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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때
2006년 에릭(Eric)과 크리스틴(Kristin) F 선교사는 사역지에서 큰아들의
교육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에릭과 크리스틴 선교사는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태국에 갈 때 그레이스 국제 학교(GIS)를 알아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교육기회를 보았고, 학교 견학이 끝날무렵 아들은
그레이스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틴 선교사의
마음속에는 “이것을 가능하게 할 방도는 없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레이스 학교에는 기숙사가 없는데 아들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 1년 전체 학비를 선불로 납부할 수 있는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아들은 일 년에 세 번있는 방학 때 외국에 있는 집으로 어떻게 여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였습니다.
크리스틴 선교사는 항공편으로 집에 돌아가면서 하나님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성경을 펼쳤을 때 이사야 43 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사 43 : 15-16) 이렇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크리스틴선교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물었습니다. “내가 네 아들의 교육을 위한 길을
만들어 줄 것을 믿을 수 있느냐?” “네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응답은 마음에 평강과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들의 교육을 위해 계획을
세우면서 F 선교사 내외는
현지에서 계속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때, 에릭과 크리스틴 선교사는 다음 학기에 GIS에 다닐 두 명의
남학생을 초대한다는 가정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가족은 에릭과 크리스틴의
아들 뿐 아니라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도 함께 받아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들이 살 수있는 곳을 예비해 주시고 친구도 허락해 주시고 해외여행을 할 때
함께할 동반자도 주셨습니다. 2 개월 후, 선교사는 예기치 못한 세금 공제를
받았는데, 이것은 학비를 납부하는데 필요한 꼭 맞는 액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들의 교육을
위해 계획을 세우면서 F 선교사 내외는 현지에서 계속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첫 아들이 그레이스학교를 졸업 한 후, F선교사 내외는 소속한
단체에서 치앙마이로 옮길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다른
세 명의 아들들과 함께 이사하여 아들들이 그레이스에 재학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에릭과 크리스틴선교사는 아들들 교육에 다른 방도가 없었는데 그레이스에서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레이스에서 미술과 과학수업을 들었고
그것은 현재 경력을 쌓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스포츠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또 학교 댄스에 참석하면서 신사적인 면모를
배웠고 스포츠 리더십 여행을 통해 희생정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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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에릭과 크리스틴선교사는
다른 사람들의 길을 만드는데 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막내아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태국을 떠나게 된 시점에서 선교사 가정은
그레이스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