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번째 동영상: 바바라 배트슨, 버지니아 도서관, 리치몬드, 버지니아
“삶 또는 죽음"
여는 기도 (인도자)
소그룹 언약
성경 본문: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
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
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7-11, 새번역)
최초의 아프리카인들은 영국 민간 선박이 1619년 8월 버지니아 햄프턴의 포인트 컴포트
(Point Comfort)에 도착했을 때 물자와 교환되었습니다. 1865년 6월 19일, 텍사스 갤버스턴
사람들은 모든 노예가 자유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합법적 노예제도는 1865년 12월
6일 제13차 헌법 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
246년 동안, 많은 백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흑인 형제자매를 백인들에게 복종하
도록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또는 많은 백인 기독교인들은 흑인들을 노예로 만드는 사회정
치적 시스템을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일부 미국인들에게 부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독립선언이나 해방선언도 백인의 권력과 지배를 위한 시스템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246년
동안, 소수의 아프리카인이나 그들의 후손들은 육체노동을 통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의 몸
은 버지니아의 경제 시스템을 작동시킨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그들의 기술
이나 지식, 또는 노동자, 직공, 뱃사공, 또는 경비원과 같은 중노동으로부터 이익도 얻지 못
했습니다.
토의를 위한 질문 (비디오 시청 전)
남북전쟁 전후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았습니까? 인디언, 노예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은 어린이들, 여자들, 남성들을 위한 목자들(Shepherds)은 누구였습니까? 감리교 성직자들
은 어떻게 그들을 격려하고, 치유하며, 그들의 상처를 묶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하
나님의 정의를 추구했습니까? 감리교인들은 인종에 기반을 둔 노예제도를 거부했습니까? 버

지니아주의 감리교인들은 노예나 자유민의 노동에 기초하지 않은 새로운 경제에 대한 정치
적인 토론에 참여했습니까?
비디오 시청
토의를 위한 질문 (비디오 시청 후)
미국에서는 더욱 큰 정의와 포용을 향한 운동이 지속하지 못하거나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일부를 위한 진보는 모두를 위한 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비디오에서 배운 것
중에서 나누고 싶은 생각이나 의견이 있습니까?
바바라는 흑인 남성들의 권리를 박탈한 버지니아 헌법이 비준되었을 때, 백인 교회들은 대
체로 침묵을 지켰지만, 흑인 교회들은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디오를 끝맺
었습니다. 현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늘날에도 흑인과 백인의 기독교인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차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과 관점의 차이에 관한 대화나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교회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구절: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
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 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예레미야 6:14-15a, 16, 새번역)
행동하는 제자도: 선한 목자는 풍성한 삶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입니까?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해로운 태도, 행동, 말을 인정하기
위해 사랑의 막대기(rod)와 지팡이(staff)를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모임은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를 위한 묵상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는 악과 불의, 억압에 맞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자유를 가
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삶을 방해하는 행동 패턴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의를 향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마치며
의견, 질문, 그리고 공지사항을 나눌 시간을 갖습니다. 인도자나 참여자 중 한 분이 마치는
기도를 합니다.
발표자 소개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인 바바라 배트슨(Barbara Batson)은 역사박물관에 대한 경험이 있는 박
물관 전문가입니다. 1997년부터 그녀는 버지니아 도서관에서 전시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다.
바바라는 또한 “Freeing Art from Wood: The Sculpture of Leslie Garland Bolling”를 전시했는
데, 1940년대 이후 아프리카계 미국인 예술가의 첫 주요 전시회였습니다.
평생 장로교 신자인 바바라는 리치먼드의 제2장로교회 교인으로, 성가대원이자, 1845년부터
리치먼드의 흑인 공동체와 제2장로교회의 관계를 조사하는 위원회의 일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