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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00년 1970년 2000년 연변화율(%) 2021년중반 2025년 2050년

세계

인구

1 총인구 1,619,625,000 3,700,578,000 6,145,007,000 1.19 7,875,465,000 8,185,614,000 9,771,823,000
2 성인(15세이상) 1,073,646,000 2,311,829,000 4,275,756,000 1.50 5,878,250,000 6,168,588,000 7,689,005,000
3 식자(성인,%) 27.6 63.8 76.7 0.45 84.2 84.3 88.0

세계

도시

4 대도시(100만이상) 20 145 371 2.24 565 653 950
5 도시거주(%) 14.4 36.6 46.7 0.92 56.6 58.3 68.4
6 도시빈곤층 100 million 650 million 1,400 million 3.10 2,660 million 3,000 million 4,100 million
7 도시빈민지역거주자 20 million 260 million 700 million 3.36 1,400 million 940 million 1,200 million
8 세계도시인구 232,695,000 1,354,213,000 2,868,301,000 2.12 4,455,416,000 4,774,652,000 6,679,764,000
9 기독교인도시인구 159,600,000 660,800,000 1,222,046,000 1.55 1,686,925,000 1,749,127,000 2,472,589,000
10 50%이하기독교인거주대도시 5 65 226 2.15 353 394 500
11

매일의새로운비기독교인도시

거주자
5,200 51,100 134,000 0.95 167,000 174,000 129,000

세계

종교

12 종교다양성(0-1,1=가장다양함) 0.27 0.43 0.45 -0.08 0.44 0.44 0.43
13 종교인 1,616,370,000 2,991,131,000 5,347,218,000 1.29 6,996,150,000 7,318,714,000 8,922,221,000
14 기독교인 558,346,000 1,229,309,000 1,988,967,000 1.18 2,545,579,000 2,660,574,000 3,421,107,000
15 이슬람교인 200,301,000 570,567,000 1,291,280,000 1.92 1,926,115,000 2,061,407,000 2,802,391,000
16 힌두교인 202,976,000 462,982,000 822,397,000 1.28 1,073,619,000 1,101,278,000 1,226,939,000
17 불교인 126,946,000 234,957,000 452,301,000 0.94 550,493,000 569,204,000 591,796,000
18 중국민속종교인 379,974,000 238,027,000 431,244,000 0.42 471,103,000 491,548,000 415,932,000
19 민속종교인 117,313,000 169,417,000 224,055,000 0.89 269,949,000 271,532,000 284,792,000
20 신흥종교인 5,986,000 39,557,000 62,943,000 0.19 65,441,000 64,914,000 61,031,000
21 시크교인 2,962,000 10,668,000 19,973,000 1.71 28,538,000 29,640,000 34,914,000
22 유대교인 11,725,000 13,902,000 12,881,000 0.68 14,838,000 15,141,000 16,994,000
23 무종교인 3,255,000 709,456,000 797,432,000 0.47 879,315,000 866,900,000 849,601,000
24 불가지론자 3,028,000 544,300,000 656,410,000 0.52 731,705,000 723,108,000 701,818,000
25 무신론자 226,000 165,156,000 141,023,000 0.22 146,609,000 143,792,000 147,784,000

세계기

독교

26 총기독교인(%)-C세계 34.5 33.2 32.4 -0.01 32.3 32.5 35.0
27 등록교인 522,440,000 1,112,655,000 1,889,808,000 1.21 2,432,007,000 2,543,469,000 3,303,112,000

분파

별기

독교

28 천주교인 265,756,000 658,556,000 1,025,102,000 0.95 1,250,319,000 1,286,883,000 1,551,403,000
29 개신교인(성공회포함) 134,196,000 251,901,000 429,180,000 1.56 593,660,000 624,924,000 895,056,000
30 독립교회 8,859,000 89,480,000 284,439,000 1.60 396,991,000 422,968,000 621,855,000
31 동방정교 116,199,000 141,930,000 257,741,000 0.62 293,599,000 296,858,000 312,133,000
32 기타기독교 35,906,000 116,654,000 99,159,000 0.65 113,572,000 117,105,000 117,996,000

기독

운동

33 복음주의 80,912,000 111,809,000 270,635,000 1.80 393,545,000 420,870,000 620,963,000
34 오순절주의/은사주의 981,000 57,637,000 442,677,000 1.89 655,557,000 703,639,000 1,031,500,000

대륙

별

기독

교

35 전세계 북반부 459,901,000 703,710,000 816,017,000 0.10 832,729,000 827,529,000 787,352,000
36

유럽(러시아포함4개지

역)
380,647,000 492,068,000 562,140,000 0.01 563,906,000 556,483,000 501,724,000

37 북아메리카(1개지역) 79,254,000 211,642,000 253,877,000 0.27 268,822,000 271,046,000 285,628,000
38 전세계 남반부 98,445,000 525,599,000 1,172,950,000 1.82 1,712,851,000 1,833,045,000 2,633,755,000
39 아프리카(5개지역) 9,640,000 140,023,000 382,510,000 2.81 684,931,000 760,781,000 1,324,601,000
40 아시아(5개지역) 21,966,000 95,758,000 279,960,000 1.50 382,829,000 406,689,000 571,364,000
41 라틴아메리카(3개지역) 62,002,000 271,568,000 486,111,000 1.14 617,295,000 636,854,000 703,255,000
42 오세아니아(4개지역) 4,837,000 18,250,000 24,369,000 0.63 27,796,00 28,721,000 34,536,000

교회

조직

43 교파 2,000 13,100 31,100 1.84 45,600 49,000 64,000
44 교회 400,000 1,329,000 3,000,000 1.84 4,100,000 4,300,000 5,500,000

기독

교

선교

45 국내사역자(시민) 2,100,000 4,600,000 10,900,000 0.92 13,200,000 14,000,000 17,000,000
46 해외선교사 62,000 240,000 420,000 0.11 430,000 450,000 600,000
47 해외선교 파송단체 600 2,200 4,000 1.62 5,600 6,000 7,500
48 기독교인 비율(10년) 344,000 3,770,000 1,600,000 -2.70 900,000 900,000 1,000,000
49 국가별 기독교인(%) 95.0 76.0 59.1 -0.39 54.4 54.6 48.6
50 기독교인 아는 비기독교인(%) 5.3 13.2 17.3 0.24 18.2 18.5 19.7

기 독

교

재 정

(연간,

달러)

51 등록교인 개인수입 270 billion 4,100 billion 18,000 billion 5.08 51,000 billion 54,000 billion 70,000billion
52 헌금 8 billion 70 billion 320 billion 4.75 848 billion 1,000 billion 2,300 billion
53 교회수입 7 billion 50 billion 130 billion 4.68 340 billion 400 billion 900 billion
54 기독단체와기관 수입 1 billion 20 billion 190 billion 4.81 510 billion 600 billion 1,400 billion
55 재정 오용.유용 300,000 5,000,000 19 billion 5.22 55 billion 70 billion 170 billion
56 세계해외선교 수입 200 million 3 billion 18 billion 4.96 49 billion 60 billion 120 billion

기 독

교 미

디 어

(연간)

57 기독교 서적(종류수) 300,000 1,800,000 4,800,000 3.65 10,200,000 11,800,000 14,500,000
58 기독 정기간행물(종류수) 3,500 23,000 35,000 4.32 85,000 100,000 120,000
59 연간 성경 인쇄(권) 5 million 25 million 54 million 2.52 91 million 100 million 120 million
60 쪽복음포함 연간성경인쇄 20 million 281 million 4,600 million 1.07 5,250 million 6,000 million 9,200 million

61 성경 보급(권) 108 million 443 million 1,400 million 1.04 1,740 million 1,800 million 2,300 million
62 라디오/TV/인터넷 이용자 0 750 million 1,840 million 1.15 2,340 million 2,460 million 2,930 million

세계복

음화

63 세계미전도 인구 880,122,000 1,650,954,000 1,843,175,000 0.90 2,223,956,000 2,321,273,000 2,739,879,000
64 세계미전도 비율(%) 54.3 44.6 30.0 -0.29 28.2 28.4 28.0

1900-2050의 상황에서 본 2021년 세계선교통계표

한글제작: 한국선교정보네트워크(kmin)



세계 기독교 통계에 대한 방법론적인 주석, 2021
(주석 숫자 참조)

이 표는 지나 A. 쥴로, 토드 M. 존슨, 피터 F.에서 따온 것이다. 

"세계 기독교와 미션 2021: 미래에 대한 질문" 국제 임무 연구 회보, 

2021년 1월. 들여쓰기 범주의 일부를 구성하여 여기에 포함 될수 있습니다. 

범주의 정의는 David B에 의하여 지어지고 설명 된것에 의한다.

Barrett,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1sted.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 1982년); David B. 

