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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in Action

Stories of God at work in and through the GIS community

재배치
8년전, 죠(Joe)씨와 유미 총시리와타나끼와(Yumi
Chongsiriwatana)씨는 미국 켈리포니아 실리콘벨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죠씨는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고 작업 치료사인 유미씨는 세명의 아이들을
홈스쿨링하는 전업 주부였습니다.
2009년에 죠씨와 유미씨가 다니던 교회에서
조씨가 자란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계획했습니다.
총시리와타나네는 아이들과 함께 단기선교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 단기 방문으로 시작한 것이
나중엔 8년 간 재배치 되어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죠씨와 유미씨가 전임 사역을 위해 태국에
도착했을 때 죠선교사는 아동 매매를 저항하는
단체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죠선교사는
태국사람이지만 16세에 태국을 떠났기에 태국문화를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태국어로
번역하면서, 죠 선교사는 6700 만 명의 태국 국민 중
기독교 지식이 없는 99 %의 태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려운 신학 개념을 설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죠선교사가 번역을 완료한 후, “이것으로 뭘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태국어로 된
전도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번역한 것을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미술담당자가 태국식 그림을
개발하여 첨가했고 죠선교사는 8500부를 인쇄했습니다.
죠선교사는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으며 전임으로 전도자료를 개발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동안, 거의 7만부의 죠선교사의
책이 죠 선교사와 연결된 태국 교회를 통해
태국전역에 배포되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전도행사, 병원 환자들을 위해, 또 홍수피해자들을
위해 배포되었습니다. 음식과 생필품 패키지와 함께
이 책을 읽도록, 의미있는 선물로 제공했습니다. 연이은
개정판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상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죠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태국어로 된 여러 훌륭한
성경 번역본이 있지만 이 책은 기독교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기독교를 소개한다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죠선교사는 자신의 사역에 바쁩니다.
유미선교사와 아이들은 행복하게 GIS에 다니고
있습니다. 2009년에 죠와 유미선교사는 장기 사역의

“그레이스 학교 선생님들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

장소로 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GIS가 존재한다는 사실로,
이곳으로 오는데 방해물로 작용하던것이 제거되었습니다.
아이들이 GIS에서 영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대학과 대학 생활을 GIS에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미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그레이스 학교 선생님들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 유미선교사는 미국을 떠나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2010년, GIS에서
작업치료사의 필요를 알고 응답했습니다. 유미선교사는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누락된 블럭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축복이라고 느낍니다.
총시리와타나끼와( Chongsiriwatana) 가족의 사역과
자료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의 웹사이트
thaiword.org. 를 방문하거나 죠 선교사joechong@mac.
com.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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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