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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절한 시간에 공급하심
20년전, 캠퍼스 사역팀의 일원이며 신혼부부였던 게리 (Gary)와 로빈 엘워드
(Robin Alward) 선교사는 태국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젊은이들은 새로운 생각(예수님의 복음을
포함하여)을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게리와 로빈선교사는 대학 캠퍼스를
사역의 전략적 장소로 보았습니다. 젊고 낙관적인 에너지로 무장한 엘워드
선교사 내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자라고, 훈련되며 현지
태국 지도자들에게 위임되기까지 7년정도 걸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7 년이
지나면서 게리와 로빈선교사는 이 부르심이 평생동안임을 깨달았습니다.
엘워드 선교사 내외는 태국의 동북부 지역에서 수 년간 자신의 4명의
자녀들을 키워가며 대학생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사역에 임하면서 태국 대학생들이 주님께 나아오며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마침내 엘워드선교사와 외국 팀원들은 사역을 완료할
시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동북부 사역을 태국 신자들이
이끌어 가도록 위임했습니다.
많은 대학이 있는 치앙마이는 대학생 사역의 새로운 장을 펼칠 분명한 다음
지점으로 보였습니다. 2013 년에 엘워드 선교사가정은 다른 사역 스텝들과
함께 치앙마이로 옮겼왔습니다. 게리와 로빈 선교사는 치앙마이가 캠퍼스
사역을 위한 전략적 위치로 알고 있었지만 당시 자녀들의 필요때문에 그
전략이 어떻게 될 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엘워드 선교사 내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자라고,
훈련되며 현지 태국 지도자들에게
위임되기까지 7년정도 걸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7 년이 지나면서
게리와 로빈선교사는 이 부르심이
평생동안임을 깨달았습니다.”

치앙마이로 이사하면서 4자녀의 교육적 필요가 증가되고 사회성 부분에
염려가 되어 로빈 선교사는 “주님, 저희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GIS에서 제안한 일을 고려한 후에 엘워드
선교사는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에,
로빈선교사는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의 일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아이들도 돕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GIS
선교사 가족들을 알아감에 따라 로빈 선교사는 아시아 전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고 그녀의 역할을 통해 이런 사역을 지원하게
되어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로빈선교사는 그레이스 국제 학교(GIS)에서 단순히 자녀들의 학업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없다면,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이들을 인터넷 코스에
등록시켰을꺼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학생회, 스포츠 봉사활동 여행,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 같은 특별활동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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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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