Barrett, George T. Kurian, Todd M. Johnson,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 2위(Oxford University 

Press, 2001) 데이비드 B Barrett과 Todd M. Johnson, World Christian Trends(WCT, William 

Carey Library, 2001), Todd M. Jurlo,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3판(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9) 및 아래에 추가 데이터와 설명이 있습니다.

1-2. 세계 인구 전망에 표시된 인구 총계: 2017 개정판(뉴욕: 유엔, 2017).

3. 유네스코 통계연구소(2005-2017), Todd M. Johnson 및 Gina A. Zurlo, eds.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Leiden: Brilli, 2019년 7월 액세스)

4, 7, 9. 세계 도시화 전망: 2018년 개정판 (뉴욕: 유엔, 2018).

12. Herfindahl 지수 방법론은 Todd M. Johnson과 Brian J. Grim, The World's Religions in 

Pigure (Wiley-Blackwell, 2013) 3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3. 종교에는 소종교(신도, 도교, 유교, 바하이, 제인, 신도, 조로아스터교)에 속하지 않는 작

은 종교가 포함된다.

14. 가장 넓은 정의: 기독교인 및 비밀 신자들을 공언하는 것(교회 구성원)과 독립 기독교인

과 동등합니다.

33. 교회, 교파 및 자신을 복음주의 연합(World Evangelical Alliance)과 연결된 교파 또는 여

론 조사에서 자기 신분을 증명하는 교파(World Evangelical Alliance)에 의해 스스로를 복음

주의자로 식별하는 개인. 위의 전통에 포함됩니다.

34. 성령 안에서 오순절/카리스마스/독립적인 카리스마 재건에 관여하는 교회 신도들, 집합

적으로 "사순절/카리스마스"라고 알려져 있다. 위의 전통에 포함됩니다.

48. 모든 고백에 대한 현재 장기 추세 총계(WCT, Part 4, "수문학" 참조)

57-62. WCT, 파트 20, "금융"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61. 기독교 금전의 최고관리자가 횡령한 금액(연간 미화 등가액)

63-64. WCT 25부 "매크로 전도학"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연간추이(%) 연평균 변화율, 2000-2021, 연간 %.



세계 기독교와 선교 2021: 미래에 대한 질문

지나 A. 쥴로, 토드 M. 존슨, 피터 F. 크로싱

미국 고든 콘웰 신학교 글로벌 기독교 연구 센터

요약

이 기사는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의 세계 기독교와 선교에 관한 통계정

보를 포함한후 37년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연도에는 정량화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에 대

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선교와 세계 기독교 : 전세계 선교사의 수, 전세계적 접근복음서, 그리고 급증하는 오순절/

카리스마 운동

이 기사는 또한 이러한 종류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방법론적 성찰을 

제공한다. COVID-19의 현실을 감안할 때 연구가 변경될 수 있다.

키워드

세계 기독교, 세계 기독교, 선교, 통계학, 인구통계학, 선교사,

오순절, COVID-19

1985 년 David B. Barrett은 1 월에이 시리즈의 첫 번째 통계표를 만들었다.

이 저널의 발행은 국제선교연구회지(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로 명명되

었다. 그의 종합적이고 매우 인기 있는 것을 출판한 지 3년 후에 이 표를 만들었다.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 1982; 2위, 2001; 3위,에든버러 대학 출판부, 

2019).  이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글로벌 및 지역 통계의 연간 업데이트 세계 기독교의 

현주소 다음 표는 계속된다.

이 시리즈의 전통, 글로벌과 관련된 통계의 가장 최근의 개요를 제시한다.

기독교와 사명. 데이터는 비교 관점에서 나타나며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1900년, 1970년, 2000년, 2021년, 2025년, 2050년. 이후 각 테이블 세트 

1985년에는 데이터의 상황 파악과 추가적인 상황 파악을 돕기 위한 간단한 해설을 제공하

였다. 데이터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이 아티클은 국제 선교 연구 회보에 연간 통계를 , 이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글로벌 및 

지역적 수치, 세계 기독교와 선교의 현주소를 37년째 제공하고 있다.

금년도 기사에서는 과업에 관한 중요한 방법론을 밝히고 있다.

전 세계 사명 및 종교적 관계 정량화: 종교 인구 통계 에는 실시간 이벤트와 관련하여 상당

한 지연 시간이 있다. 

인구통계학자 필요를 보고하기 전에 데이터를 수집, 삼각 측량 및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일반적으로 몇 년)추이 및 미래 예측. 이 지연 시간은 우리가 할 수 없게 만든다.

오늘날 가장 시급한 문제들 중 하나인 전세계적인 COVID-19 전염병에 대한 논평이다.

우리는 학자들과 실무자들 사이의 많은 대화에 참여해왔다.

COVID-19의 영향이 선교, 교회, 장학금, 종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휴, 그리고 다른 많은 지역들. COVID-19는 이미 데이터에 영향을 미쳤다.

수집,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것은 더 어렵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접촉; 우리의 모든 연설 참여와 네트워킹.

여행은 2020년에 취소되었고,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구들의 그것들.

연결이 중단되어 지연이 발생했다. 우리는 의 진정한 영향을 알지 못할 것이다.

세계 기독교와 선교에 관한 COVID-19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수치가

이 기사에 제시된 것은 바이러스 백신 이전의 현실을 반영한다. 

우리는 몇 년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출산율이 어디에 미치는가에 관한 인구학적 영향에 대해 "확대"하다.

영향을 받았고 가장 큰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다. 2020년은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해였다.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 제3판 우리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었다.

우리의 발견을 교회, 선교단체와 공유할 수 있는 전 세계 수십 개의 도시들

그리고 학문을 공부한다. 그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호를 사용하고 

있다. IBM R의 핵심 3가지 질문을 강조하였다.

전 세계 기독교와 선교의 상태에 대하여,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백과사전 가이드: 선교 통계학, 복음서 접근(일명: 백과사전' 세계 복음화)와 오순절/카리스마 

운동.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있고, 그것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선교사가 누구인가에 대한 개념은 20년대 초부터 발전해 왔다.

세기,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있는지 평가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

세계. 지구 북부의 장기 선교사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전체 43만 명의 53%인 22만 7천 명이 보내졌다.

쥘로, 존슨, 크로싱 17 1970년)의 합계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이래로 극적인 폭발이 있었다.

단기간 선교사들, 특히 젊은이들의 수. 1주일밖에 쓰지 않는 사람들.

다양한 서비스 지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문화적인 맥락 밖에서 있었다. 

그 단기 선교사의 수는 추정치로는 정량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악명 높다.

미국에서만 50만 명에서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선교사 여기서 (표4)는 국경을 넘어 국경을 넘는 모든 전통의 기독교인으로 정의된다.

2년 이상의 기간 단기 국제 선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국에서 근무하는 국민 Global South에 있는 나라들에서 파견되는 선교사들의 수는 현재

에 있다. 2021년에는 20만3000명(전체 47%)으로 3만1000명(전체 12%)보다 증가했다.

총계) 1970년에 북 아메리카와 유럽은 계속해서 많은 교차 문화를 보낸다.

선교사들은 오늘(53%) 브라질, 한국, 필리핀 그리고 중국도 각각 많은 숫자를 보낸다. 

이는 부분적으로 가용 리소스가 더 많기 때문이다.

해외 임무에 대한 투자를 위해 세계 북쪽 대 남한에서, 그리고 왜냐하면.

서양에서 외국인 선교 운동의 더 긴 역사의 하지만, 세계 선교 운동의 두드러진 현실은 

그 나라들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받는다. 이것 때문에 좀 곤란하다.

초대장이 선교사 송환을 위한 주요한 길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알아맞힌다.



기독교 인구가 많은 곳에서도 후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오늘날 선교사들은 모든 곳에서 보내지고 모든 곳에서 받는다. 하지만

기독교 선교사를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라는 점에서 불균형이 남아있다.

가장 적게 받는 경향이 있다 한 극적인 예는 브라질이다.

총 2만명의 선교사를 받는 반면 방글라데시는 대다수이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슬람 국가는 1,000명의 선교사만 받는다. 

점점 더 많은 수의 개신교와 독립파가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보내지고 있다.

거기서 보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나 교회의 전통과 같은 많은 요소들은

정부 정치, 그리고 재정 자원은 기독교인들의 보내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자국에서 온 선교사들 게다가, 많은 글로벌 선교사들

남한은 그들 자신의 나라에서 국가 노동자의 역할을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독교인 복음서와 접촉하지 못하는가.

선교운동과 관련된 질문은 '세계 전도'이다.

또는 지금 우리가 또한 그것을 부르듯이, 기독교 복음서나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표 4).

복음주의자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기독교적 메시지와 그에 대한 응답. 복음화

언어 또는 사람 그룹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변수에 의해 측정된다.

