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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 Now,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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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New Year!
2021

지난 2020년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당연했던 우리의 일상을 바
꿔놓았습니다. 교회와 선교현장에도 큰 변화와 과제를 남겨둔 채 우리는 2021년을 맞
이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위풍당당했던 문명과 인류에게 무력함과
두려움으로 무릎 꿇게 하였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
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강력한 힘으로 하나되었습니다. 비록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
고 여전히 도전의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작년 한해 상상도 못했던 구원의 역사들이 세
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PGM 선교회와 251명의 PGM 선교사님들도 멈추지 않는
구원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힘겨웠던 작년 한해 기도
와 성물로 함께해주신 모든 선교의 동역자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PGM 선교회는 2020년의 시간들을 교훈삼아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2021년 ‘지
금 여기’와 ‘내일 그곳’사역의 균형을 잡으며 하나님의 선교, ‘지상대명령’을 시대에
맞게 온전히 감당하고자 합니다. 전문인사역별 모임, 전문인선교컨퍼런스, 오픈세미
나, 제6회 선교사집중훈련, 차세대 훈련 등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그리스도의 제자’
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PGM 선교회가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
과 하늘의 지혜로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2021년 PGM 사역 및 후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PGM 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선교의 동역자분들 가
정과 삶의 현장, 교회 위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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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선교본부별 선교사대회
PGM 선교회는 매4년마다 본부주관으로 세계전문인선교대회를 개최하며, 매2년
마다 선교지 현지에서 진행되는 선교본부별 선교사대회, 매1년마다 선교본부별 선교
사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5월, 10월 한국, 영국, 과테말라에서 선
교본부별 선교사대회를 예정하였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선교지 현지에서 선교사대회
를 진행할 수 없음을 판단하고, PGM 정책이사회를 통해 모든 선교본부별 선교사대
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9월 28일 한국본부 선교사대회, 10월 5일 중남미권역 선교사대회, 10월 12일 유
럽본부 선교사대회, 10월 19일 북미권역 선교사대회, 10월 26일 북미권역 영어권
선교사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모인 모임이였지만 선
교사대회에 참석한 PGM 선교사들은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
교사대회에서는 PGM 정책이사님들의 배려로 기존 책정된 선교사대회 예산을 PGM
선교사들에게 위로의 선물을 전해주었고, 처음으로 영어권 선교사대회를 진행하게
되어 어느때보다 특별한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PGM 선교회는 앞으로 한인 1세 주도 선교에서 2, 3세 주도 선교로, 한인선교에
서 다민족 선교로 선교의 지평을 세대적, 민족적으로 넓혀 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
역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동역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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