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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상충될 때

“GIS는 학업과 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도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방안을 모색하는
학교입니다. 또한 그 학부모가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음을 가진 학교입니다.”

www.gisthailand.org

그레이스 학교에 재학하는 다른 가족과 달리 에릭(Eric)과
젠 포드(Jen Ford)선교사는 자녀 교육을 위해 태국으로 옮겨오지
않았습니다. GIS는 예상치 못한 보너스였습니다. 포드 선교사
팀이 사역상 필요한 일을 그들이 거주하는 제한된 국가 외부에서
해야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치앙마이로 옮겨왔습니다.
젠선교사는 자녀들을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지만 그레이스 학교에
대해 좋은 평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입학 후 얼마지나지 않아
그들이 의심했던 아들의 학습 능력 문제가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젠선교사는 주님이 자신에게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여신다는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 후 아들의 필요가 절실하다는 알았고 아들의 세계와 엄마의
세계가 상충되었습니다.
왜 아들이 힘들어 하는지 잘 몰랐기에 젠 선교사는 그에 대해
배우고 아들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아들의 증상에 대한
진단을 모색했을 때, 그녀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아이들을
돕는 것에 관해 배웠습니다. 그녀는 일부 아이들이 가지고있는
수수께끼 같은 학습 장애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젠선교사는 하나님이 다음에 하라고 한 바로 그 일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학교로 돌아가서
발달 심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겪고있는 발달상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젠선교사의 지지와 그레이스 학교 전문 교사의
테스트를 통해 젠선교사 아들의 어려움을 진단해 내었고 그 아이의
필요를 알게 되었습니다.
“GIS는 학업과 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도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방안을 모색하는 학교입니다. 또한 그 학부모가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음을 가진 학교입니다.” 라고
젠선교사가 말했습니다. “GIS가 아들의 한계를 극복 할 수있는
구체적인 돌봄을 제공할 능력이 있고 기쁘게 제공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젠선교사는 학위를 마치면서 자신이 배운 것을 자기 아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른 아이들도 도울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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