기독교인의 존재, 기독교 매체의 이용가능성(영화, 라디오, 성경 인쇄)

그리고 온라인), 선교사적 존재, 그리고 종교의 자유 수준. "미션"처럼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20세기에 걸쳐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기독교의 구어체보다도 차이점 간의 우정, 또는 그들은 종교적인, 민족적인, 또는 문화적 

차이들이 점점 더 본질적인 측면이다.

18 국제선교연구회 45(1) 단어들(인쇄, 방송 또는 설교)만으로는 가질 수 없는 전도

소기의 영향 1900년 중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는 전도율이 가장 낮은 나라였다.

세계의 지역 그러나, 2021년에 아프리카는 77%의 복음 49%

기독교인 비율). 아프리카의 기독교는 대부분 증인과 복음주의자에 의해 성장했다.

아프리카인들의 노력과 그들의 자치, 지역, 토착화된 교회들의 창조

수세기 동안 서양 선교의 주요 수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가장 적었다.

1900년에 복음화되었고 (18%), 오늘날에도 복음화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60%,

아프리카는 77%, 유럽은 96%가 넘는 라틴어와 비교된다.

미국,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1900년에 네팔과 다른 5개국은

2021년에는 오직 3개국만이 1/4보다 적은 반면, 복음에 접근할 수 없다.

전도된 기독교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우려가 생긴다.

기독교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과 언어들. 의 보편성

그러나 기독교는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접촉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종교와 마주쳤다. 서로 다른 전통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상호작용에 접근하는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성으로, 기독교 증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있는 곳과 없는 곳 적어도 4,000개의 문화(14,000개 중)가 접하지 않았다.

기독교, 그 대부분은 지구 남부의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이다.



오순절/카리스마틱의 현황 과 전세계적인 움직임은 무엇인가?

오순절/카리스마 운동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향 중 하나이다.

오늘날 기독교는 한동안 존재해 왔다(표 3 이 운동은 로부터 성장했다.

1970년에는 5천 8백만 명에서 2021년에는 6억 5천 6백만 명입니다. Global South는 86%의 

고향이다.

세계의 모든 오순절/카리스마스 동작을 세 가지 종류 또는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유용합니다. 첫째, 오순절 운석은 새로운 경험으로 특징지어지는, 명백하게 오순절의 종파의 

구성원들. 역사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라고 여겼던 성령의

유별난한 개신교의 일부인 오순절 종파는 개신교를 포함한다.

하나님의 집회, 국제복음교회, 교회 예언의 신의 오순절의 하위 범주는 하나성을 포함한다.

세례교, 성하, 그리고 사도교입니다.

둘째, 카리스마의 뿌리는 초기 오순절주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빠른 확장입니다.

1960년 이래로 (나중에 카리스마 리뉴얼이라고 불림) 이 타입을 더 크게 만들었다.

전형적인 오순절주의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을 과거로 묘사한다.

"정신으로 새롭게" 그리고 성령의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남아있고 그들의 과거 비-역사적인 갱신 그룹들안에 조직적인 갱신 그룹을 형성한

다.

오순절교파(가톨릭, 정교, 개신교)로 떠나는 대신

오순절 교파에 가입하다 오늘날 가장 큰 카리스마 운동은

카톨릭의 카리스마적 쇄신, 주로 라틴어 전반에 걸쳐 상당한 숫자로 발견된다.

미국. 가톨릭 카리스마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브라질(6100만 명)이다.

필리핀(2600만 명)과 미국(1900만 명)은 가장 높았지만,

쥘로, 존슨, 크로싱 19 가톨릭 카리스마의 집중은 과테말라 (국가의 34%),

푸에르토리코(31%)와 브라질(29%)이 뒤를 이었다.

수천개의 다른 교회와 운동은 오순절과 닮았다.

카리스마는 있지만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제3의 오순절/을 구성한다./

독립 카리스마라고 불리는 카리스마 타입으로, 종종 첫 번째보다 앞선다.

두 가지 타입 이 용어에 대한 근거의 일부는 그것들이 주로 다음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독립 기독교 전통 - 즉, 역사적인 가톨릭, 정교회 및 기독교를 벗어난 전통

개신교 교회들. 독립 카리스마는 주로 글로벌에 존재한다.

남부, 서부 이외의 지역에서 유래한 교파 및 교회 네트워크

기독교. 오순절과 같은 많은 나라에서 발견되었고

카리스마, 독립 카리스마는 미국에서 가장 크다.

중국 (3천만명), 나이지리아 (2천7백만명),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인구

에스와티니 (2018년 4월 이전, 스와질란드), 짐바브웨,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독립 카리스마론자. 이 전통들은 종종 새로운 교회를 심거나

기존 종파에서 탈피하여 그러나, 그것의 증가하는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은 많은 사람

들과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다.

리더쉽에 문제를 일으키며, 대담한 인성에 의해 지배되는 그것의 거대한 교회들.

2대에 일부는 생물학적 가족 내에서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종종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신학적 훈련의 부족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교회와 

네트워크들을 위하여 또한 도전 일뿐이다.

결론

3개의 주제 - 선교, 전도, 오순절/카리스마스 

이것은 우리가 공부한 주제의 영역이거나 가장 많이 최근에 받은 질문 이다.

2021년 이후를 내다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 기독교의 추세를 추적하여 

이것은 향후 30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북에서 계속 옮겨간다는 것이다.

남쪽에 2021년에는 총 17억 명의 기독교도(67%)가 글로벌에서 발견된다.

남부. 국가 차원에서 종교적 제휴를 예상하면, 2050년쯤에는 그럴 것 같다.

지구 남부에 26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을 것이다. 이 추세는 다음을 의미한다.

그 선교, 전도, 그리고 오순절/카리스마 운동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신흥 기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

오세아니아의 게다가, 신학의 근원, 언어들에 관한 질문들,예배, 교파의 분열,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 그리고 사회자, 다른 이슈들은 앞으로도 계속 세계 

기독교 관심사 1위를 차지할 것이다.                   (한글번역 : 파파고)



Status of Global Christianity, 2021, in the Context of 1900 –2050
  Year: 1900 1970 2000 Trend mid-2021 2025 2050
      % p.a.

GLOBAL POPULATION 
1.  Total population 1,619,625,000 3,700,578,000 6,145,007,000 1.19 7,875,465,000 8,185,614,000 9,771,823,000
2.  Adult population (over 15) 1,073,646,000 2,311,829,000 4,295,756,000 1.50 5,878,250,000 6,168,588,000 7,689,005,000
3.  Adults, % literate 27.6 63.8 76.7 0.45 84.2 84.3 88.0

GLOBAL CITIES AND URBAN MISSION       
4.  Urban population (%) 14.4 36.6 46.7 0.92 56.6 58.3 68.4
5.  Urban poor 100 million 650 million 1,400 million 3.10 2,660 million 3,000 million 4,100 million
6.  Slum dwellers 20 million 260 million 700 million 3.36 1,400 million 1,600 million 1,900 million
7.  Global urban population 232,695,000 1,354,213,000 2,868,301,000 2.12 4,455,416,000 4,774,652,000 6,679,764,000
8.  Christian urban population 159,600,000 660,800,000 1,221,824,000 1.55 1,686,925,000 1,749,127,000 2,472,589,000
9.  Cities over 1 million 20 145 371 2.26 593 653 950
10.  Under 50% Christian 5 65 226 2.15 353 394 500
11.  New non-Christians per day 5,200 51,100 137,000 0.95 167,000 174,000 129,000

GLOBAL RELIGION       
12.  Religious diversity 0.27 0.43 0.45 -0.08 0.44 0.44 0.43
13.  Religionists 1,616,370,000 2,991,122,000 5,347,575,000 1.29 6,996,150,000 7,318,714,000 8,922,221,000
14.  Christians 558,346,000 1,229,309,000 1,988,967,000 1.18 2,545,579,000 2,660,574,000 3,421,107,000
15.  Muslims 200,301,000 570,567,000 1,291,280,000 1.92 1,926,115,000 2,061,407,000 2,802,391,000
16.  Hindus 202,976,000 462,982,000 822,397,000 1.28 1,073,619,000 1,101,278,000 1,226,939,000
17.  Buddhists 126,946,000 234,957,000 452,301,000 0.94 550,493,000 569,204,000 591,796,000
18.  Chinese folk-religionists 379,974,000 238,027,000 431,244,000 0.42 471,103,000 491,548,000 415,932,000
19.  Ethnoreligionists 117,313,000 169,417,000 224,055,000 0.89 269,949,000 271,532,000 284,792,000
20.  New Religionists 5,986,000 39,557,000 62,943,000 0.19 65,441,000 64,914,000 61,031,000
21.  Sikhs 2,962,000 10,668,000 19,973,000 1.71 28,538,000 29,640,000 34,914,000
22.  Jews 11,725,000 13,902,000 12,881,000 0.68 14,838,000 15,141,000 16,994,000
23.  Nonreligionists 3,255,000 709,456,000 797,432,000 0.47 879,315,000 866,900,000 849,601,000
24.  Agnostics 3,028,000 544,300,000 656,410,000 0.52 731,705,000 723,108,000 701,818,000
25.  Atheists 226,000 165,156,000 141,023,000 0.22 147,609,000 143,792,000 147,784,000

