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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 위에 은혜
GIS 한국 공동체 코디네이터인 박경화(Deborah) 선교사와 함께 보낸 시간은
감동스런 경험이였습니다. 박선교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달되고 또
사역에 대한 열정이 다른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1995년부터, 김주만, 박경화선교사는 태국에서 교회 개척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방콕 근교 랑싯지역에서 팀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은
북부 지역 치앙마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사 내외가 랑싯에서
사역하는 동안 초등학교 2학년 딸 혜원이를 방콕에 있는 학교에 보냈습니다.
매일 왕복 4-5시간을 스쿨 봉고를 타고 통학했습니다. 둘째 혜미는 집근처
태국 유치원에 보냈는데 여러 불교의식에 참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그럼에도 김선교사 내외는 하나님께서
태국으로 부르셨고 딸들을 보살펴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에서 안식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김선교사가정이 치앙마이에서
사역하도록 방향을 변경시키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찾던 중, 친구가
다른 학교와 함께 당시 신설학교인 그레이스 학교(GIS)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두 학교를 돌아보고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혜원이와 혜미는 “하나님께서 그레이스로
인도하시는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김, 박선교사는 아이들이 그레이스 학교에 다니기 전까지는 그레이스 학교가
얼마나 특별한 학교인지 잘 몰랐습니다. 학교 비전과 교사들의 헌신을 보았고
선교사 자녀들을 교육하는 학교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이들을 그레이스 학교
(GIS)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시간에 가장 큰 은혜로 채워
주셨고 선교사역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박경화 선교사는 치앙마이에서 사역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현재 5개의 교회와 학사와
사역센터가 있고 3개의 대학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Student for Christ:
SFC)”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2011년 김주만 선교사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매쨈 학사에
불이나서 건물이 다 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생들 모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바로 옆 건물인 교회로 이동했기에 화재 당시, 아무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일이 있고 많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년 후에 학사를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시간에 가장 큰 은혜로 채워
주셨고 선교사역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박경화(Deborah) 선교사의 주된 역할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한국 학부모와
그레이스 학교 간에 의사소통의 문제와 문화적 상이함을 발견하고 학부모
대표로서 돕기 시작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GIS한국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현재 9년 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박선교사는 주로 통역과
번역작업을 하며 한국 문화에 대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입학, 교육에 대해
컨설팅하며 학교를 방문하는 가족 및 단기팀에게 학교 소식과 비전을 나눕니다.
이 모든 역할을 통해 효과적인 이해를 도모하며 전체 GIS공동체에 많은 호평을
받는 섬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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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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