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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목적문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여성의 공동체로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체험하며,
창의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며,
교회의 세계 선교에 동참함으로서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있다.

비전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전 세계 여성,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
을 위해 믿음, 사랑, 소망을 행동으로 실천한다.

비전의 실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 그리스도 안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한다.
우리는 성장할수 있도록 조직되며,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행동으
로 이끄는 유연한 구조를 갖춘다.
우리는 세계의 여성들과 소녀들이 공동체와 단체, 직장과 교회 및
공적기관의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킨다.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도록 자비로운 봉사와 옹호를 통해
불공정한 정책과 체제를 바꾸려 일한다.
우리는 적합한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여 개인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인도하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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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서론 G

영적 성장 교재인 <부활의 실천: 마가복음과 진보적인 제자도>의 목적은 예수님을 해방자로서 만나고, 진보
적인 제자도를 실천하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1에 입각한 공동체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방자 예수의 모습이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다고 전제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맞지 않는다
면, 예수님 이름으로 제자가 되겠다고 한 헌신이 의미했던 내용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가복음은 그 불같은 긴급성과 치열한 갈등, 그리고 점증하는 폭력성과 개인 및 공동체의 급진적 변혁이 없
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일관된 주장으로 우리를 놀라게 한다.
비비씨 뜨리(BBC Three)에서 방영된 짧은 비디오 영상이 있는데, 그것은 한 젊은 백인 남자가 어두운 조
명과 채색 유리가 있는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의 억양은 영국인의 것이며 그는 예수님
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는 절실해 보이고 다른 곳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보인다. 갑자기 예수님이 눈
을 못 뜰 정도로 밝은 빛 속에 나타나셔서 위로하는 말씀을 하신다: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들을 수 있다. 나
는 언제나 너의 기도를 들어왔다. . .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를 도우러 왔다.”
이 가운을 걸치고 머리를 꼰 모습의 흑인 남자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당황하여 이 젊은 백인 남
자는 소리친다. “당신은 예수님이 아니야!” 그는 흰 피부색과 금발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예수님의 사진이
성전에 걸려 있는 것을 가리키면서 자신의 확신을 강조하였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자신이 태어난 곳은 중동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예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예수님은 자기 이야기가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화가 난 정부
공무원들의 무리에게 체포되었고,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뒤집어쓰고 구타당했다. “그것은. . . 백인들
에게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말하였다.
그 젊은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예수님은 다시 물어보았다. “너는 내가 아닌 백인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래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젊은이는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셨
다. “아니다! 백인 예수는 없다! 너는 내 도움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 젊은이는 그 대답을 생각해보더니 마지못해 예수님에게서 도움을 받겠다고 동의하였다. “어쨌든,” 그
젊은이는 말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우리는 모두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수님의 마지막 반응
은 이렇게 나온다. “글쎄 지금은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너에게 말해주기에 적절한 시간은 아닌 것 같구나.”2
이 교재는, 마가 복음서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등이 벽에 붙을 때까지 내몰린 삶을 살면서 조직적인 억압
을 받은 백성의 한 사람인 유대인 예수와 함께 하는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한다.3 그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일반인들이 가진 전형적인 메시아의 이미지에 들어맞지 않는다. 마가복음 5:17에 나오는 돼지 떼를 치던 이
들과 마을 사람들처럼 어떤 이들은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요구사항이 많은 예수님에게 떠나 달라고 간청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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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수님은 진보적인 예언자 전통을 구현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의 비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비전, 그
리고 제국의 억압적인 폭력적인 권력에 직접 대항하고 저항하는 삶을 사는 전통에 서신 분이다. 거듭해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조직과 구조, 신학과 전통에 의해서 억압되어온 이들을 삶의 현장에서 해방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권고한다. 우리는 권력 있고 특권이 있는 이들의 편에 서지 않고, 매일 매일 이런 지
