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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보안
1999년, 그레이스 국제 학교가 개교할 때, 붐 모스비(Boom Mosby)선생님은 첫번째 태국어 교사였습니다.
개교 첫해에는 단지 169명의 학생들이 재학했고 붐 선생님은 유치원부터 고등학생들까지 가르쳤습니다.
붐선생님은 종종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학교 외부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붐선생님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기에 그레이스는 붐선생님의 가족이 되었고 신앙을 키운 곳이
되었습니다. 붐선생님이 발견했던 공동체 의식은 갈망한 가치였고 언젠가 본인 아이들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리라 생각하고 기뻤습니다. 얼마있지 않아 붐선생님은 그레이스의 다른 스텝과 만나게 되었고 2년간 연애한
후 결혼을 했습니다.
붐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한 열정으로 태국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붐 선생님은 인신매매와 성적 학대를
당하는 아동을 옹호하는 허그 프로젝트(Hug Project)의 설립자이자 디렉터입니다. 허그프로젝트는 고위
공무원, 지역 지도자, 지역 경찰 및 국제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합니다. 붐선생님은 현재 태국 경찰 자문 위원회의
유일한 비정부기구(NGO) 소속 인재입니다. 허그 프로젝트에서는 피해자들과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허그 프로젝트는 가족 연결 재단의 사역으로 인신매매 및 아동 보호분야에서 태국
경찰에게 자문하는 유일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2017년, 붐 모스비(Boom Mosby)선생님은 미국 국무부로부터
태국 인신매매 방지 노력의 공로를 인정받아 “영웅상(Hero’s Award)을 수상했습니다.
많은 취약한 어린이들을 만난 후, 붐선생님과 남편은 자신의 두 자녀를 위해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응답은 믿을 수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부합하고 자녀들이 안전할
수 있는 그레이스 학교에 보내는 것 이였습니다. 붐선생님은 말합니다. “제 남편과 저는 업무차 출장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레이스 학교에 믿고 보냅니다. 이런
환경의 구성원인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고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가 가족에 끼친 좋은 영향으로 붐선생님은 자신의 팀원들에게 아이들을 그레이스 학교로 보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에서 주는 안정감과 평화로운 마인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이들을 보낼 더
나은 장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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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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