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e & Now,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l Jan-Mar. 2022

PGM Newsletter

제 3대 정책이사장 위임 및 제 4대 정책이사장 취임예배

PGM 선교회는 지난 2월 2일 (수) 제3대 정책이사장 이임 및 제4대 정책이사장
취임예배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에 위치한 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 (담임:
김기석 목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여전히 코로나 영향권
아래 있는 상황이었지만 PGM 정책이사들과 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모
인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이취임예배는 이상현 목사 (PGM 정책이사, 랄리한인장로교회)의 대표기
도로 시작되었으며, 호성기 목사 (PGM 국제대표, 필라 안디옥교회)는 ‘나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리라’ (눅9:1-1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주셨습니다. 호성
기 목사는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선교사의 정의, 그리고 이 시대에 어
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5년간 PGM 선교회 제3대 정책이사장으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한 고훈 목사 (시
카고 한미장로교회)에게 온 선교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고훈 목사는 이임사를 통해 부족한 자가 무거운 이사장직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셨고, 특히 부이사장이었던 김기석 목사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기
에 김기석 목사의 제4대 이사장 취임에 감사와 기대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현재
고훈 목사는 뉴욕 하은교회를 사임하고 시카고 한미장로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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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M 정책이사로 지속적으로 섬겨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어 제4대 신임 정책이사
장으로 취임한 김기석 목사는 고훈 목사를 통해서 PGM정책이사로 섬기게 되면서
고훈 목사의 지난 5년간의 섬김을 바라보며, 부족한 자가 이사장 직분을 맡아 무거
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이사장직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스보로제일 장
로교회 온 성도님들과 함께 감당하여 선교의 지경을 넓혀나갈 것이라며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PGM 선교회에 속한 본부장들과 선교사들이 영상으로 취임축
하 메세지를 전달하여 모든 참석자들에게 은혜와 감동이 전해지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PGM 선교회는 5년전 국제대표의 비전을 따라 고훈 목사를 중심으로 정책이사
회의 리더십에 세대교체가 이루어졌고, 제4대 정책이사장으로 취임한 김기석 목사
를 통해서 PGM선교회의 7대 핵심가치와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선교적 사명을 온

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PGM 정책이사회 신임 부이사장 임명
PGM 부이사장으로 섬기게 된 김은범 목사입니다. 새벽별이 유난히 밝을 때는 가장 짙은 어둠의
시간이듯 PGM 선교회가 어려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새벽 별처럼 굳건히 서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도 시대와 상황만을 쫓아가는 선교단체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작은 몫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전역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꼭 힘내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
해 충성할 때 주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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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PGM REPORT

선교훈련

선교지원

본부사역

PGM 선교훈련원
• 동아시아선교훈련원: C국 S, Q지역 비전스쿨 현지인 60여명 수료
• 서아프리카선교훈련원: 4월 17일 런칭예배, 현지선교사 23명 파송
비전스쿨 실시 341명 수료, VBS 711명, 세례 17명
제6회 선교사집중훈련
• 8월 23일-9월 10일 온라인진행, 21명 수료 및 8명 파송
2021년 GPGM
• 필라 안디옥교회: 7월 18일, 매주일 오프라인 훈련
• PGM 회원교회: 온라인 진행
PGM 여성 선교사 전체모임 / 큐티모임
• 전체모임 (1): 4월 22일 (목), 강사: 김데이빗/김수잔 선교사
• 전체모임 (2): 12월 9일 (목), 강사: 크리스티나 강 총장
• 격주 목요일마다 오전/오후 큐티방 모임
2021년 웨일즈선교 (7-8월)
• 웨일즈 VBS Conference (온라인): 3월 20일
• PGM 회원교회 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 뉴욕 하은교회,
랄리한인장로교회, 필그림선교교회 , 필라 안디옥교회 5개 교회참여
긴급구호 및 선교지원사역
• 인도네시아 홍수피해 긴급구호지원사역 및 선교사 지정헌금 송금
아동결연사역
• 라이베리아, 네팔, 인도네시아, 터키(아프칸), 과테말라 아동결연사역
• 후원자: 39명, 결연아동: 80명
한국본부 (동남아시아, 동아시아권역) 선교사기도모임
• 정기 기도모임: 4월 5일, 6월 21일, 11월 1일
PGM 정책이사회, PGM 선교사 인터뷰
• 정책이사회: 1월 25일, 9월 13일
• PGM 선교사인터뷰: 라이베리아 현지인 선교사 4명, 한어선교사 12명
대외협력
• KIMNET 모임 1월 26일, 11월 1-4일 및 협력교회/정책이사 방문
선교전략
• 호성기 목사 “선교의 제4물결을 타라” 출간 (국민일보)
• PGM Think Tank 모임 (Dr. Chris Palmer)
• PGM 선교시리즈 (YouTube), 주간 선교나눔 이메일 발송
후원자 감사
• 후원자감사모임: 12월 4일
• 부활절, 추수감사절 , 성탄 및 새해카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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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ANKS
(2021년 9 - 12월 후원현황)
권명희, 권위자, 김관승, 김광진, 김문자, 김민수, 김세경, 김순철, 김옥숙, 김이향, 김종오, 김천태, 김현주,
남선균, 민춘희, 박인선, 박재기, 박찬근, 방영숙, 방영신, 서형주, 설신건, 성옥자, 손혜나, 오여란, 유철호,
윤병호, 이상원, 이은송, 이정희, 이종창, 이지혜, 임병욱, 임종희, 임효순, 장시내, 장혁준, 정우연, 정현신,
최경희, 최석원, 최영자, 한유섭, 한주현, 홍성희, 황순석, 무명, Olivia, Paul Won Cho, Myong Dan Lory
김상진, 김원석, 김종상, 김효람, 박승균, 박정아, 박태동, 박현주, 서장혁, 신재열, 오은혜, 윤혜찬, 임재영,
정준영, 최명진, 최수만, 하경호, 한중희, 홍정표, 황재찬, 황태관, 이문희, 조재호, John Park
문혜란, 박성석, 폴현
김경하, 김옥숙, 김태교, 남선균, 박인선, 박정아, 박현주, 배숙희, 서형주, 성태일, 신일지, 신혜원, 오여란,
오지연, 우철준, 윤경미, 윤혜찬, 이은영, 임은주, 임종희, 최성호, 최수만, 한송희 (한다솜), 한영신, 한유정,
한형규, 홍성희, 홍유빈 (김보미), Chloe Kang (Elliott Kang), Ethan Kim, Kaden Kwon (Ethan Kwon)
Paul Minseo Choi
메릴랜드 예수사랑교회 (조병래 목사), 필라 안디옥교회 (호성기 목사), Grace Church (Rev. Gus Kim)
고훈 목사 (뉴욕 하은교회), 김기석 목사 (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 박윤선 목사 (뉴욕 어린양교회),
양춘길 목사 (필그림선교교회), 이상현 목사 (랄리한인장로교회), 호성기 목사 (필라 안디옥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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