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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힘을 쓰거나 노력을 하지는 않았지만 봄은 약속 없이도 우리 곁에 왔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움 속에서도 묵묵히 잎을 내고 꽃을 피워 내는 나무와 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
혜가 화단에 싱그럽게 피어난 나팔꽃 같이 우리 마음 속에도 그렇게 피어나기를 기도했습
니다.

조심스럽게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교회들의 소식을 들으며 길었던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 오면서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
사합니다.

이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대면하여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중에도 대면의 기
쁨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며, 봄 햇살의 따스함과 세상의 형편에 아랑곳 않고 오롯이
피어나는 봄 꽃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배선호 선교사 드림.

본부 월례 정기기도 모임 재편성 (ZOOM)

미주 본부 월례 정기기도모임이 올해 1월부터 Zoom meeting으로 재편성 되었습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한 CDC 지침에 따라 인원 제안을 두고 대면 모임으로 기도회가 진행
되었으나, 2021년1월부터 매월 첫주 목요일 오전10시에 (서부시간) 온라인 모임으로 재편



성 되었습니다.
본부에서는 본국 방문이나 중남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시간대 고려) 초대하여 함께 기도
회를가지고 있습니다.

1월 기도회 : 양성일 목사님 (GP USA 이사장) 본부 스탭들과 함께 신년예배를 드렸습니다
2월 기도회 : 허창식 선교사님께서 (남아공) 사역보고를 해주셨습니다. Partners for Africa
3월 기도회 : 이다윗 선교사님께서 (C국) 고후:7장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데로 하는 근
심은 구원에 이르게하며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워주셨습니
다.

행복한 동행 - GP USA 가족 모임

행복한 동행-GP USA 가족 모임:미주 본부에서는 2021년 상반기 선교사님들과 이사님들의
Online 만남을 총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2020년 10월에 첫 모임을 시작에 이어 2월2/23,24,26일 3일에 걸쳐  두번째로 열린 모임입
니다. 금번 모임에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이사님들이 참석하셨고 그중에는 처음으로 얼굴
을 보며 인사를 나누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모임 이후 많은 선교사님들과 이사
님들께서 미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본 모임은 지난 모임의 연장선에서
선교사님들과 이사님들 사이에 좀더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룹별로 미팅을 진행했
으며 모임을 통해 나온 이야기들은 follow up 을 통해 토의 내용을 현실화 하는 방법들을 논
의했습니다.

이취임식 소식 - 4월20일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김숭봉/유영선 & 배선호/배아일린 선교사의 이취임식이 지난
4 월20일 (4pm) 미주본부에서 몇분의 지피이사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행사로 치뤄졌
습니다.
본 이취임식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면행사로 안전을 고려하여 백신접종을 마치신 소수
의 이사님들을 초청하여 치루게 되었습니다.
(모든 행사 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행사 진행과 사진 촬영시에 짧게 마스크를 벗었
습니다)
본 선교회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신 양성일 목사님의 설교와 영상 축사가 있었습니다.
이취임식을 통해 지난 8년 동안 본부장으로 수고해 주신 김숭봉/유영선 선교사님 내외분께
감사패 증정과 새로 취임한 배선호 선교사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비젼을 나누는 시간이 있
었습니다.

MISSIONARY UPDATES
 

선교사 동정

이축복(독일): 그리스 레스보스 에서 난민사역을 하시는 이축복 선교사님께서 미국
방문후 1월11일에 독일로 귀임하셨습니다

허창식/허상분(남아공): 1월 15일 미국에 입국하여 가족 방문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
졌습니다. 3월 26일 남아공으로 귀임하셨습니다.

최동욱/최향숙(네팔): 코로나 사태로 일시적인 한국으로 철수후 2월1일 미국방문을
하셨습니다.

함제임스/함린다(일본): 안식년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가족과 후원자들 및 본부를 방
문하셨습니다 (2020.10.27~2021.1.12)

윤요셉/윤마리아(튀니지): 물품 구입 및 백신접종을 위해 4월 14일 부터 미국 방문 중
이십니다.

김홍장/김윤덕(러시아): 백신접종과 사무처리를 위해 4월 21일 부터 미국 방문 중이
십니다.

선교사 후보생 본부훈련 (4월1일 ~ 4월6일)



MK로 남미에서 성장한 이경승/정다운 전도사 부부 (한결, 한별, 한솔)의 본부훈련이 4월 첫
주와 두째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본부훈련은 GP의 기본 사역 철학과 정신에 대한 이
해, 선교사로서의 삶과 사역에 필요한 GP USA의 선교사 메뉴얼을 숙지하고 행정과 재정보
고등 선교사의 accountabiltiy를 점검, 준비하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훈련은 대면
과 비대면을 겸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섬겨주신 선교사님들과 이사님들(김숭봉/유영선/위계
헌/백운영/정영민/서창권/배선호)께 감사를 드립니다.

OFFICE UPDATES

상반기 미주 이사회 (5월11일/화)

상반기 미주 이사회가 팬데믹의 영향속에 2021년 상반기 이사회의를 5월 11일 화상모임으
로 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많은 변화속에서도 신실하게 이뤄 가
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할수 있는 지혜와, 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드
러나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적인 후원모금 세미나 (5월 18일, 19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로 접속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https://forms.gle/na64BPoRoH617zU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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