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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노력
1979년 대학생 선교회(CCC) 창립자인 빌 브라이트(Bill Bright)
박사는 성경에 입각한 영어판 예수 영화를 개봉했습니다. 알려진대로
예수영화는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삶과 사역 또 죽음을
묘사합니다. 그 후 브라이트는 박사는 모든 언어로 예수영화를
배포하기 위해 예수 영화 프로젝트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작품은 1700 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작년까지 1 억 7 백만 번
상영되었습니다.
GIS 교사이며 학부모인 팀(Tim)과 리사(Lisa) C선교사는 지난
15 년 동안 예수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여러해 동안 미국에서
근무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동남아시아 프로젝트 근접성을 위해
태국 치앙마이에 스튜디오를 지었을 때, C선교사 가족은 6 년 전에
태국으로 왔습니다.

“음악적 재능과 경험이 있는 팀
선교사는 합창단을 지도하면서
‘다시 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과거 삶 속 한 부분에
다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소수의 구술 언어 그룹을 녹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14 개월 동안 팀(Tim)선교사는 필리핀, 베트남 및
미얀마에서 18 개 언어를 녹음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예수 영화
프로젝트는 시작해서 마칠 때 까지 2 ~3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선교사 및 번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영화의 대본을 번역하고 성우를
정하고 대사를 녹음하고 녹음을 편집합니다. 팀(Tim)선교사는
이동식 스튜디오에서 필기한 대사를 사용해 소리로 녹음합니다.
그런 다음 립싱크로 녹음하고 자막도 첨가합니다. 심지어 배경
음향에 닭소음같은 것도 편집합니다.
리사(Lisa)선교사는 세 딸을 홈스쿨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태국으로 이사했을 때도 그런 맥락으로 계속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리사선교사는 홈스쿨링 가정을 위한 GIS의 대외 확장 서비스 부서
(ESD)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팀과 리사 선교사는 큰 딸이 9 학년이
될 무렵, 딸이 급우들이 있는 보다 체계화된 학습환경의 필요를 보고
GIS의 학생으로 등록했습니다. 결국 다른 두 딸들도 그레이스 학교
(GIS)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팀, 합창단 및 미술수업은
특히 아이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팀과 리사 선교사는 예수 영화사역과 더불어, 이번 학기에 GIS에서
고등학교 합창단을 지도했습니다. 음악적 재능과 경험이 있는 팀
선교사는 합창단을 지도하면서 ‘다시 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과거 삶 속 한 부분에 다시 들어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도전이었고 매우 바쁘게 안식년을 보냈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 자녀의 친구들과 다른 선교사들과 친해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www.gisthailand.org

Grace International School exists to enable international Christian
workers to remain in their field of service by providing for the
educational needs of their childr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