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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M 선교회는 지난 23년간 한인 1세 주도 선교에서 2, 3세 주도 선교로, 한인 선교에서 다민족 선교로 선교의 지평을 세

대적, 민족적으로 넓혀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역해왔습니다. “Beyond Korean Diaspora!” 사역의 귀한 열매로 지난 

2018년 PGM 동아시아 선교훈련원을 통해 C국 현지 선교사를 훈련하여 파송하게 하셨고, 올해는 라이베리아에 PGM 서아

프리카 선교훈련원을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 PGM은 라이베리아에 위치한 Brian Knightly Elementary and Middle School의 20명 선생님들을 대상

으로 비전스쿨, MP 스쿨, 전도훈련, 인턴쉽  훈련을 마쳤습니다. PGM 훈련을 마친 20명의 선생님들 중 4명 (Paygar Gar-

gar  목사, Kebeh M. Suah, Ernest Harris Suah, Ernestine Gaye)을 PGM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들이 중심되어 PGM 

서아프리카 선교훈련원 사역을 돌아오는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PGM 서아프리카 선교훈련원에서는 크게 세가지의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째, PGM 선교사 훈련과 파송을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둘째, Brian Knightly School의 전학

생을 대상으로 PGM 훈련을 실시하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GPGM 훈련을 실시하여 캠퍼스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셋째, 

VBS, 길거리전도, 긍휼사역, 스포츠 사역 등 다양한 전문인 선교사역을 서아프리카에서 감당할 것입니다.  

     라이베리아는 PGM 선교훈련원으로서 많은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없고 

특별히 라이베리아는 현재 부흥하고 있는 기독교 나라입니다. 많은 이들이 뜨거운 열정은 가지고 있지만 그 열정으로 선교할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PGM 선교훈련은 꼭 필요한 훈련이고 그들이 원하는 훈련입니다. 라이베리아 안에서 장

사하는 외국인들이 많고 주위에 이슬람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훈련받아 투입될 수 있는 선교지가 바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라이베리아는 에볼라와 내전 때문에 한 때 폐허가 되었지만 최근 평화의 시기를 맞아 재건축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

니다. 지금이 학교선교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이베리아의 미래 리더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선교사적 삶을 살수 있도록 인

도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PGM 비전이 서아프리카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비전입니다. PGM 선교훈련

원을 통해 아프리카 성도들 마음에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아프리카 전 대륙에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하고 기도합

니다! 

    Beyond Korean Diaspora! PGM 서아프리카 선교훈련원   
PGM Mission Training Center in West Africa 



     할렐루야! PGM의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필라 안디옥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상수 장로입니다. 부족 하지만 금번 2021년부터 

PGM 정책이사회 부이사장으로 섬기게 되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늘 다민족 선교와 후대의 교육

에 관심이 있어 PGM의  비전에 동참하고자 그동안 Here & Now 선교 강사로 섬기기는 했지만 

오래동안 헌신해 오신 김장형 장로님의 후임으로 귀한 자리를 제안 받았을때 그저 믿음과 자질

이 부족하여 주저하였으나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쓰임받을 수 있을때에 순종하여 주님의 일

에 쓰임받는것이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로서의 자세라 생각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

다. 부디 부족한 자에게 많은 귀한 사역을 감당할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언제든지 좋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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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장로 

SPECIAL THANKS 
2021년 1월 후원현황 

키르기스스탄 MK 스쿨 교사모집 

HOPE ACADEMY of BISHKEK  

1998년 개교하여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을 목적

으로 정식인가된 학교로 소정의 사례비가 지원됩

니다.  

• 모집분야: Secondary English,  

   Mathematics, Social Studies/Humanities,  

   Science, Elementary English Language,  

   Arts coordinator 등 

• 문의: recruiting@hopeacademykg.com  

Upcoming Event  

• PGM 웨일즈 VBS 컨퍼런스 (온라인): 3월 20일 

• 전문인선교사역별 모임 (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