명)

2004 -

2005 1,159

2006 1,578

2007 2,801

2008 1,716

2009 1,427

2010 1,174

2011 1,317

2012 1,411

2013 1,003

2014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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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에 일시적으로 증가폭이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2007년부터 조사 대상에 비회원을 포함하여 
확대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3. 교단 및 단체의 선교사 파송 현황

1,000명 이상의 선교사가 소속되어 있는 GMS(합동), 통합, 그리고 감리회선교국은 2013년도
와 비슷한 증가 현상을 나타내었다. 파송 선교사 수가 많은 단체들 역시 예년과 거의 유사하
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단체가 인터콥(2013년 796명에서 2014년 896명)
으로 나타났으며, 바울선교회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TARGET 2030’ 비전으로 본 개척지수별 선교사 현황

‘Target 2030’은 보다 전략적으로 한국 선교사들이 전방개척 지역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매년 이 수치를 조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전
히 상당수의 선교사가 전방개척(F) 지역보다 일반선교(G) 지역인 G2, G1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보다 더 전방개척선교지로의 파송에 힘을 쏟아야 함을 말해 주고 있다.

전체 전방개척(F1,F2,F3)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는 전체 선교사(27,767/이중소속 포함)가운
데 16,258명(58.55%)로 파송 선교사 반 이상이 전방개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2030년 
대비 2013년 파송율’3)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전방개척(F1,F2,F3)지역이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일반(G1,G2)지역도 증가하여, 실제적으로는 일반 지역으로 선교사가 더 많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G2 지역은 이미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검토하고 전략적으
로 재배치가 필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2030년까지 필요한 한국 선교사 수에 비추어 본 2014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전체 
국가수

2014년
파송국가

수

2030년까지
필요한

한국선교사

2014년
파송

선교사

2030년까지 
더필요한

한국선교사 

2030년대비
2014년파송율

2030년까지 
필요한

세계선교사

F1 11 10 22,316 4,629 17,687 20.74% 102,840

F2 41 40 9,911 6,396 3,515 64.53% 45,694

F3 43 39 58,890 5,233 53,657 8.89% 271,433

G1 74 41 4,733 3,557 1,176 75.15% 21,811

G2 53 40 4,150 7,952 -3,802 191.61% 19,124

계 222 170 100,000 27,767 72,233 27.77% 460,902

* 참고: G는 General Missions 그리고 F는 Frontier Missions의 약자이다. G2는 복음주의자 비율이 
15.5% 이상인 경우, G1은 복음주의자 비율이 10%-15.5% 미만이며 이중 기독교인의 수에 가중치를 부
여한 값이 한국의 것보다 더 큰 경우, F1은 복음주의자 비율이 5% 이상에서 10% 미만인 경우이며, F2
는 복음주의자 비율이 0-5% 미만이고 박해 지역이 아닌 경우, F3는 복음주의자 비율이 0-5% 미만이고 
박해지역인 경우를 말한다.

5. 가장 많이 활동하는 선교지

한국 선교사들의 상위 활동지역은 2013년과 비슷한 순위를 갖고 있지만 캄보디아가 러시아보
다 앞선 것이 지난해와 다른 점이다. 상위 10개국을 보면 동북아시아X국, 미국, 필리핀, 일본, 
남아시아I국, 태국, 동남아시아I국, 캄보디아, 러시아, 독일의 순4)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선

3) 2030년 대비 2013년 파송율은 F1이 20.5%, F2가 60.9%, F3이 8.5%, G1이 73%, G2가 184.3%였다.  
4) 상당수의 선교사가 한국에서 본부 사역자, 안식년 선교사, 수습, 순회 등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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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전체 활동 국가 중 상위 10개 국가에 전체 선교사의 50% 이상이 활동하고 있어 10
대 선교국이 한국 선교에 있어서는 주력 부대가 활약하고 있는 지역이며, 그중 동북아시아X
국, 일본, 남아시아I국, 태국, 동남아시아I국, 캄보디아는 전략 선교지역임을 한국 선교계가 인
식하고 있다. 미국, 필리핀, 러시아, 독일에서의 전통적 선교는 자생하는 미전도종족이나 해외
에서 이주한 소수 미전도종족 선교로 목표가 이동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상위 10개 지
역에서 활동하는 단체 수가 약간의 변동을 보이고 있다. 

10대 파송국가

번호 국가명 개척지수 권역 사역단체 수(개) 전체 선교사 수(명)

1 동북아시아X국 F1 동북아시아 152 4,228

2 미국 G2 북아메리카 77 2,656

3 필리핀 G2 동남아시아 92 1,683

4 일본 F2 동북아시아 88 1,518

5 남아시아I국 F3 남아시아 87 1,161

6 태국 F2 동남아시아 83 1,002

7 동남아시아I국 F3 동남아시아 63 814

8 캄보디아 F2 동남아시아 55 720

9 러시아/연해주 F2 동유럽 78 686

10 독일 G1 서유럽 31 568

　합계/비율 15,036/54.15%

　전체 선교사 수 27,767

6. 한국 선교사들의 주요 사역

매년 조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주요 사역 체크는 한 지역에서 여러 명의 사역자가 다
양한 사역을 하고 있어서 표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록하지 않은 단체들을 비롯해서 한 명의 
선교사가 여러 사역을 함께 하고 있어 표기가 쉽지 않다고 각 단체 통계 기록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몇 명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더 풀어
가야 하는 과제가 된다. 