GLOBAL CHRISTIANITY BY TRADITION      
26.  Total Christians, % of world 34.5 33.2 32.4 -0.01 32.3 32.5 35.0
27.  Affiliated Christians 522,440,000 1,112,655,000 1,889,808,000 1.21 2,432,007,000 2,543,469,000 3,303,112,000
28.  Roman Catholics  265,756,000 658,556,000 1,025,102,000 0.95 1,250,319,000 1,286,883,000 1,551,403,000
29.  Protestants 134,196,000 251,901,000 429,180,000 1.56 593,660,000 624,924,000 895,056,000
30.  Independents 8,859,000 89,480,000 284,439,000 1.60 396,991,000 422,968,000 621,855,000
31.  Orthodox 116,199,000 141,930,000 257,741,000 0.62 293,599,000 296,858,000 312,133,000
32.  Unaffiliated Christians 35,906,000 116,654,000 99,159,000 0.65 113,572,000 117,105,000 117,996,000
33.  Evangelicals 80,912,000 111,809,000 270,635,000 1.80 393,545,000 420,870,000 620,963,000
34.  Pentecostals/Charismatics 981,000 57,637,000 442,677,000 1.89 655,557,000 703,639,000 1,031,500,000

CHURCH ORGANIZATION       
35.  Denominations / Rites 2,000 13,100 31,100 1.84 45,600 49,000 64,000
36.  Congregations  400,000 1,329,000 3,000,000 1.84 4,100,000 4,300,000 5,500,000

CHRISTIANS BY CONTINENT       
37.  Global North 459,901,000 703,710,000 816,017,000 0.10 832,729,000 827,529,000 787,352,000
38.   Europe (including Russia; 4 regions) 380,647,000 492,068,000 562,140,000 0.01 563,906,000 556,483,000 501,724,000
39.   Northern America (1 region) 79,254,000 211,642,000 253,877,000 0.27 268,822,000 271,046,000 285,628,000
40.  Global South 98,445,000 525,599,000 1,172,950,000 1.82 1,712,851,000 1,833,045,000 2,633,755,000
41.   Africa (5 regions) 9,640,000 140,023,000 382,510,000 2.81 684,931,000 760,781,000 1,324,601,000
42.   Asia (5 regions) 21,966,000 95,758,000 279,960,000 1.50 382,829,000 406,689,000 571,364,000
43.   Latin America (3 regions) 62,002,000 271,568,000 486,111,000 1.14 617,295,000 636,854,000 703,255,000
44.   Oceania (4 regions) 4,837,000 18,250,000 24,369,000 0.63 27,796,000 28,721,000 34,536,000

CHRISTIAN MISSION AND EVANGELIZATION       
45.  National workers (citizens) 2,100,000 4,600,000 10,900,000 0.92 13,200,000 14,000,000 17,000,000
46.  Foreign missionaries 62,000 240,000 420,000 0.11 430,000 450,000 600,000
47.  Foreign mission sending agencies 600 2,200 4,000 1.62 5,600 6,000 7,500
48.  Christian martyrs per 10-years 344,000 3,770,000 1,600,000 -2.70 900,000 900,000 1,000,000
49.  % in Christian countries 95.0 76.0 59.1 -0.39 54.4 54.6 48.6
50.  Non-Christians who know a Christian (%) 5.3 13.2 17.3 0.24 18.2 18.5 19.7

CHRISTIAN MEDIA       
51.  Books (titles) about Christianity 300,000 1,800,000 4,800,000 3.65 10,200,000 11,800,000 14,500,000
52.  Christian periodicals (titles) 3,500 23,000 35,000 4.32 85,000 100,000 120,000
53.  Bibles printed per year 5 million 25 million 54 million 2.52 91 million 100 million 120 million
54.  Scriptures (including selections) printed per year 20 million 281 million 4,600 million 1.07 5,250 million 6,000 million 9,200 million
55.  Bible density (copies in place) 108 million 443 million 1,400 million 1.04 1,740 million 1,800 million 2,300 million
56.  Users of radio/TV/Internet 0 750 million 1,840 million 1.15 2,340 million 2,460 million 2,930 million

CHRISTIAN FINANCE (IN US$, PER YEAR)       
57.  Personal income of Christians 270 billion 4,100 billion 18,000 billion 5.08 51,000 billion 54,000 billion 70,000 billion
58.  Giving to Christian causes 8 billion 70 billion 320 billion 4.75 848 billion 1,000 billion 2,300 billion
59.  Churches’ income 7 billion 50 billion 130 billion 4.68 340 billion 400 billion 900 billion
60.  Parachurch and institutional income 1 billion 20 billion 190 billion 4.81 510 billion 600 billion 1,400 billion
61.  Ecclesiastical crime 300,000 5,000,000 19 billion 5.22 55 billion 70 billion 170 billion
62.  Income of global foreign missions 200 million 3 billion 18 billion 4.96 49 billion 60 billion 120 billion

WORLD EVANGELIZATION       
63.  Unevangelized population 880,122,000 1,650,954,000 1,843,175,000 0.90 2,223,956,000 2,321,273,000 2,739,879,000
64.  Unevangelized as % of world population 54.3 44.6 30.0 -0.29 28.2 28.4 28.0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July 2020), www.worldchristiandatabase.org



Methodological notes for the Status of Global Christianity, 2021
(referring to numbered lines)

This table is derived from Gina A. Zurlo, Todd M. Johnson, and Peter F. Crossing. “World Christianity and Mission 2021: Questions 
about the Future.”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January 2021. Indented categories form part of, and are included in, un-in-
dented categories above them. Definitions of categories are as given and explained in David B. Barrett,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1st e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David B. Barrett, George T. Kurian, and Todd M. Johnson,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David B. Barrett and Todd M. Johnson, World Christian Trends (WCT; William Carey Library, 
2001), and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3rd edi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9), with 
additional data and explanations below. 

Lines 1–2. Demographic totals as shown i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New York: United Nations, 2017). 

3.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05–2017) and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 
Brill, accessed July 2019). 

4, 7, 9.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8 Revision (New York: United Nations, 2018). 

12. The Herfindahl index methodology is described in Todd M. Johnson and Brian J. Grim, The World’s Religions in Figures (Wi-
ley-Blackwell, 2013), chapter 3.
 
13. Religionists include smaller religions not shown in the indented lines (Spiritists, Daoists, Confucianists, Baha’is, Jains, Shintoists, 
Zoroastrians).

14. Widest definition: professing Christians plus secret believers, which equals affiliated (church members) plus unaffiliated Christians. 

33. Churches, denominations, and individuals who identify themselves as evangelicals by membership in denominations linked to evan-
gelical alliances (e.g., World Evangelical Alliance) or by self-identification in polls. Included in traditions above.

34. Church members involved in the Pentecostal/Charismatic/Independent Charismatic renewal in the Holy Spirit, known collectively 
as “Pentecostals/Charismatics.” Included in traditions above.

48. World totals of current long-term trend for all confessions (see WCT , part 4, “Martyrology”). 

57-62. Defined in WCT, part 20, “Finance.” 

61. Amounts embezzled by top custodians of Christian monies (U.S. dollar equivalents, per year). 

63-64. Defined in WCT, part 25, “Macroevangelistics.” 

Annual trend (%). Average annual rate of change, 2000–2021, as a % per year.

WWW.GLOBALCHRISTIANIT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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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update of the most significant global and regional statistics relevant to under-
standing the current status of global Christianity. The following tables continue the 
tradition of this series, presenting the most recent overview of statistics related to global 
Christianity and mission. The data appear in comparative perspective and offer esti-
mates for the years 1900, 1970, 2000, 2021, 2025, and 2050. Each set of tables since 
1985 has provided a brief commentary to help situate the data, provide further context, 
and elaborate on implications of the data. This article represents the thirty-seventh year 
of providing annual statistics in the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It sum-
marizes the most significant global and regional figures relevant to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of global Christianity and mission.

This year’s article reveals an important methodological note regarding the task of 
quantifying mission and religious affiliation worldwide: the demography of religion 
has a significant lag time when it comes to real-time events. Demographers need 
time—typically years—to collect, triangulate, and analyze data before reporting on 
trends and making estimates for the future. This lag time makes it impossible for us to 
comment on one of today’s most pressing issues: the global COVID-19 pandemic. 
We’ve been a part of many conversations among both academics and practitioners 
about what the impact of COVID-19 could be for mission, church, scholarship, reli-
gious affiliation, and many other areas. COVID-19 has already impacted our data 
collection, and we anticipate it will continue to do so for some time. It is more difficult 
to reach contact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all of our speaking engagements and net-
working travel were canceled in 2020, and our own lives and those of all our research 
associates were interrupted, causing delays. We won’t know the true impact of 
COVID-19 on World Christianity and mission for some time. As a result, all the fig-
ures presented in this article reflect pre-coronavirus realities. We will need a few years 
to “catch up” to the demographic impact, especially concerning where birth rates have 
been impacted and where the greatest untimely deaths have occurred.