배 권력에 공격당하는 이들의 편에 서라고 초청받는다. 우리는 제국의 죽음을 부르는 권력을 폭로하시는 예
수님,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실천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편에 서라고 도전받는
다. 점증하는 경제적인 불평등, 폭력적인 정치, 군사적인 점령과 무자비한 조직적인 부정의가 판치는 세상에
서 정의를 추구하시는 예수님의 편에 서라는 초청을 받는다.
이 인도자 지침서는 선교학교(Mission u)를 위해 기획된 것이지만, 주일학교나 독서 모임 같은 소그룹, 교
회 모임,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수양회 같은 큰 모임에서도 쉽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침서는 변혁 혹은 해방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교육방법은 전통적인 선생이 제자를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방법이다. 이렇게 공동체의 지혜를 모아
함께 변해가는 과정에서는 모든 사람이 선생이고 모든 사람이 학생이다. 지도자는 그 경우에 활기를 불어넣
는 사람, 생명을 가지도록 하는 사람,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도와서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
도록 초청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해방 교육 방식은 결과보다 과정을, 일방적
인 주제보다는 개방성을, 통제보다는 동행을 강조한다. 이 방법은 유연성, 창의성, 경청,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아주 폭넓은 유머 감각을 요구한다.
이 교재는 인도자들에게 이렇게 준비할 것을 권한다:
1.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을 생활화하기로 다짐한다. 이것은 숲속을 걷는다든지, 짧은 성구를 외우는
센터링 기도나 호흡 기도를 하든지, 우리 생각을 흔들어 놓을 독서를 통해 자신을 개방하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음악을 듣는 등 여러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
2. 마가복음 전체를 여러 번 읽는다. 매번 읽을 때마다 한 번에 다 읽도록 한다. 이것은 내 친구이자 연합
감리교회 정회원, 신학교 교수, 뛰어난 마가복음 학자인 띠어도어 제닝스(Theodore Jennings)의 제안
이다. 그런 후 다음 질문을 스스로 해 보라고 그는 제안한다: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유일한 이
야기들이라면, 만약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주어진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고 말할 것인가?”
3. <부활의 실천>에 나오는 각 장의 핵심 구절들을 본문 내용을 읽기 전에 읽는다. 그러면 독자들은 자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책과 대화를 하는 가운
데 새로운 경험들과 생각들을 탐구할 수 있다.
4. 영적 성장 부분을 읽을 때는 펜을 가지고 읽으면서 질문들이나, 생각들이나, 다른 자료들에 대한 연결
된 내용을 읽으면서 여백에 적도록 한다. 본문이 하는 말을 반박해보고 특별히 도전되거나, 불편하거
나, 도움이 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표시한다.
5. 묵상 일지를 시작한다. 마가의 이야기들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에 관한 생각, 이야기들, 이미지들, 묵상
들을 적는다. 특히 마음을 뒤집어 놓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는다. 각 장의 마지
막에 있는 ‘개인적인 성찰: 진보적인 제자도를 놓고 씨름하기’ 부분에 대한 자신의 응답을 적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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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책을 읽는 곳 가까운 곳에 빈 상자를 하나 둔다. 그래서 모임을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자
료들과 소셜 미디아, 노래들, 비디오 클립들, 기록 영화에 대한 자료들, 사진들, 만화들, 신문 기사 오린
내용을 모으도록 한다.
7.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정한다. 자신의 국적, 지리적 위치, 성별, 나이, 교육 정도, 인종, 민족, 가족의 기
원, 경제적인 상태, 결혼 상태, 성적인 정체성, 언어, 신체적인 능력 등을 살펴보고 자신의 사회적인 위
치에서 자신에게 특권과 힘과 지위를 주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자신이 주변의 제도와 구조에
의해서 특권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표적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한다. 예를 들면, 내가 사는 곳에서는 백
인 중상위층의 수입이 있는, 그리고 젊거나 늙은 사람 중간 어디엔가에 있는, 이성애를 하는 남자로서
신체 건강하고 (내 친구 중의 하나는 “탭” 즉 일시적으로 기능하는 몸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한다) 대학
교육을 받은 미국 시민은 제도와 조직에 의해 특권을 가지고 힘을 유지한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마
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해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
보라.
8. 참여하는 방식의 성경 공부 과정을 경험한다. 만약 자신이 힘이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라면 자
신의 사회적 위치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변부에 있는 이들과 연대해
서 위치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한 경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벽에 등이 닿도록
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목소리들을 듣도록 강력히 추천한다. 만약 직접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없
다면 독서, 비디오, 영화, 시, 음악이나 다른 형태의 예술을 통해서 만나보라. 이런 참여적 성경 공부 과
정을 다양한 본문을 가지고 실험해 보라.
9. 독자들이 마가복음의 예수님과 함께 이 교재를 통해서 여행하는 동안, 진보적인 제자도의 특징들을 기
록해 둔다. 독자들은 마가복음 안에서 그리고 영적 성장 본문 안 어디에서 다음의 내용을 접하게 되었
는가?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보적인 제자도를 규정하는가? 이 목록에서 빠진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규정된 진보적인 제자도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사랑의 공동체를 가꾸는 일, 경계를 허무는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과감하게 사랑하기;
• 해방된, 그리고 해방하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일,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 안
에서 구현하기;

