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외 선교사 파견 국가별 현황]

총 903명
유럽: 16개국 160명
독일: 8명
수녀회(5개) - 보혈 선교 수녀회 1명,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1명, 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 2명, 툿찡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대구 수녀원 2명, 툿찡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2명
러시아: 2명
수녀회(1개) -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서울 관구) 2명
바티칸: 3명
수녀회(1개) -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3명
벨기에: 6명
수도회(1개) - 예수의 작은 형제회 1명
수녀회(4개) -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1명,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2명,
삼위일체 수녀회 1명, 천사의 모후 프란치스코 수녀회 1명
불가리아: 1명
수녀회(1개) - 툿찡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1명
스웨덴: 1명
수도회(1개) -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직 수도회 1명
스페인: 13명
교 구(1개) - 서울대교구 1명
수도회(2개) - 꼰솔라따 선교 수도회 1명,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1명
수녀회(6개)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2명,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1
명, 성체 선교 클라라 수녀회 1명,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1명, 위로
의 성모 수녀회 1명, 전교 가르멜 수녀회 4명
아일랜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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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회(1개) -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1명
수녀회(3개)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1명,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서
울 관구) 2명,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1명
영국: 6명
수녀회(4개) -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1명,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1명,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서울 관구) 3명, 성 골롬반 외방 선교 수녀
회 1명
오스트리아: 4명
교 구(1개) - 마산교구 4명
이탈리아: 49명
교 구(1개) - 대전교구 1명
수도회(3개) - 예수회 2명, 작은 형제 관상 선교회 1명, 작은 형제회 1명
수녀회(19개) -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 1명, 거룩한 열정의 딸 수도회 2명, 마리
아의 딸 수도회 1명,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2명, 마리
아의 종 수녀회 1명, 미리내 성 요셉 애덕 수녀회 3명, 살레시오 수
녀회 3명,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대구 관구) 3명, 샬트르 성 바오
로 수녀회 (서울 관구) 1명, 선한 목자 예수 수녀회 1명, 성 바오로
딸 수도회 9명,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5명, 십자가의 성 바오로의
예수 고난 수녀회 1명, 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 2명, 예수의 꽃동네
자매회 2명, 작은 자매 관상 선교회 2명, 착한 목자 수녀회 1명, 툿찡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대구 수녀원 3명, 툿찡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1명
체코: 1명
수녀회(1개) -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1명
페로 제도: 1명
수녀회(1개)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1명
포르투갈: 5명
수녀회(4개)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1명, 툿찡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대구 수녀원 1명,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2명,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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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1명
수녀회(1개)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1명
프랑스: 54명
교 구(4개) - 광주대교구 2명, 대구대교구 3명, 대전교구 2명, 안동교구 2명
수도회(1개) -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4명
수녀회(12개) -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 13명,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
회 4명, 삼위일체 수녀회 4명,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대구 관구)
6명,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서울 관구) 1명, 성 바오로 딸 수도회
1명,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1명, 성모 승천 봉헌자 선
교 수녀회 3명, 예수 성심 시녀회 (대구 관구) 3명, 착한 목자 수녀회
1명, 프라도 수녀회 2명,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 2명

아시아: 19개국 352명
네팔: 6명
수녀회(2개) - 거룩한 말씀의 회 2명,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서울 관구) 4명
동티모르: 8명
수도회(1개) -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3명
수녀회(2개) - 메리놀 수녀회 1명,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 4명
말레이시아: 4명
수도회(2개) -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 1명,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직 수도회 3명
몽골: 22명
교 구(1개) - 대전교구 4명
수도회(1개) - 살레시오회 1명
수녀회(4개) - 살레시오 수녀회 3명,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대구 관구) 7명, 예수
수도회 4명, 인보 성체 수도회 3명
미얀마: 21명
수도회(2개) -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1명, 작은 형제회 1명
수녀회(7개) - 미리내 성모 성심 수녀회 3명, 성 골롬반 외방 선교 수녀회 3명, 성 도
미니코 선교 수녀회 3명, 수원 성 빈센트 드 뽈 자비의 수녀회 4명, 예
수 성심 시녀회 (대구 관구) 2명, 위로의 성모 수녀회 1명, 한국 순교