The year 2020 was supposed to be particularly significant for us with the release of 
the third edition of the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We had events scheduled in 
dozens of cities around the world to share our findings with churches, mission organi-
zations, and academics. With all of those events canceled, we’re using this year’s issue 
of the IBMR to highlight the top three questions we’ve been asked in the last year 
about the state of Christianity and mission worldwide, using findings from the 
Encyclopedia as our guide: missionary statistics, access to the gospel (also known as 
world evangelization), and the Pentecostal/Charismatic movement.

How many missionaries are there in the world, and 
where are they coming from?

The concept of who a missionary is has evolv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making it much more difficult to assess how many missionaries there are in the 
world. The proportion of long-term missionaries from the Global North is on the decline 
(227,000 sent in 2021, which is 53 percent of the total of 430,000, down from 88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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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total in 1970). Since the 1980s and 1990s there has been a dramatic explosion of 
the number of short-term missionaries, particularly youth, who spend as little as a week 
outside their own cultural context performing an array of service-oriented projects. The 
number of short-term missionaries is notoriously difficult to quantify, with estimates 
ranging from half a million to two million from the United States alone. Missionaries 
here (table 4) are defined as Christians of all traditions who cross national borders for a 
period of two years or more. Not included are short-term international missionaries or 
national workers who serve in their own countries.

The number of missionaries being sent from countries in the Global South is on the 
rise, with 203,000 (47 percent of the total) in 2021, up from 31,000 (12 percent of the 
total) in 1970. Northern America and Europe continue to send the bulk of cross-
cultural missionaries today (53 percent), but Brazil, South Korea, the Philippines, and 
China each send large numbers as well. This is partly because of more resources avail-
able in the Global North versus South for investment in foreign mission, and because 
of the longer history of the foreign missionary movement in the West.

However, a striking reality for the global mission movement is that the countries 
with the most Christians receive the largest numbers of missionaries. This makes some 
sense if one considers that invitations are a major avenue for missionary sending. 
Sponsorships are also more likely in places with large Christian populations. Thus, 
missionaries today are sent from everywhere and received everywhere. However, 
there remains an imbalance in that the countries most needing Christian missionaries 
tend to receive the fewest. One dramatic example is Brazil (a majority Christian coun-
try), which receives a total of 20,000 missionaries, whereas Bangladesh (a majority 
Muslim country), with nearly as many people, receives only 1,000 missionaries. An 
increasing number of Protestants and Independents are being sent to Africa and Asia, 
as well as being sent from there. Many factors, however, such as church tradition, 
governmental politics, and financial resources impact the ability of Christians to send 
missionaries from their own country. In addition, many missionaries in the Global 
South serve as national workers in their own countries.

How many people still lack access to the Christian 
gospel?

A related question regarding the missionary movement is that of “world evangeliza-
tion,” or, as we now also call it, access to the Christian gospel or message (table 4). 
Evangelized persons are those who have had an adequate opportunity to hear the 
Christian message and to respond to it, whether positively or negatively. Evangelization 
among a language or people group is measured by a series of variables including 
presence of Christians, availability of Christian media (film, radio, Scriptures in print 
and online), missionary presence, and level of religious freedom. Like “mission,” the 
term “evangelism” expanded throughout the twentieth century to include much more 
than the spoken proclamation of Christianity. Friendship across differences, whether 
they be religious, ethnic, or cultural differences, is an increasingly essential aspe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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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ngelism where words alone (printed, broadcast, or preached) have failed to have 
the desired impact.

In 1900 Middle Africa and Western Africa were among the least-evangelized 
regions of the world. In 2021, however, Africa is 77 percent evangelized (and 49 
percent Christian). Christianity in Africa grew mostly by the witness and evangelistic 
efforts of Africans and their creation of autonomous, local, and indigenized churches. 
Despite being a major recipient of Western missions for centuries, Asia was the least 
evangelized (18 percent) in 1900 and continues to be less evangelized today (60 per-
cent, compared to 77 percent for Africa and over 96 percent for Europe, Latin 
America, North America, and Oceania). In 1900 Nepal and five other countries had 
no access to the gospel at all, while in 2021 only three countries are less than one-
quarter evangelized. As Christianity becomes increasingly diverse, the concern arises 
of peoples and languages without access to Christianity. The universality of 
Christianity, however, tends to propel Christians into contact with those who have not 
encountered the religion. While Christians in different traditions approach interacting 
with diversity in various ways, it is possible to identify where Christian witness is 
present and where it is not. At least 4,000 cultures (out of 14,000) have not encoun-
tered Christianity, most of which are Muslim, Hindu, or Buddhist in the Global South.

What is the status of the Pentecostal/Charismatic 
movement worldwide?

The Pentecostal/Charismatic movement is one of the fastest-growing trends in World 
Christianity today, and it has been for some time (table 3). This movement grew from 
58 million in 1970 to 656 million in 2021. The Global South is home to 86 percent of 
all Pentecostals/Charismatics in the world.

It is useful to divide the movement into three kinds, or types. First, Pentecostals are 
members of the explicitly Pentecostal denominations, characterized by a new experi-
ence of the Holy Spirit that many other Christians historically considered to be some-
what unusual. Pentecostal denominations that are part of Protestantism include the 
Assemblies of God,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and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Subcategories of Pentecostal denominations include Oneness, 
Baptistic, Holiness, and Apostolic.

Second, the roots of Charismatics go back to early Pentecostalism, but rapid expan-
sion since 1960 (later called the Charismatic renewal) has made this type larger than 
classic Pentecostalism. Charismatics usually describe themselves as having been 
“renewed in the Spirit” and as experiencing the Spirit’s supernatural and miraculous 
power. They remain and form organized renewal groups within their historical non-
Pentecostal denominations (Catholic, Orthodox, or Protestant) instead of leaving to 
join Pentecostal denominations. The largest Charismatic movement today is the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found in significant numbers mainly across Latin 
America. The largest Catholic Charismatic populations are in Brazil (61 million), the 
Philippines (26 million), and the United States (19 million), though the hig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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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s of Catholic charismatics are in Guatemala (34 percent of the country), 
Puerto Rico (31 percent), and Brazil (29 percent).

Thousands of other churches and movements resemble Pentecostals and 
Charismatics but do not fit their definitions. These constitute a third Pentecostal/
Charismatic type, called Independent Charismatics, which often predates the first 
two types. Part of the rationale for this term is that they are largely found in the 
Independent Christian tradition—that is, outside of historic Catholic, Orthodox, and 
Protestant churches. Independent Charismatics are present mainly in the Global 
South, in denominations and church networks that originate from outside of Western 
Christianity. While found in many of the same countries as Pentecostals and 
Charismatics, Independent Charismatics are largest in the United States (33 mil-
lion), China (30 million), and Nigeria (27 million), and over one-third of the popula-
tions of Eswatini (before April 2018, Swaziland), Zimbabwe, and South Africa are 
Independent Charismatics. These traditions often grow by planting new churches or 
by breaking off from existing denominations.

However, despite its increasing popularity, the movement has struggled, with many 
of its megachurches dominated by bold personalities, leading to problems with leader-
ship in the second generation. Some have tried to keep control within biological fami-
lies, often making the situation worse. Lack of theological training is also a challenge 
for these rapidly expanding churches and networks.

Conclusion

These topics—mission, evangelism, and Pentecostal/Charismatics—represent only 
three of the subject areas we study, but they are the three that have generated the most 
queries we have recently received. Looking forward from 2021, we will continue to 
track trends in global Christianity that we think will continue for the next thirty years. 
The most significant of these trends is the continued shift of Christianity from North 
to South. In 2021 a total of 1.7 billion Christians (67 percent) are found in the Global 
South. Projecting religious affiliation at the country level, it is probable that by 2050 
there will be 2.6 billion Christians (77 percent) in the Global South. This trend means 
that mission, evangelism, and the Pentecostal/Charismatic movement will be increas-
ingly in the hands of emerging Christian leaders in Asia, Africa, Latin America, and 
Oceania. In addition, questions concerning the sources of theology, the languages of 
worship, the schisms of denominations, the role of women in the church, and a host 
of other issues will continue to top the list of global Christian concer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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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선교현황 보고 
 
 

2021. 2. 26.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서 주관하고 한국선교연구원(KRIM)에서 조사 및 발표를 맡은 2020 

한국선교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1  
 

1. 머리말  

한국선교현황에 대해 KRIM과 KWMA가 이전부터 각각 조사 발표하던 것을 한국선교의 발전을 위

해서 2020 선교현황조사부터는 단일화하여 발표하기로 협약하였다. 이번 조사는 이전 조사에서 

사용한 기준을 지속 적용하면서도, 변화하는 선교 상황에 대한 요소2도 일부 반영하였다. 선교사

의 개념은 응답 단체의 이해와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이번 조사에서는 2020 한국

선교현황 파악을 위한 한국 선교사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먼저 명시하고 그 기준

에 부합된 선교사를 조사하였기에 일부 수치에 있어서 이전 통계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음을 

미리 밝힌다.  
 