따라서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 현황 집계는 포괄적으로 정리되는 영역으로, 수치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는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 경향’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응답한 것을 중
심으로 가장 많은 사역은 예년과 동일하게 교회개척, 제자훈련, 캠퍼스사역, 교육사역 순으로 
이어진다. 500명 이상이 사역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위에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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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선교사 수

동북아시아 6,499

동남아시아 5,346

북아메리카 3,199

한국 1,863

남아시아 1,766

서유럽 1,351

중동 1,248

라틴아메리카 1,236

동남아프리카 1,167

중앙아시아 1,144

동유럽 1,095

남태평양 910

북아프리카 518

서중앙아프리카 332

카리브해 93

합계 27,767

주요 사역 내용 활동 국가 수 선교사 수

교회개척 137 11,095

제자훈련 140 8,973

캠퍼스 73 2,499

교육 78 1,434

복지/개발 70 1,001

의료 55 673

어린이/청소년사역 68 509

총계 26,184

비즈니스, 문화/스포츠사역, 성경번역 사역도 응답해 준 결과로 본다면 400명 이상이 사역하
고 있는 분야로 나타나서, 2013년보다는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지역별 선교사 파송 현황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으로 그 가운데서도 동북아시아
(6,499명)와 동남아시아(5,346명)에 11,845명이 사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시아 지역
은 전방개척지역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많은 곳으로 가장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서 한국 선교사가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한국 선교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11,845명 가운데 48%에 해당되는 5,700여명이 2개국
(동북아X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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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23.41%

동남아시아
19.25%

북아메리카
11.52%

한국
6.71%

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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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중동
4.49%

라틴아메리카
4.45%

동남아프리카
4.20%

중앙아시아
4.12%

동유럽
3.94%

남태평양
3.28%

북아프리카
1.87%

서중앙아프리카
1.20%

카리브해
0.33%

             

8. 선교사 자녀 현황

연도별 선교사 자녀 현황

구분(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녀 수(명) 5,961 7,380 10,433 11,885 12,674 13,868 14,200 15,913 16,586 17,618 18,442

(2010년 선교사 자녀 통계는 추정치임.)

9. 지속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

1) 선교사 통계 조사가 갖는 의미에 대한 인식

KWMA는 2011년부터 통계조사과정을 용이하게 하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화하여 조사
한지 4년차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시스템화하였지만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단
체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해 주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항상 선교사 수가 조사한 
것 보다는 많다는 것을 선교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기 때문에 회원 단체들을 포함하여 비
회원단체, 더 나아가 노회 파송, 개 교회 파송 선교사까지 조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사의 
폭을 넓혀서 통계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조사 밖에 있는 단체들이 있음을 알
고 있다. 2012년에 현장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수를 추정해 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사자가 중동의 모 지역을 방문하였을 때 정식으로 교회와 단체의 파송을 받고 들어가서 활
동하는 선교사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한 단체들은 이런 통계조사 밖에 있는 단
체들이다. 기억해 두었다가 조사를 부탁하면 ‘대외비’라는 이유로 응답을 거절하는 경험도 하
고 있다. 선교사 파송 현황 조사는 잘못하면 ‘숫자놀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조사는 숫자
가 늘어나면 안심하고 줄어들면 비관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다. 정확한 수치 파악을 위한 노력
이 선교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기초적인 분석 자료로서의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숫자의 정확도
가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에 관계없이 숫자가 나타내는 이면을 잘 읽어내면 어떠한 선교적 과
제들이 있는가를 알아낼 수 있다. 그것이 힘들게 선교사 통계를 조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 단체의 행정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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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단체마다 선교사 현황은 조사되어 있다. 그럼에도 간혹 알려주기를 꺼려하는 단체들
이 있다. 또한 어떤 단체는 알려주려고 해도 행정력이 부족하여 매년 새롭게 조사하는 것처럼 
어렵게 응답을 하는 단체들도 있다. 선교사 통계조사는 이미 수십 년을 해 오고 있는 것이다. 
매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어려워하는 단체들을 보면 실무자가 자주 바뀌어서 과거 자료가 없
어서 그렇다는 답을 해 온다. 100명 이상의 파송 선교사를 보유한 단체는 교단 선교부와 선교
단체를 포함해서 조사된 전체 단체 256개 가운데 약 13%정도에 해당된다. 파송 선교사가 50
명이 넘어가도 견실하게 성장하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행정 실무자들이 많지 않은 것이 한국 
단체들의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단체의 행정력이 약해서 이런 조사를 할 때마다 몇 
번의 통화를 주고받게 된다. 단체의 발전은 안정된 행정 시스템에 있다. 이런 작은 통계 조사
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쉽게 정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
다. 

3)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통계는 양적 성장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통찰력은 한국 선교의 방향성
을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기 위한 방법이나 전략들을 예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다. 전방개척선교를 추구하는 한국 선교계에 전방개척지수는 우리의 현 주소를 알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현황 조사는 의례적인 조사가 아니라 목적을 갖고 조사되고 있다는 것
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여기에 적극적인 회원단체들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모든 통계 수
치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최소한의 것만 정리하여 보고한다. 보안에 
대해 신뢰하고 한국 선교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부탁드린다. 

10. 통계 조사를 마무리 하며

선교를 둘러 싼 환경은 더욱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돌아보면 선교 환경이 쉬운 적
은 없었다. 2014년에 있었던 많은 선교대회는 한국 선교가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 선교의 양적 현상을 보여주는 선교사 파송 현
황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파송 수가 크게 늘어서 좋고, 또는 떨어져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한국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선교사들을 계속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알
게 하시기 때문이다. 

바쁜 가운데도 한국 선교를 위해 기꺼이 조사에 응해 주고, 한국 선교계의 발전을 기도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