- 3 -

복자 수녀회 3명
방글라데시: 9명
수녀회(4개) - 수원 성 빈센트 드 뽈 자비의 수녀회 2명, 예수의 꽃동네 자매회 2명,
작은 자매 관상 선교회 2명,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3명
베트남: 40명
수도회(2개) -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 1명, 성 황석두 루카 외방 선교 형제회 1명
수녀회(16개) - 노틀담 수녀회 3명, 마리아의 종 수녀회 1명, 미리내 성모 성심 수녀
회 3명, 삼위일체 수녀회 2명,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2명, 성 황석
두 루카 외방 선교 자매회 3명, 성가 소비녀회 (의정부 관구) 3명, 아
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2명,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2
명, 예수 마리아 성심 전교 수녀회 1명, 예수 성심 시녀회 (대구 관
구) 2명, 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 2명,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2명, 위로의 성모 수녀회 1명, 인보 성체 수도회 3명,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 6명
요르단: 1명
수녀회(1개)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1명
이스라엘: 9명
수도회(2개) -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직 수도회 4명, 작은 형제회 1명
수녀회(4개) - 살레시오 수녀회 1명,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1명, 예수의 작은 자매
들의 우애회 1명, 툿찡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대구 수녀원 1명
인도: 6명
수녀회(4개) - 마리아의 딸 수도회 1명, 예수의 꽃동네 자매회 3명, 툿찡 포교 베네딕
도 수녀회 대구 수녀원 1명,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1명
인도네시아: 12명
수녀회(5개) - 미리내 성 요셉 애덕 수녀회 2명, 보혈 선교 수녀회 2명, 아씨시의 프
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3명, 예수 성심 시녀회 (대구 관구) 3명, 예수의
꽃동네 자매회 2명
일본: 45명
교

구(8개) - 광주대교구 2명, 대전교구 1명, 부산교구 3명, 서울대교구 3명, 수원교
구 1명, 의정부교구 4명, 인천교구 2명, 제주교구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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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회(10개) - 글라렛 선교 수도회 1명,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1명, 도미니코
수도회 1명,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 1명, 마리아 수도회 1명, 사랑의
선교 수사회 2명, 예수회 2명, 작은 형제회 2명, 천주의 성 요한 의
료봉사 수도회 3명,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1명
수녀회(6개)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1명,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3
명, 성령 선교 수녀회 1명, 예수 성심 시녀회 (대구 관구) 3명,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 1명, 원죄 없으신 마리아 교육 선교 수녀회 2명
카자흐스탄: 10명
교 구(1개) - 대구대교구 1명
수도회(1개) - 작은 형제회 2명
수녀회(2개) -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대구 관구) 4명,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3명
캄보디아: 30명
교 구(1개) - 의정부교구 2명
수도회(3개) - 살레시오회 2명, 예수회 7명, 한국 외방 선교회 7명
수녀회(6개) -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3명, 살레시오 수녀회 1명,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서울 관구) 4명,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1명, 성가 소비녀회
(의정부 관구) 2명,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 1명
타이완: 34명
교 구(3개) - 대구대교구 2명, 대전교구 1명, 서울대교구 3명
수도회(5개) - 가르멜 수도회 1명, 도미니코 수도회 1명,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4명,
예수회 3명, 한국 외방 선교회 8명
수녀회(7개)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1명,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1
명, 성 바오로 딸 수도회 2명, 예수 성심 시녀회 (대구 관구) 1명, 인
보 성체 수도회 2명, 착한 목자 수녀회 1명,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3
명
태국: 3명
교 구(1개) - 인천교구 1명
수도회(1개) - 한국 외방 선교회 1명
수녀회(1개) - 예수 성심 시녀회 (대구 관구) 1명
터키: 3명
수도회(1개) - 작은 형제회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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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녀회(1개) -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 1명
파키스탄: 1명
수녀회(1개) - 성 골롬반 외방 선교 수녀회 1명
필리핀: 88명
교 구(1개) - 춘천교구 1명
수도회(7개) - 그리스도 수도회 2명,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1명, 성 골롬반 외방 선교
회 3명, 예수 성심 전교 수도회 1명, 예수 성심의 로가찌오니스티 수도
회 1명,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5명, 한국 외방 선교회 1명
수녀회(23개) - 거룩한 말씀의 회 4명, 노틀담 수녀회 2명, 도움이신 마리아 수녀회
1명, 마리아 수녀회 11명,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2명, 성 골롬반 외
방 선교 수녀회 1명,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1명, 성 안
드레아 수녀회 5명, 성가 소비녀회 (의정부 관구) 4명, 수원 성 빈센
트 드 뽈 자비의 수녀회 4명,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3명,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5명, 예수 성심 시녀회 (대구 관구) 2명,
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 4명, 예수 수도회 3명,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
회 (서울 관구) 5명, 예수의 꽃동네 자매회 4명, 예수의 작은 자매들
의 우애회 1명, 원죄 없으신 마리아 교육 선교 수녀회 5명, 위로의
성모 수녀회 2명, 천사의 모후 프란치스코 수녀회 1명, 한국 순교 복
자 수녀회 2명,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1명

