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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선교 기도 주간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서 15:5-6



3억 6,600만 사람들 
북미에서

350 언어

2억 7,500만은  
복음의 소망 없이

북미 선교사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3억 6,6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영적, 
문화적분열이 깊은 곳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참된 일치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각의 사연을 읽고 기도 주간 동안 
선교사들의 요청을 기도하면, 여러분은 선교에 
동참하고 그들의 사역에 필수적인 것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려면, 추천 동영상 링크를 방문하셔서 
영상(한글 자막)을 확인 해보세요. 그리고 
웹사이트(namb.net/pray)에서 신청하시면, 
선교사 기도 제목을 일 년 내내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인구 조사국 및 NAMB 선교 연구의 통계



이웃 안에서 열방에  
도달하기 위한 연합 
이는 많은 숫자입니다. 

북미에는 2억 7,500만 명의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남자, 여자, 젊은이 및 어린이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이민자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며,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습니다. 

북미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는 가장 복잡한 
선교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속해서 이곳에 오는데, 복음에 대해 폐쇄적인 나라에서도 옵니다. 

그렇지만,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 즉 복음의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열방과 이웃에 도달하기 위해 함께 모일 때, 교회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연합될 수 있습니다.

참고: 퓨 리서치 (Pew Research) 및 NAMB 선교 리서치 (NAMB Missional Research) 통계

복음의 소망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북미 
전역의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1일차



버려진 사람들을 섬김
10여 년 전 마이클 (Michael)과 트레이시 버드 (Traci Byrd) 
부부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거친 도심 지역인 
세인트루이스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 공동체 성경 교회 (Faith Community Bible 
Church)를 세우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마이클 (Michael)
은 그들의 임무는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95%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이 지역은 빈곤율이 높고 
범죄율이 높으며 대부분 한 부모 가정입니다. 

지역 조사를 하면서 버드 (Byrd) 부부는 그들의 필요에 대한 가정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룹 요리 수업을 제공하고, 심지어 식료품점에 가는 
도움까지 제공하는 것은 필요 사항을 충족하고 새 신자를 제자로 
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믿음 공동체 성경 교회 
(Faith Community Bible Church)의 제2캠퍼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이클 (Michael)은 “작은 도시든 큰 도시든 모든 사람들의  
심장은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같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합니다.

버드 (Byrd) 부부가 창의적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믿음 공동체 성경 교회 (Faith Community Bible Church)를 통해 복음에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더 자세히 알아보기
AnnieArmstrong.com/Byrd

기도 제목

마이클 (Michael)과 트레이시 (Traci)

버드 (BYRD)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St. Louis, MO)

2일차



폭풍우 속에서 새로운 소망
이타마 엘리잘데 (Itamar Elizalde)는 푸에르토리코는 바람 잘 날 
없는 섬이라고 합니다.

지난 7년 동안 경제 위기, 두 차례의 대규모 허리케인, 정치적 
스캔들, 6주간 지속된 지진, 코로나19 대유행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여는 데 그 큰 필요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NAMB의 센드 릴리프 (Send Relief) 사역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이타마 (Itamar)는 지역 교회를 동원하고 자원봉사자 팀을 이끌고 
집을 수리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주님은 돈, 건강, 안정에 희망을 두었던 섬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비극을 사용하셨지만, 이제 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 
견고한 반석의 소망에 비추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이타마 (Itamar)는 말합니다.

이타마 (Itamar)의 팀이 사람들에게 실제적 필요를 도울 때 복음을 
담대하게 나눌 수 있도록 

복음에 마음이 열리고 더 많은 선교사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더 자세히 알아보기
AnnieArmstrong.com/Eliza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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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마 (Itamar)

엘리잘데 (ELIZALDE)
푸에르토리코 과이나보 (Guaynabo, PR)

3일차



그리스도를 위해 배치됨
자레드 (Jared)와 제니퍼 헌틀리 (Jennifer Huntley) 부부는 
워싱턴 DC에서 필라 처치 (Pillar Church)를 시작하기 오래전부터 
군인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레드 (Jared)는 
군대에서 복무했고, 특히 그리스도 없이 군대 문화의 독특한 
도전을 헤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군인과 그 가족이 다른 기지로 이동하거나 파병될 경우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을 나누는 선교사가 되도록 제자 삼고 
있습니다. 자레드 (Jared)는 이것이 "지상대사명을 달성하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주 이동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군인들을 
자연스럽게 여기저기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을 제자로 
삼을 기회로 보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자레드 (Jared)와 제니퍼 (Jennifer) 부부가 군 기지와 지역 사회에서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군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그들이 
미래에 선교사로 섬길 수 있도록

더 자세히 알아보기
AnnieArmstrong.com/Hunt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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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레드 (Jared)와 제니퍼 (Jennifer)

헌틀리 (HUNTLEY)
워싱턴 DC (Washington, D.C.)