• 제도적으로 억압당하는 이들과 함께 그들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나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닌) 사역들을
만들어 가고,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까운 거리에서 동역하는 것을 실천하기;

• 지금 이 세상에서 개인적 및 공동체적인 급진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구원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기;
• 자선보다는 정의에 투자하기; 우리 주변의 세상 속에 있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제국, 정책, 신학, 구
조와 제도를 변화시키고, 깨고, 흔들어 대고, 도전하고, 직면하고, 대화하고, 이름을 붙이고, 정체를 드
러내는 일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집단으로 하기;

• 예수 운동의 동역자로 살면서 지배와 죽음의 제도와 구조의 방관자가 되거나 침묵하거나 타협하거나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매일 매일 부활을 실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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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장소 준비
모임을 위해 어떤 방을 쓸 수 있을지 당신이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방을 사용하든지 그 공간을 환
영하고 배우는 장소로 만들 수는 있다. 준비하기 전에 먼저 방을 살펴보고 음향과 전기 시설, 인터넷 연결 상
태(당신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음악이나 비디오 클립이 쉽게 연결 되는지 확인할 것), 조명, 온도, 벽이나 문
에 무엇을 걸 수 있는지, 자료 테이블, 진열대를 놓을 곳 등을 살핀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4번의 모임
내용과 부록, 보충자료를 복사하거나, 틀어 주거나, 보여줄 수 있는 음악과 비디오 사용허가를 받아 두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간에는 제안된 노래들 혹은 본인이 고른 노래들을 배경 음악으로만 사용하도록 한다.
의자 배열은 원으로 하고 필요한 자료들은 가까운 곳에 둔다. 뉴스 프린트 종이, 그것을 세워둘 칠판 대,
마커, 그리고 테이프 등은 자리 가까운데 두되, 원에서는 약간 바깥쪽에 둔다. 묵상 노트는 의자마다 하나씩
둔다. 공책은 가까운 가게에서 1불 이하로 살 수 있다. 각 참가자에게 두 번째 모임 동안에 자기 묵상 노트
표지를 만드는 일을 시작해 보라고 초청하면 좋다.
원 한가운데는 제단을 만든다. 가능하면 낮은 둥근 테이블에 색색 천으로 덮어 둔다. 몇 가지 간단한 품목
들로 사용한다. 십자가나 배터리로 작동되는 초(들) 그리고 화병이나 빈 항아리면 좋다. 제단에 더하는 것
들은 각 모임 때마다 하나씩 더하는데, 참가자들이 가져온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전시할 물건을 놓을 테이블이나 진열대를 만들어서 책, 잡지, 글들, 다른 자료들을 가져와서 둔다. 여기에
는 참고 도서 목록에 있는 책들을 포함한다.
모든 활동 문방구들을 놓을 테이블을 하나 구석에 둔다: 크레용, 색연필, 마커, 분필, 펜, 풀, 테이프, 가
위, 공작용 종이, 백지, 포스터 종이, 파이프 청소도구, 그리고 다른 활동 자료들로 잡지들, 신문들, 스티키
노트, 인덱스카드 등을 준비한다. 벽에는 뉴스 프린트 종이나 스티키 노트에 다음 주제들을 적어서 붙일 공
간을 마련한다:

