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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축복
뉴질랜드인 그렉와 로지 블럭 선교사의 선교 여정을 들으면서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때 물러나는 사람유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럭 선교사 내외의 장기 계획은 오지지역에 자기 부족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였습니다. 2008년 그들은 치앙마이에
도착하였고 두 자녀-토마스와 싼시-는 그레이스 국제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블럭 선교사는 태국어를 배우고 성경번역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그레이스 학교 가족과 이웃으로 정착하면서 아이들은 빠르게 친구를 사귈
수 있었습니다.
2011 년에 블럭 선교사 내외는 치앙마이 남쪽 마을에 살며 정령 숭배를
하는 부이(Bui)* 부족을 소개 받았습니다. 그렉와 로지 블럭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부이언어로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을 기숙사 학교에 보냈을
때 가족과 잘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그렉과
로지선교사는 자녀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인
토마스는 부족마을에서 만족했지만 외향적인 성격인 싼시는 점점 더
어려워 했습니다. 싼시는 그레이스 학교(GIS)의 많은 친구들을 정말
그리워했습니다.

다른 가정이 자녀를 보살펴 준
덕분에, 그렉과 로지 선교사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블럭
선교사팀은 올해 6 월에 전화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 건의 구술 성경
이야기를 제작했습니다.

부족마을에서 첫 해를 보낸 후 싼시는 GIS로 돌아가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그렉과 로지 선교사는 싼시의 요청를 들어주는 동시에 부이사람들을 향한
사명을 어떻게 완수할 지를 생각했습니다. 위클리프( Wycliffe)의 동료이며
GIS 공동체의 한 가족이 싼시가 그들과 함께 지내도록 제안했습니다.
2014 년 토마스를 뉴질랜드 대학에 정착시키고 싼시는 대여섯의 좋은
가정과 함께 기거하며 그레이스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여 그렉과 로지
블럭선교사는 부족마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른 가정이 자녀를 보살펴 준 덕분에, 그렉과 로지 선교사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블럭 선교사팀은 올해 6 월에 전화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 건의 구술 성경 이야기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내년에 서면
성경번역을 시작하기 위해 부이 알파벳을 개발했습니다. 올해 1 월에
크리스찬이 된 새가족을 통해 하나님은 서서히 부이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렉과 로지선교사는 GIS 공동체를 통해 받은 축복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쌴시의 학교 행사에 대신 참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블럭선교사 내외는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쌴시의 기숙사 경험이 어떻게
샨시의 성품을 긍정적으로 형성시켰는지 또 GIS 이후의 삶가운데 겪을
변화 과정을 어떻게 쉽게 헤쳐나가는지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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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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