2. 선교현황 개요  

2020년 한국 선교사 현황은 168개국3을 대상으로 22,259명의 한국 국적의 장기 선교사가 활동하

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4  이번 선교사 현황을 위한 조사에 응답한 단체는 233개 단체(선교단

체와 교단)이며, 통계에 대한 설문은 온라인 또는 문서파일의 형태를 사용하여 2020년 11월 9일

부터 12월 28일까지 회신을 받았으며, 미회신되거나 오류가 있는 것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보

완 조사하였다.  
 
 

3. 한국선교현황 주요 통계 

한국선교현황의 주요 통계는 선교단체와 선교사, 그리고 선교사 자녀에 대한 내용이다.  
 

3.1 한국선교단체 현황 

단체에 관해서는 초교파 선교단체와 교단, 국내(국내 자생)단체와 국제 단체로 구분하였고, 

한국 선교단체의 주요 기능 분포와 규모에 대해 다루었다. 
 
 
 

 
1 KRIM 책임연구자: 홍현철, 연구원: 서인호, 윤희정, 권선주. 발표된 통계자료와 도표의 인용은 다음과 같이 

출처표기를 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한국선교연구원(KRIM).  
2 타국적 선교사 파송과 은퇴 선교사의 사역 지속여부, 자비량 선교사, 사역 대상국에서의 실거주 문제 등과 

관련된 설문을 말한다.  
3 사역 대상국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해외 파송국은 167개국이다.  
4 부부는 2명으로 계산되었으며, 교단선교부와 전문 선교단체의 이중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는 중복

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전체에서 1,437명인 6.06%을 제하였다). 조사대상은 한국 개신교 선교단체로 제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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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초교파 선교 단체(비교단)와 교단 
 

전체 선교단체를 초교파 단체와 교단으로 나누어 보면, 42개의 교단(교단 단체포함)5과 191

개 비교단(초교파 선교단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교사의 비율은 교단 소속 47.3%과 초

교파 파송 단체 소속 52.7%6으로 집계되었다.   

아래 도표는 교단과 초교파 단체의 선교사 수를 기준으로 한 규모이다.7  

교단 단체수 선교사(명)  초교파(비교단) 단체수 선교사(명) 

50 명 미만 17 374  50 명 미만 145 1,946 

50-100 명 미만 8 583  50-100 명 미만 19 1,381 

100-200 명 미만 6 748  100-200 명 미만 13 1,750 

200-500 명 미만 6 2,479  200-500 명 미만 10 3,721 

500-1,000 명 미만 2 1,324  500-1,000 명 미만 2 1,222 

1,000 명 이상 3 5,694  1,000 명 이상 2 2,474 

 
3.1.2 국내 단체와 국제 단체8 

 
국내 단체와 국제 단체로 나누어보면, 단체 수의 비율은 국내 단체는 90.1%(210개), 국제 

단체는 9.9%(23개)이며, 선교사의 비율은 국내 단체 소속이 86.7%, 국제 단체 소속이 13.3%

이다.  
 
3.1.3 단체 유형 

 
선교단체의 주요한 역할을 4가지로 분류하면, 파송단체(sending agency), 봉사단체(service 

agency), 지원단체(support agency), 전문단체(specialized agency)로 분류해 볼 수 있다.9 파송

단체는 주요 역할이 선교사의 파송과 관리이며, 봉사단체는 선교사와 연결하여 선교목적

의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 재정 및 물자를 통해 해외선교를 지원하는 단체 또는 협

의회나 연합체 조직을 통해 선교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단체로 분류하며, 전문단체는 

선교계나 교계에 선교 전문성을 제공하거나 전문성을 통해 선교 사역을 하는 단체이다.  

한국 선교단체의 주요 역할에 의한 4가지 유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파송단체 봉사단체 지원단체 전문단체 합계 

선교 단체수 136 11 37 49 233 

단체 비율(%) 58.4 4.7 15.9 21.0 100 

선교사 비율(%) 93.2 2.8 1.1 2.9 100 

 
 

5 교단 소속으로는 2개의 교단소속 전문단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단으로만 계산하면 40개 교단이다.  
6 초교파 선교단체 192개중 25곳은 선교사가 없지만 타문화권 선교를 하는 단체이다. 
7 도표 안의 선교사 수는 응답기준으로서 이중소속 선교사도 포함된 수이다.  
8 국제단체는 해외에 본부를 두고 있고 국내에 지부를 두거나 주요한 영향력이 국외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 

국내 단체는 한국내에 외국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국내 자생단체를 말한다.   
9 이 네 가지의 분류는 North American Mission Handbook의 분류를 일부 참고하였으며, 한국의 상황은 북미와 

다르지만 국외의 해외 선교단체 유형과 비교할 수 있도록 네 가지 분류를 적용하였다. Newell, Peggy E., ed. 
North American Mission Handbook: US and Canadian Protestant Ministries, Overseas 2017-2019.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2017),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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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표에 따르면 파송을 주로 하는 단체 58.4%(136개), 전문단체 21.0%(49개), 지원단체 

15.9%(37개), 봉사단체 4.7%(11개)로 구성되었다.10  
 
3.1.4 단체 규모 

 
한국 선교단체의 규모는 선교사 수, 본부 근무자, 재정 세 가지 측면에서 통계 조사를 하

였다.    
 
- 선교사 수에 따른 단체 규모 (응답기준) 

단체규모 단체 수(개) 단체 비율(%) 선교사 수(명) 선교사 비율(%)11 

50명 미만 162 69.5 2,320 9.79 

50-100명 미만 27 11.6 1,964 8.29 

100-200명 미만 19 8.2 2,498 10.54 

200-500명 미만 16 6.9 6,200 26.16 

500-1,000명 미만 4 1.7 2,546 10.74 

1,000명 이상 5 2.1 8,168 34.47 

 
선교단체의 절반이상(69.5%)이 회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단체이며, 선교단체 81.1%가 

회원선교사 100명 미만이다. 또한 회원 200명 이상인 25개 단체(10.7%)의 선교사 수는 

전체 선교사 수의 71.4%를 차지하고 있다. 
 

- 선교단체 본부 근무자(home office staff) 

한국 선교단체의 근무자 수는 전체 선교사 수의 90%(21,319명)가 소속된 164개 단체

에서 응답하였고, 풀타임 근무자(full-time staff) 1,455명, 파트타임(part-time staff) 494명, 

총합계 1,949명으로 집계되었다. 
 

- 선교단체 재정 현황 

이번 조사에서는 선교단체의 전년도(2019) 모금액(income)과, 2020년도 10월까지의 재

정 증감 여부에 대해 설문하였다. 이번 재정에 대한 단체 응답률은 54.3%(127개 단체)

이지만, 점차 재정 결산을 공개하는 단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27개 단체가 공개한 전년도(2019년말) 재정 결산 금액(수입기준)의 총합은 2,647억 9

천만원이었다. 이 항목에 응답한 단체의 재정규모는 아래 표와 같다.  
 
 
 
 
 
 

 
10 북미에서는 선교 단체의 수가 파송(40.7%), 봉사(23.6%), 지원(22.3%), 전문단체(13.3%)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미의 비율에 비해 한국은 봉사단체는 낮은 편이며, 전문단체가 높고, 파송단체의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위의 책, 66 참조.  
11 선교사 비율을 이중 소속을 제한 전체 선교사 수에 적용하면 50명 이하의 단체가 선교사가 2,179명, 50-

100명 미만이 1,845명, 100-200명 미만이 2,347명, 200-500명 미만이 5,824명, 500-1000명 미만이 2,392명, 1000

명 이상이 5개 7,67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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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 해의 재정 증감(전년대비 10월말까지의 모금 증감)에 대한 응답은 

59.2%(138개) 단체가 응답했으며, 응답한 단체 중에서 42.0%(58개)는 재정이 감소, 

34.8%(48개)는 변화가 없었고, 23.2%(32개)만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정이 변화하지 않은 

단체도 많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수입이 감소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한국선교사 현황  
 

선교사에 관해서는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한국 국적의 장기 선교사와 선교단체 소속의 단기

선교사 그리고 한국 단체의 파송을 받은 타국적의 국제선교사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3.2.1 장기 선교사 
 

이번 한국선교현황 파악을 위해 제시된 장기선교사의 개념은 타문화권(타문화권 선교에 

직간접 기여)에서 2년 이상의 계획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인(한국 국적)으로서, 

한국 내에 분명한 파송 단체 혹은 후원 주체(개교회 파송은 제외)가 있으며, 선교사로 모

금을 하는 풀타임 사역자를 말한다. 국내본부의 장기, 행정 사역자, 단체 소속의 관리감독

을 받는 자비량 선교사는 인정하고, 선교사 부부는 2명으로 계산하며, 해외 선교사역에 

관여하지 않는 한인교회 목회자, 파송이 아닌 협력 선교사는 제외한다. 이중으로 정식 소

속된 선교사는 포함하되, 이중소속 단체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 기준을 적용한 한국 국적의 타문화권을 위한 장기 선교사 수는 22,259명이다. 이중으

로 소속된 선교사는 숫자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12 
 

- 남녀의 비율 

장기 선교사의 남녀 비율은 남 47.3% 여 52.7% 로 구성되어 있다.13 
 

- 부부와 독신 비율 

장기 선교사의 부부는 전체 선교사의 89.4%이며, 독신은 10.6%를 차지하였다. 독신 선

교사의 남녀 비율은 남 24.13%, 여 75.87%로 집계되었다. 
 