4일차



집집마다  전해지는 복음
지난 몇 년 동안 스티븐 (Steven)과 신디 마틴스 (Cindy Martins) 
부부는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해왔습니다. 그들이 방문해야 하는 
집이 아직 많지만,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캐나다 나이아가라 지역의 40만 인구 중 89~90%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2019년에 세비야 채플 (Sevilla Chapel)
을 개척한 이래로 스티븐 (Steven)과 신디 (Cindy) 부부는 
전략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세인트 캐서린스 (St. Catharines)
에서 집집마다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나눴고,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스페인어와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교회는 라틴계 공동체의 
따뜻함을 필요로 하는 라틴계와  8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가족 단위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Steven)
은 “우리 도시의 사람들은 공동체, 만족, 희망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부르신 
이유입니다.”라고 합니다.

세비야 채플 (Sevilla Chapel)이 계속해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스티븐 (Steven)과 신디 (Cindy) 부부가 집을 방문해서 문을 두드리고 

복음을 나눌 때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대접해 줄 수 있도록 

더 자세히 알아보기
AnnieArmstrong.com/Martins

기도 제목

스티븐 (Steven)과 신디 (Cindy)

마틴스 (MARTINS)
캐나다 온타리오 세인트 캐서린스 (St. Catharines, ON)

5일차



외로운 도시에 전해지는 사랑  
덴버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로운 곳이라고 브리아나 맥키니 
(Brianna McKinney)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커피숍에 갈 수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혼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들의 개인에게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 
도시에는 인구 32,000명당 하나의 교회만 있습니다. 2천 명당 1
개의 마리화나 판매점이 있고 7천 명당 1개의 양조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브리아나 (Brianna)는 직원으로 섬기는 사역 센터를 
통해 선교사 및 교회와 함께 일하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여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처의 난민 
학교와 함께 노숙자들을 돌보고, 학생 자원봉사자 팀을 동원하고, 
가족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브리아나 (Brianna)는 올해 “사역이 확장되었습니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할 뿐입니다.

더 많은 일꾼들이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고,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 덴버에 
부름을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도시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브리아나 (Brianna)와 덴버에 
있는 그녀의 팀이 인내할 수 있도록

더 자세히 알아보기
AnnieArmstrong.com/McKinney

기도 제목

브리아나 (Brianna) 

맥키니 (MCKINNEY)
콜로라도 덴버 (Denver, CO)

6일차



그들의 언어로 전해지는 복음 
처음에 아메르 (Amer)와 비키 사파디 (Vicky Safadi) 부부는 
하나님께서 신시내티에 아랍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시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중동을 떠난 직후에 그곳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 라코타 힐 침례교회 (Lakota Hills Baptist 
Church)의 트래비스 스맬리 (Travis Smalley) 담임목사를 
만났습니다. 그 교회는 그 부부와 함께 사역하기를 바랐습니다. 

사파디 (Safadi) 부부가 밀워키에서 이곳으로 이주했을 때, 
하나님은 아랍어를 사용하는 이웃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8개국에서 55명의 아랍어를 하는 사람들이 
왔고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시작한 라이브 스트리밍 사역은 더 확장됐으며, 
현재 전 세계 수천 명의 아랍 그리스도인들과 아랍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파디 (Safadi) 부부가 만나는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주관하시도록

신시내티에 있는 아랍어 교회가 그 도시와 그 너머에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자세히 알아보기
AnnieArmstrong.com/Safadi

기도 제목

아메르 (Amer)와 비키 (Vicky)

사파디 (SAFADI)
오하이오 신시내티 (Cincinnati, OH)

7일차



기도 제목

기도로 하는 연합
트래비스 스맬리(Travis Smalley) 신시내티 지역 교회 목사는  
“우리 지역에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왔습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메르 
(Amer)와 비키 사파디 (Vicky Safadi) 부부를 보내셨고, 지금은 
신시내티와 전 세계에서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는 기도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수백만 명의 남침례교인들이 이번 주에 선교사들과 
가족,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해 신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선교 단체를 대표하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신실한 
기도와 후원 덕분에 매일 북미 전역에서 수천 명의 일꾼들이 문화, 
언어, 민족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사역의 핵심 엔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북미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를 이번 주에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NAMB의 기도 자료는 웹사이트 (PrayForPlanters.com)
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모든 주(State)와 지역 (Province)의 
선교사들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격려 편지를 보내고 
선교사의 기도팀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있는 예수님의 선교전략인 기도로 
선교사들과 연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남침례교인들이 기도를 통해 선교사들을 신실하게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교사 가족을 보여주시도록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해 격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려면 PrayForPlanters.com 
을 방문하십시오.

8일차



애니 암스트롱 부활절 선교 헌금 
(Annie Armstrong Easter Offering)은  

북미 선교사를 지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AnnieArmstrong.com

우편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북미 선교 위원회  

(North American Mission Board)
P.O. Box 116543

Atlanta, GA 30368

참고: 메모란에 “AAEO”라고 적어 주세요. 

애니 암스트롱 부활절 선교 헌금 (Annie Armstrong Easter Offering®)은 WMU®의 등록 상표입니다.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