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섯번째 동영상: 벤자민 캠벨, 성공회 성바울 교회, 리치먼드, 버지니아 
 

“숨겨진 이야기” 
 
여는 기도 (인도자) 
 
소그룹 언약 
 
성경 본문: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13-15) 
 
버지니아의 입법인들은 백인이 아닌 사람들의 근본적인 인권을 외면했습니다.  인종에 따른 

노예제도에 관한 버지니아의 법은 흑인, 북미원주민, 흑백 혼혈인 노예들의 몸들을 “부동산 (real 

estate)”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은 후에도 그 묶인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혹 

어떤 노예던지 교정이나 처벌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훼손을 입거나, 죽을 경우, 그들의 

주인들은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토의를 위한 질문 
 
혹 어느 개인, 장소, 또는 기관의 역사에 대해 배우게 된 후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좋고 순수한 

것으로 알았던 것이 문제의 과거를 드러낸 적이 있나요?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비디오 시청 
 
토의을 위한 질문 
 
벤 캠벨 목사는 역사의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그리고 진실이 숨겨짐에서 오는 

트라우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버지니아와 미국의 

어두운 역사에 대해 배우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배운 것은 무엇이었나요? 
 



리치먼드의 감리교회를 포함한 교회들은 노예들이 사고 팔려지던 장소들이 보이는 곳들을 피해 

그들의 건물들을 옯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슷한 모습으로 죄에 맞서 저항하는 대신 피하고 있는 

경우가 혹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들이 좀 더 온전한 역사를 말함으로써 치유와 화해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3-16) 
 
예수님의 비유들에 대해 교회과 감리교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점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빛과 소금, 일상적이고 중요한 두 가지의 것으로 신실한 삶을 상징하셨습니다.  소금은 

유효 기간이 있습니까?  소금이 상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겉은 소금처럼 보일지 몰라도 

맛을 내고 보존하는 기능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초기 감리교인들은 노예 매매의 중심지였던 

리치먼드의 샤코 보텀 (Shockoe Bottom) 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나요?  이들이 모인 곳은 노예 시장에 근접해 있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해방을 위해 목소리를 드놓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건물을 

옮겨 노예시장의 끔찍한 광경과 소리와 냄새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이 되는 데에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위해 외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던 패트릭 헨리의 외침은, 재산을 소유했던 

백인들의 자유를 향한 미국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냇 터너의 외침은 백인들을 향한 의로운 

보복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가장 작은 이들”의 자유, 해방, 그리고 구제를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남부 각지로 팔려간 흑인들의 수는 삼십 만에서 오십 만에 

달했습니다.  과연 누가 그들의 몸과 영혼을 위한 빛과 소금의 증인들이었나요? 
 
우리는 역사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 행동, 가족들, 그리고 교회들에 존재하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인종에 따른 노예제도에서 나온 인종차별의 어두움에 우리 

함께 빛을 비추십시다. 
 
행동하는 제자도: 진리의 힘 
 
벤 캠벨의 동영상은 어떻게 문화의 영향으로 참 역사가 수세기동안 감추어질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온전한 진실은 교과서, 전통, 또는 위인전기에 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버지니아의, 그리고 감리교인들과 미국인들의 숨겨지고, 기록되지 않은, 

나누어지지 않은 과거를 찾기 위한 배움의 길을 나서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를 위한 묵상 
 
혹시 더 알게 됨으로써 당신의 이야기, 근본, 경험이 무효될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유산을 귀하게 여김과 동시에 다른 이들의 것을 배울 수 있는 영적, 정서적인 힘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 발견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마치며 
 
질문, 코멘트, 공지를 위한 시간을 가집니다.  인도자 또는 참여자의 기도로 마칩니다. 
 
발표자 소개 
 
벤 캠벨은 버지니아 리치먼드의 성공회 성바울 교회의 교역자로 섬기고 있다.  리치먼드의 저명한 

인권운동가 및 성직자인 그는 동시에 아버지, 남편, 쌍동이, 칠세대 째 버지니아인, 그리고 

“Richmond’s Unhealed History”의 저자이다.  그는 Church Hill 에 위치한 크리스천 공동체 및 

수양회인 Richmond Hill 의 설립자이다.  (출처: 성공회 성바울 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