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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교회 파송 선교사 171개국,  
2019년 총 28,039명 활동 

• 2019년 12월 말 기준, 한국의 파송 선교사는 171개국, 총 28,039명으로 나타남 
• 파송 선교사는 매해 늘어나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그 증가세가 완만함 
• 선교사 파송국가는 총 45%의 선교사가 상위 10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국가별로는 A권역**, 미

국, 일본, 필리핀, 태국의 순임

• 대륙별 선교사 비율은 아시아 지역이 52%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북아메리카 11%, 한국** 9%, 유럽 
9%, 아프리카 8% 등의 순임 

• 아시아 중에서는 동남아시아 지역이 22%로 가장 많음

• 전체 선교사 중 아시아권에서 활동하는 선교사가 52%를 차지함 

[그림] 한국의 파송 선교사 수 (연도별)  (명)

*자료 출처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2019 세계통계 보고서’, 2020.01.17. 
** A 권역 : 선교사 파송 국가 중 비노출 지역 
***동남아I국 : 동남아 국가 중 비노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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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활동선교사 수 
(명)

1 A권역**        2,952
2 미국        2,281
3 일본        1,656
4 필리핀        1,503
5 태국           965
6 동남아 I국***           891
7 캄보디아           852

[표] 국가별 선교사 수(2019년, 상위 7위)

아시아 북아메리카 한국* 유럽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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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세계 지역별 파송 선교사 비율(2019)  (%)

동남아 22%, 동북아 20%, 남아시아 6% 

*자료 출처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2019 세계통계 보고서’, 2020.01.17. 
** 한국 : 한국 본부 사역자 + 안식년/수습 선교사 등

최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http:kwma.org)에서 ‘2019년 한국선교사 파송 현황 보고서‘를 발표
했는데,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

http://kwma.org
http://kw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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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사들의 연령을 보면 ‘50대’가 35%로 가장 많음 
• 은퇴를 앞둔 ‘60대’ 선교사(4446명)가 전체 선교사 중 24%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선교사 은퇴 준비

가 한국 해외 선교 분야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 한국 선교사들의 연령대는 ‘50대’가 35%로 가장 많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4

35
30

8
3

[그림] 선교사 연령별 분포(2019) (%)

*자료 출처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2019 세계통계 보고서’, 2020.01.17. 
** 한국 : 한국 본부 사역자 + 안식년/수습 선교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