 
12 이중으로 소속된 선교사의 수는 각 단체에서 이중 소속된 선교사의 수와 이중 소속된 단체명을 함께 받

아 중복 숫자를 계산하였다. 22,259명은 집계된 전체 선교사 23,696명에서 이중 소속으로 인해 6.06%인  

1,437명을 제한 것이다.  
13 가정과 독신 선교사 비율에 응답한 단체에 속한 선교사의 비율은 전체 선교사의 79.9%이다.  

단체 유형별 재정 규모 파송단체 봉사단체 지원단체 전문단체 

선교 단체 수(개) 136 11 37 49 

재정 응답 단체 수(개) 70 8 15 34 

결산 금액 (단위:억) 1,690.5 768.9 119.3 69.2 

단체 결산 금액 평균 (단위:억) 24.1 96.1 8.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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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분포 

장기 선교사의 연령 분포를 응답한 선교단체는 65.2%(152개단체) 14이며, 아래 도표는 

집계된 비율을 바탕으로 각 연령의 선교사 수를 추산15하였다.  
 

 
 
 
 

 
- 은퇴 선교사  

2020년 한 해 동안 은퇴한 선교사에 대한 응답은 139개 단체(59.7%)에서 응답하였으

며, 은퇴 선교사의 비율은 0.76%였다. 16  은퇴관련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아래 도표와 같으며, 단체에서 응답하여 집계된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단체 규모 
교단  초교파 단체 

교단 선교사 은퇴자 은퇴비율%  단체 선교사 은퇴자 은퇴비율% 

50 명 미만 3 33 0 0.00 90 1,158 14 1.21 

50-100 명 미만 0 0 0 0.00 15 1,098 9 0.82 

100-200 명 미만 1 119 11 9.24 11 1,499 9 0.60 

200-500 명 미만 5 2,131 18 0.84 8 2,959 5 0.17 

500-1,000 명미만 1 712 2 0.28 2 1,222 1 0.08 

1,000 명 이상 3 5,694 58 1.02 0 0 0 0.00 

 
이번 조사에서는 은퇴 선교사 질문에 대해 누적된 은퇴 선교사 총수를 답하는 경향을 

피하기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은퇴라는 것을 명시하였다. 올해에는 COVID 

19로 인해 멤버관리에 한계가 있는 한 해였기에, 은퇴 선교사 수를 이번 한 해에 발

생한 것만 놓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향후 몇 년의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은퇴 선교사의 은퇴 후 사역 지속 여부에 관해서는 44.1%가 '지속', 45.7%가 '중단', 10.2%

는 '모름'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은퇴 선교사와 관련된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한꺼번에 많은 은퇴 선교사들이 동시에 일을 그만두는 것을 

예상하고 은퇴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

지만, 은퇴 선교사들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퇴하는 선교사

의 입장이 고려될 뿐만 아니라 사려깊고 섬세한 정책과 연구들이 더욱더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14 장기 선교사의 연령 분포에 응답한 152개 단체에 속한 선교사는 전체 선교사의 73.9%이다.  
15 추산은 이중 소속 선교사 수를 제한 선교사 수인 22,259명에 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16 139개 응답한 단체의 소속 선교사 16,625명은 전체 선교사 수의 70.2%를 차지하고 있고, 응답하여 집계된 

은퇴 선교사 수는 127명이었다. 응답한 단체 소속 선교사 수에 대한 은퇴 비율(0.76%)을 이중 소속 선교

사 수를 제한 선교사 총수(22,259명)에 적용하면, 2020년(11월까지) 전체 은퇴 선교사는 170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연령 분포 29 세이하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세이상 

비율(%) 0.82 7.46 30.26 39.65 19.13 2.69 

선교사(명) 182 1,659 6,736 8,826 4,258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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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역 중단 선교사 

2020년 한 해 동안 사역을 중단하거나 단체에서 탈퇴한 선교사는 1.49%로 집계되었

다.17  
 

- 신규 파송 및 허입 선교사  

2020년에 신규로 파송되거나 허입된 선교사의 비율은 2.49%이다.18  

신규 파송 선교사의 사역대상국가는 총 67개국으로 다음과 같이 집계되었다. 응답 기

준으로 보면, 동남아 C국 31명, A권역 29명, 태국 24명, 일본 18명, 동남아 V국 16명, 

동남아 I국 15명, 동남아 L국 14명, 서남아 I국 11명, 중앙아시아 K국 11명, T국 1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내는 29명으로 집계되었다.  

대륙별로 집계된 신규 파송 선교사의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19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 중남미 북미 남태평양 미정 

신규파송(명) 261 40 24 25 20 6 0 120 

비율(%) 53 8 5 5 4 1 0 24 

 
- 자비량 선교사  

이번 한국선교현황 파악을 위해 정의된 자비량 선교사의 개념은 스스로 생활과 사역

의 재정을 조달하는 장기 선교사를 말한다. 하지만, 후원금이 아닌 다른 수입이 일부 

있더라도 생활과 사역을 주로 후원금에 의존하는 경우, 현 조사에서는 자비량 선교사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기준에 의한 주요 수입원을 모금과 후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비량 선교사는 13.83%

로 집계되었다. 집계된 비율을 통해 추정한 자비량 선교사의 숫자는 3,079명이다.20 
 

- 국내 본부 선교사   

장기 선교사 중에서 국내 본부에 근무하는 선교사는 2.03%로 집계 되었다. 이 비율을 

반영한 본부 근무 선교사 수는 452명으로 추산된다.21  선교사 총수에서 부부는 2명으

 
17 사역중단과 탈퇴 선교사는 121개 단체에서 264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응답된 단체의 선교사 수를 기준으로

한 사역중단 선교사의 비율은 1.49%이다. 응답된 단체비율은 51.9%이지만, 여기에 포함된 선교사는 전체 

선교사의 74.8%를 차지하고 있다. 
18 2020년에 신규로 파송되거나 허입된 선교사는 496명으로 응답되었으며, 응답한 해당 단체의 선교사 총수

는 전체의 84.1%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된 선교사 수를 기준으로 한 신규 파송 선교사의 비율은 2.49%이

다. 
19 응답기준 세부권역별로 집계된 숫자는 다음과 같은 순이다: 동남아시아 118명, 동북아시아 66명, 한국 29

명, 남아시아 26명, 중동, 25명, 중앙아시아 22명, 라티아메리카 19명, 동남아프리카 15명, 북아프리카 15

명, 서유럽 12명, 동유럽 12명, 서중앙아프리카 10명, 북아메리카 6명, 카리브해 1명, 남태평양 0명, 미정 

120명이다.  
20 응답기준에서는 2,810명(전체 선교사 수의 85.7%를 포함하는 149단체에서 응답된 수)이 집계되었으며, 자

비량 선교사의 비율은 13.83%이다. 추정된 수는 이중 소속 선교사 수가 고려되었다.  
21 응답자 기준에서는 본부에 근무하는 선교사는 406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여기에 응답한 해당단체의 선교사 

총수는 전체의 84.33%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된 선교사 수에서 계산한 본부근무 선교사의 비율은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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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산했지만, 본부 사무실에 한 명만 근무할 경우 국내 본부 선교사는 1명으로 계

산하였다. 
 