아프리카: 21개국 95명
가나: 3명
수도회(1개) - 말씀의 선교 수도회 1명
수녀회(2개)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1명, 성령 선교 수녀회 1명
가봉: 1명
수녀회(1개) - 살레시오 수녀회 1명
나미비아: 1명
수녀회(1개) - 툿찡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1명
남수단: 2명
교 구(1개) - 수원교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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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녀회(1개) -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해외 관구) 1명
남아프리카 공화국: 5명
수녀회(3개)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2명, 보혈 선교 수녀회 2명, 착한
목자 수녀회 1명
마다가스카르: 5명
교 구(1개) - 원주교구 1명
수도회(1개) - 사랑의 선교 수사회 1명
수녀회(3개) - 살레시오 수녀회 1명,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서울 관구) 1명, 성
바오로 딸 수도회 1명
말라위: 3명
수도회(1개) - 살레시오회 2명
수녀회(1개) - 전교 가르멜 수녀회 1명
모로코: 2명
수녀회(1개)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2명
모잠비크: 8명
수도회(1개) - 한국 외방 선교회 6명
수녀회(1개) -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2명
베냉: 1명
수녀회(1개) - 살레시오 수녀회 1명
세네갈: 4명
수녀회(1개) -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 4명
앙골라: 2명
수녀회(2개) - 살레시오 수녀회 1명, 툿찡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대구 수녀원 1명
에티오피아: 4명
수녀회(2개)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1명, 살레시오 수녀회 3명
우간다: 9명
수도회(1개) -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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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녀회(2개) -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해외 관구) 2명, 예수의 꽃동네 자매회 4명
잠비아: 18명
교 구(3개) - 수원교구 2명, 원주교구 1명, 의정부교구 2명
수도회(1개) -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도회 1명
수녀회(2개) - 성령 선교 수녀회 1명,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11명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7명
교 구(1개) - 대구대교구 4명
수녀회(1개) -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대구 관구) 3명
짐바브웨: 3명
수도회(1개) - 글라렛 선교 수도회 1명
수녀회(1개) - 메리놀 수녀회 2명
카메룬: 2명
수녀회(2개) - 도움이신 마리아 수녀회 1명,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 1명
케냐: 11명
교 구(1개) - 수원교구 3명
수도회(2개) - 꼰솔라따 선교 수도회 1명, 사랑의 선교 수사회 1명
수녀회(4개)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1명, 보혈 선교 수녀회 1명, 살레
시오 수녀회 1명, 툿찡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3명
코트디부아르: 1명
수녀회(1개) -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1명
탄자니아: 3명
교 구(1개) - 서울대교구 2명
수녀회(1개) - 전교 가르멜 수녀회 1명