• 놀라움의 실천: 참가자들은 매번 모임에서 구체적인 “표적과 기사들”을 나누도록 초청될 것이다. 그리
고 그 목록은 늘어날 것이다. 벽에 붙이는 대신 빈 항아리가 제단에 있다면 참가자들에게 백지 자른
종이를 주고 거기다가 놀라운 경험을 적어서 항아리에 넣게 한다; 참가자들은 모임이 끝날 때 그 종이
조각을 가지고 가도록 한다

• 새롭게 배우기와 안다는 생각을 버리기: 참가자들은 자기들이 다시 배워야 한다고 믿는 내용을 구체
적으로 찾아내고, 그것들에 대한 고집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를 배우라는 초청을 받는다.

• 치유를 위해 저항하라/저항을 위해 치유되기: 참가자들은 이 일이 일어나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찾아보라는 초청을 받는다.

• 서론에 정의된 핵심 단어들: 참가자들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정의,” “해방/구원,” “진보적인 제
자도” 등의 단어들의 뜻을 살펴보도록 초청된다. 각 단어의 간단한 설명을 적어 둔다.

• 생각을 위한 주차장: 참가자들은 이 공간에 자기들의 질문이나, 갈등, 그리고 토론 중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들을 적어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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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모임의 준비물 목록
다음의 물품들은 모임마다 준비해 둔다:

•
•
•
•
•
•
•

뉴스프린트 종이 묶음과 종이 세우는 받침대
마커들
테이프
각 참가자가 쓸 묵상 일지와 펜
모임에 도움이 될 책들과 다른 자료들
제단과 거기에 따른 부속 물품들
문구용품들: 마커들, 크레용들, 색연필들, 가위, 분필, 펜, 풀, 테이프, 공작용 종이, 백지, 포스터 종이,
색색 파이프 클리너들, 잘라서 쓸 잡지나 신문, 스티키 노트, 그리고 색인 카드들

모임 준비
이 지침서에 나오는 모임들은 두 시간씩 네 번 하도록 계획되었다. 각 모임에는 다음의 순서들이 포함된다:
중심되는 생각들, 모임의 목표, 준비물 목록, 준비할 내용. 프로그램 개요, 모이는 시간, 원을 열기와 닫기, 예
배 관련 제안들, 본문을 가지고 씨름할 수 있는 선택 사항들, 그리고 진보적인 제자도를 개인으로나 공동체
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다음 모임을 위한 과제/준비 등을 포함한다. 부록에는 선택사항으로 예
배 순서와 각 모임에서 읽을 글들이 있다. 그것으로 매번의 모임을 마칠 수도 있다.
특별 부록도 첨부되어 있다. 이것은 두 시간짜리 모임을 위한 것으로 교재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추가 내
용과 교회에서 쉽게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후주
1.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왕국” 대신에 “가족 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주의하라. 이 용어는 처음에 아다 마리아 이사
시-디아즈(Ada Maria Isasi-Diaz)가 사용한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근거로 관계성, 공동체성, 그리고 평등성을 강조한다.
2. “백인 예수는 없다,” 파말란(Famalan), 영국 코메디 가이드, 비비씨뜨리(BBC Three) 비디오, 1분58초, 2018년 4월 12일 접속,
comedy.co.uk/tv/famalam/videos/15832/there_is_no_white_jesus.
3. 하워드 떨만 (Howard Thurman), 예수와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 (보스턴: 비컨 프레스, 1996; 첫 출판은 아빙돈 프레스,
1949),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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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모임

f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

F

중심되는생각들
여기에 있는 인용구들은 <부활의 실천> 부분에서 취한 것들로 독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 모임의 주제에 집중하도록 하는 데 사용하기 바란다.

