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1: 래리 젠트/아메리카 원주민/아메리카 인디언

“태초에”

여는 기도: (진행자)
소개
이름, 신앙 공동체 소속,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알게 되면 종종 놀라는 것.
토의 질문들 (비디오 전)
1. 당신이 때때로 도전적인 것이 되는 인종에 관한 대화,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다양성
있는 지역 사회, 국가 및 세계에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이러한 주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형성하는 어떤 성경 구절 혹은 신학적 개념이 떠오릅니까?
(예 : Imago Dei , 또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2. 인종과 인종 차별에 대한 대화에 대한 당신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 대화들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그 대화들의 성공 또는 실패에 기여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성경 구절 :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26-27, 새번역)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우리를 서로에게 밀착시키거나 서로 분리시키는 인간의
특성입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알몸으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가족, 문화 및 사회는 특정
문화, 국가 또는 민족 집단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입힙니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
속에서 살고 성장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이야기는 가설,
신념 및 뿌리 깊은 습관이 됩니다. 공유된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지와 우리가 관계 맺거나 소통하기로 선택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암송해 왔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근원에 대한
놀라운 진술입니다. 인간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신성하고 다양한 형상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다양성은 우리의 창조 이야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안에 다양성을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샛날이 지났다." (창세기 1:31, 새번역)
구세계에서의 인종 차별의 시작과 북미 신세계에의 인종차별의 뿌리에 대한 비디오를
보면서 성경구절들을 묵상하십시오.’

비디오
토의 질문
1. 지금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또는 어떤 감정을 비디오를 보면서 느꼈습니까)?
2. 왜 그렇게 느꼈습니까? 무엇인 그런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3. 기독교인으로서 이 고통스러운 역사와 그 유산에 반응하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행동하는 제자도: 창조와 세례에 있는 물의 힘
물은 창세기 창조 이야기와 자연 속에서 강력한 힘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의 물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까지 아기를 보호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3-16-17, 새번역)
연합감리교회의 세례 언약에서 구성원들은 "우리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던지 악과 불의,
억압에 저항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 받아
들인다"고 개별적으로 그리고 단체적으로 단언합니다.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34 쪽)

케이틀린 커티스(Kaitlin B. Curtice)는 그녀의 저서 「원주민: 정체성, 소속감, 하나님의
재발견」(Native : Identity, Belonging, Rediscovering God)에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만일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야기가 모든 것이 흠뻑 젖고 극복 된
홍수 이후의 새로운 시작과 마찬가지로, 인간성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동일한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어떻겠는가?
우리는 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창조된 의도대로의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두려움과, 얽매임, 제약이 없이
뛰어든다면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커티스, 2020c, 11 쪽)
자기 성찰을 위한 시간
당신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류를 창조 하셨다고 확언합니까?
배우는 사람으로써 가설, 신념 및 습관에 의문을 제기하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음을
동의하시겠습니까?
마무리
의견, 질문 및 공지사항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진행자 또는 참가자가 마침기도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