- 사역 대상 

한국 선교사(장기)의 주요 사역 대상은 해외 현지인 83.8%, 해외 한인(디아스포라) 

9.2%,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 3.3%, 국내 외국인 2.9%, 기타 0.8%로 집계되었다.22   
 

- 사역 대상 국가 

사역 대상국은 168개국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선교사가 사역 대상으로 하는 곳

은 A권역(1,943명)이며, 그 뒤를 이어 미국(1,657명), 필리핀(1,333명), 일본(1,299명), 태

국(951명), 동남아 I국(859명), 동남아 C국(808명), 서남아 I국(630명), 동남아 V국(552명), 

동남아 M국(482명) 순으로 추산되었다(이상은 해외 사역 대상국가 상위 10개국이며, 

한국은 1,412명이다).23  
 
이를 대륙별로 묶어서 사역 대상국가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24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남태평양 

선교사(명) 13,659 2,076 1,917 1,887 1,072 974 674 

비율(%) 61.4 9.3 8.6 8.5 4.8 4.4 3.0 

 
- 개척지수별 분포25 

사역대상 국가별 선교사 분포를 개척지수별로 살펴보면, F3(Frontier Missions 3, 복음주

의자 5%미만, 박해지역)에 속하는 43개 국가에 20.68%(4,602명), F2(복음주의자 5%미만, 

박해지역 아님)의 42개 국가에 27.52%(6,126명), F1(복음주의자 비율 5-10%미만)의 11개 

국가에 11.25%(2,503명), G1(General Missions 1, 복음주의자 10-15.5%미만)의 46개 국가에 

12.65%(2,817명), G2(복음주의자 15.5%이상)의 42개 국가에 27.90%(6,210명)이 분포되어 

있다.26 
 
 

 
이다. 추정된 수는 이중소속 선교사 수가 고려되었다.  

22 선교사의 사역대상은 122개의 단체가 응답했으며, 여기에 소속된 선교사의 비율은 전체의 77.6%이다. 
23 사역 대상국을 제출한 153개의 단체의 소속 장기 선교사는 전체의 83.7%이다. 위의 각 나라별 사역 대상

국에서의 선교사 숫자는 이 비율을 적용하되 이중소속을 고려하여 추산된 것이다. 사역 대상국 선교사 

수는 사역을 위해 대상 국가에 거주 또는 비거주의 형식 모두를 포함한 수치이며, 이번 현황에서 사역 

대상국 거주 국가를 기록하도록 하였으나, 응답률이 매우 낮아 대상 국가에 대한 실제 거주 여부는 제외

하였다.  
24 세부권역별로 집계된 비율을 통해 전체 추정 숫자는 다음과 같은 순이다: 동남아시아 25.8%(5,743명), 동

북아시아 18.0%(3,999명), 북아메리카 9.3%(2,076명), 한국 7.4%(1,647명), 남아시아 6.5%(1,438명), 동남아프

리카 5.1%(1,133명), 서유럽 4.7%(1,046명), 중동 4.4%(974명), 라틴아메리카 4.3%(965명), 동유럽 3.9%(871

명), 중앙아시아 3.7%(832명), 남태평양 3.0%(674명), 북아프리카 1.9%(411명) 서중앙아프리카 1.5%(343명), 

카리브해 0.5%(107명)이다. 한국은 국내 본부사역을 하는 선교사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만 대상으로 하지 

않는 선교사들(순회, 국내 외국인 사역)과 기타(235명)도 포함되었다.  
25 개척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WMA의 Target2030을 참조하라.  
26 전체 합계는 22,258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비율의 합계가 100%가 되지 않고 99.9%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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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역 유형 

한국 장기 선교사의 사역 유형은 현지 지역교회 사역을 포함한 교회개척 9,921명, 제

자훈련 4,962명, 선교동원 2,147명, 선교교육 1,794명, 어린이/청소년 1,763명, 복지/개

발 1,695명, 기타사역 1,633명, 지도자 양육 1,566명, 캠퍼스 선교 1,565명, 교육선교 

1,488명, 신학교 1,118명, 상담/치유/케어 735명, 의료선교 711명, 문화/스포츠 590명, 

순회전도 559명, 비즈니스(BAM) 514명, 선교사훈련 483명, 국내 외국인근로자 395명, 

국내 외국인유학생 388명, 성경번역관련 352명, 행정 327명, 문서/출판 203명, M.K사역 

198명, 방송/미디어/IT 192명, 선교연구/정보관련 156명이다.27  
 
 

3.2.2 단기 선교사 
 

이번 한국선교현황 파악을 위해 정의된 단기 선교사의 개념은 타문화권에 나가서 1년 이

상 2년 미만의 계획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선교단체의 단기선교사의 

자격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를 말한다. 따라서 개교회 소속 단기 선교사는 여기에 포함

되지 않았다. 단기 선교사 수는 위에서 밝힌 장기 선교사 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기

준에 의한 단기 선교사는 135단체(57.9%)에서 451명으로 집계되었다.28 
 
 
3.2.3 국제 선교사 

 
앞에서 언급된 장기 선교사는 해외선교를 하는 한국 국적의 선교사만을 말하기 때문에 

타국적 국제 선교사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한국선교현황은 한국 국내 단체가 파송한 국

제 선교사를 포함할 수 있고, 앞으로 국제(international, 타국적) 선교사를 파송하는 경우

가 더욱 늘어날 수 있기에 조사항목에 포함하였다. 

한국 선교단체 소속의 국제 선교사는 148 단체(63.5%)가 응답하여 70개국 1,435명으로 집

계 되었다.29 
 

응답 기준의 집계된 국제 선교사의 국적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미국 92

명, 인도 80명, 필리핀 72명, 중국 45명, 탄자니아 34명, 케냐 32명, 우간다 29명, 브라질 

18명, 몽골 17명, 방글라데시 17명(이상 상위 10개국)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국제 선

교사의 대륙별 분포는 아시아 22%, 아프리카 9%, 북미 7%, 중남미 3%, 중동 2%, 유럽 2%, 

기타 55%이다.  

 
27 선교사 사역 유형은 146개의 단체가 응답했으며, 여기에 소속된 선교사의 비율은 전체 선교사의 72.4%이

다. 이 비율을 반영하여 위의 수치를 추산했다. 사역 유형은 다중선택이 허용(총합 35,455명)된 항목이기

에 각 영역의 비율은 표시하지 않았다. 
28 단기선교사 수를 밝힌 135단체에 소속된 장기선교사는 전체 장기선교사의 83.9%이다. 하지만 각 단체의 

장기 선교사수는 해당 단체 단기선교사의 규모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전체의 단기선

교사의 수를 추산하기는 어렵다.   
29 국제 선교사 수에 응답한 148개 단체에 소속된 장기선교사는 전체의 79.2%이다. 하지만 각 단체의 국제선

교사 수는 해당 단체 장기선교사의 규모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기에 이를 근거로 전체의 국제선교사의 수

를 추산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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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한국 선교사 자녀(MK) 

 
마지막으로 선교사 자녀는 교육 연령에 따라 분류하여 통계를 내었다. 2020년 장기 선교사의 

자녀(성인 MK포함)는 응답기준(137 단체)으로 16,26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선교사의 기

준으로는 20,286명으로 추정된다.30  

이번 조사에서 MK의 교육 연령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취학전 아동은 9.1%, 초등학생 16.4%, 

중고등학생 19.1%, 대학생 23.1%, 그외 취업 연령은 32.4%였다.31  

교육 연령대에 있는 MK의 부모와 동거 비율도 함께 조사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응답은 

MK 4,521명에 대한 비동거 여부만 답변되었기에 공식적인 통계로 하기에는 부족하다. 낮은 응

답률의 참고 수준 정도로 볼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교육 연령대에서 부모

와 비동거하는 비율은 취학전 아동 8.6%, 초등학생 0.9%, 중고등학생 13.2%, 대학생 74%로 집

계되었다. 
 

4. 나가는 말 

2019년 한국선교지도자포럼에서 KWMA와 KRIM이 협약을 맺고, 그 첫발을 디딘 2020 한국선교

현황 파악은 가야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능한 혼선이 올 수 있는 여

러 개념들을 좀 더 구체화하려고 노력했다. 변화하는 선교 환경을 준비하는 기초 자료로서 한

국선교현황이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신뢰할만한 통계로 자리잡도록 선교단체와 교단의 지속

적인 협조와 소통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번 통계 자료를 준비하면서 수고한 KRIM의 연구원들

과 선교현황설문 설계 단계에서 함께 논의한 KWMA사역자, 통계에 응한 선교단체 실무자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30 응답한 137단체에 속한 선교사 17,847명의 MK는 16,265명으로 선교사에 대한 MK 비율은 91.14%이다. 이 

비율을 이중 소속을 제한 선교사 수에 적용하였다.  
31 MK의 교육 연령별 구성 비율에 설문에 답을 한 단체는 127개 단체(54.3%)였으며, 응답된 MK의 총수는   

13,107명이었다. 해당 단체에 속한 선교사 수는 14,296명(전체 선교사 수의 60.3%)으로, 비교적 낮은 응답

율을 보였기에, 좀 더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는 이후 MK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각 선교단체의 MK에 대

한 구체적인 파악과 협조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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