아메리카: 20개국 261명
과테말라: 14명
교 구(3개) - 서울대교구 2명, 인천교구 1명, 청주교구 4명
수녀회(1개) - 마리아 수녀회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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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1명
수녀회(1개)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1명
도미니카 공화국: 1명
수녀회(1개) - 천주 섭리 수녀회 1명
멕시코: 31명
교 구(1개) - 부산교구 1명
수도회(2개) - 그리스도 수도회 4명, 한국 외방 선교회 7명
수녀회(4개) - 마리아 수녀회 6명, 말씀의 성모 영보 수녀회 5명, 아씨시의 프란치스
코 전교 수녀회 1명,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 7명
미국: 51명
교 구(2개) - 서울대교구 1명, 인천교구 1명
수도회(4개) - 성 바오로 수도회 1명, 예수 성심 전교 수도회 3명, 예수의 꽃동네 형
제회 1명, 한국 외방 선교회 4명
수녀회(15개) -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 1명, 메리놀 수녀회 2명, 보혈 선교 수녀
회 1명, 사랑의 씨튼 수녀회 2명,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서울 관
구) 3명, 성 바오로 딸 수도회 4명, 성령 강림 사도 수녀회 1명, 수원
성 빈센트 드 뽈 자비의 수녀회 3명,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1명,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2명, 예수의 꽃동네 자매회 10명,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 1명, 인보 성체 수도회 3명, 작은 예수
수녀회 1명,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 5명
베네수엘라: 1명
수녀회(1개) - 성 바오로 딸 수도회 1명
볼리비아: 34명
교 구(2개) - 광주대교구 2명, 대구대교구 10명
수도회(2개) - 성 바오로 수도회 1명, 천주교 서울 국제 선교회 1명
수녀회(4개) - 성가 소비녀회 (의정부 관구) 9명, 예수 성심 시녀회 (대구 관구) 5명,
프라도 여성 재속회 1명,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5명
브라질: 18명
수녀회(8개) - 마리아 수녀회 4명, 메리놀 수녀회 1명, 살레시오 수녀회 1명,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대구 관구) 3명,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해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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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1명,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4명, 작은 예수 수녀회 2명,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2명
아르헨티나: 15명
수도회(1개) - 꼰솔라따 선교 수도회 1명
수녀회(5개) - 성 바오로 딸 수도회 1명, 성가 소비녀회 (의정부 관구) 8명, 성령 선
교 수녀회 1명, 예수의 꽃동네 자매회 3명, 툿찡 포교 베네딕도 수녀
회 대구 수녀원 1명
아이티: 7명
수도회(1개) -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3명
수녀회(2개) -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대구 관구) 1명, 예수의 꽃동네 자매회 3명
에콰도르: 10명
수녀회(3개) - 사랑의 씨튼 수녀회 5명, 성령 강림 사도 수녀회 2명, 예수 그리스도
수녀회 3명
온두라스: 2명
수녀회(1개) - 마리아 수녀회 2명
자메이카: 3명
수녀회(1개) - 예수의 꽃동네 자매회 3명
칠레: 9명
교 구(4개) - 대전교구 1명, 서울대교구 2명, 수원교구 2명, 인천교구 1명
수녀회(1개) - 성 바오로 딸 수도회 3명
캐나다: 9명
수도회(1개) - 작은 형제회 2명
수녀회(5개)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1명, 보혈 선교 수녀회 2명, 살레
시오 수녀회 1명,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1명, 예수의 꽃동네 자매
회 2명
콜롬비아: 8명
교 구(1개) - 서울대교구 1명
수도회(1개) - 꼰솔라따 선교 수도회 2명
수녀회(3개) - 말씀의 성모 영보 수녀회 3명, 삼위일체 수녀회 1명, 성가정의 카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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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녀회 1명
쿠바: 2명
수도회(1개) -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1명
수녀회(1개) -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1명
파나마: 6명
수도회(2개) -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2명, 천주교 서울 국제 선교회 2명
수녀회(1개) - 예수의 꽃동네 자매회 2명
파라과이: 5명
수도회(1개) -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3명
수녀회(2개)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1명, 살레시오 수녀회 1명
페루: 34명
교 구(4개) - 서울대교구 1명, 수원교구 1명, 의정부교구 6명, 전주교구 1명
수도회(3개) -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1명,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2명, 천주교 서울
국제 선교회 2명
수녀회(8개) - 메리놀 수녀회 1명,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대구 관구) 2명, 성 바
오로 딸 수도회 1명,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5명, 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 2명, 인보 성체 수도회 5명,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3명,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 1명

오세아니아: 5개국 35명
뉴질랜드: 3명
수녀회(1개) -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3명
마셜 제도: 1명
수녀회(1개) - 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 1명
오스트레일리아: 7명
교 구(2개) - 대전교구 1명, 인천교구 2명
수도회(3개) - 말씀의 선교 수도회 1명, 살레시오회 1명, 성 아우구스띠노 수도회 1명
수녀회(1개) - 성령 선교 수녀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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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 뉴기니: 22명
수도회(2개) - 말씀의 선교 수도회 1명, 한국 외방 선교회 9명
수녀회(3개) - 보혈 선교 수녀회 1명, 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 1명,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서울 관구) 10명
피지: 2명
교 구(1개) - 춘천교구 1명
수도회(1개) -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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