E

우리는 마가복음의 저자를 모른다.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자 신학자이며 신학교 교수인 띠어도어 제닝스)
(Theodore Jennings)는 마가복음의 익명 저자를 지칭할 때 여성 대명사를 사용한다. 비록 누가 마가복음의)
저자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여자가 예수님의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녔다는 것을 주목하고 제닝스)
(Jennings)는 이렇게 적고 있다. 여자들은 종종 “남성 중심의 역사, 교회 지도력, 학문과 교육 기관들에 의해서)
눈에 뜨이지 않는 익명의 사람들로 취급되었다. 그러므로 ‘그녀’라는 대명사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이처럼)
여성의 운명인 익명성을 선택한 저자에게 잘 어울리는 단어이다.”)1 제닝스(Jennings)의 제안을 따라 나도)
마가복음의 저자를 지칭할 때는 ‘그녀’라는 대명사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교회와 성경 안에서)
침묵 당하고, 무시당하고,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당했던 여성들을 기억하고 싶다—복음서의 저자를 여성 대)
명사로 지칭할 때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가부장제의 잔재가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좋은 증거이다)
(viii)쪽).)
마가복음에서 제자도는 이러한 불같은 “거룩한 조급함,” 즉 통상적인 일을 계속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냥)
그럭저럭하지 않으려는 마음, 늘 하던 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으려는 마음을 말한다. 가장 짧은 복음서인 마가)
복음은 27번에 걸쳐 “즉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마가는 우리를 앞으로 밀어내고, 밖으로 밀어내어, 거리로)
나가게)한다.)그녀가 이렇게 밀어내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마틴 루터 킹 박사의 “현재의 불같은 긴급성”이라는)
말이 가져다주는 결정적인 임박성을 느끼게된다 (10쪽).)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구조들을 해체하는 진보적인 제자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방해)
요소들은 배타적인 정책, 관행, 편협한 신학을 유지하는 교회의 정책들과 구조들이 포함된다 (47쪽).)
우리는 함께 지속해서, 열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용감하게 일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기꺼이 모험을)
감수하고, 그래서 치유의 새로운 통로가 열리게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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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의 목적
우리의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고, 예수님이 마가복음과 진보적인 제자도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것이 우리
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

준비물 목록

•
•
•
•
•

모임에 필요한 음악 (아래 추천 음악 참조)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기도문이나 다른 읽을 내용을 담은 유인물
성경책
루신다 윌리암스(Lucinda Williams)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의 녹음.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음: youtube.com/watch?v=tbCT1HT2nD4&feature=youtu.be

• 교재 본문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상들을 담은 포스터를 만든다: 라
이베리아(Liberia)에서 벌어진 레이마 그보위(Leymah Gbowee)와 여인들의 기도운동; 남아공의 해
방 운동; 미국의 인권 운동; 블랙 라이브즈 (Black Lives)운동; 스탠딩 락(Standing Rock); 1968년과
2018년의 푸어 피플즈 캠페인(Poor People’s Campaign); 연합감리교회의 화해하는 회중(Reconciling Congregations)에 대한 긍정; 노 모어 데스( No More Deaths)를 포함한 이민자 보호 운동. 이런
포스터를 붙이고 옆에 백지 포스터를 놓아 참가자들이 자기 그림이나 잡지, 신문, 혹은 인터넷 등에서
발췌한 다른 예들을 붙여 놓게 할 수 있다.
출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루신다 윌리암스(Lucinda Williams). 판권℗2010 UMG Recordings, Inc.

준비 노트
1. 자기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관해 쓴 글을 보고, 그것이 본문에서 제시된 진보적인 제자도를 실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당신은 억압 구조의 희생자인가? 아니면 그러한 제도에 의해서
특권을 누리는 그룹에 속하는가? 아니면 양쪽에 다 속하는가? 당신은 학습 인도자로서 억압 체제의 희생
공동체들과의 만남, 그들로부터 들은 목소리들, 그리고 그들이 쓴 이야기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2. 중심되는 생각들에 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인가? 당신은 마가복음의 저자를 여자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리고 진보적인 제자도의 예로 여자들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믿음에 관한 당신의 이해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어떤 도전을 받고 있나?
3. 스스로 성경 본문과 영적 성장 본문들에 익숙하여지도록 한다. 특히 마가복음2:1–12과 7:24–30, 마
태복음15:21–28, 그리고 마가복음7:24–30을 살펴보는 교재 내용, 또한 개인적인 성찰 중에서 1 장 마
지막에 있는 진보적인 제자도의 부분을 숙독한다. 당신의 교회나 공동체에서 개인 또 공동체로서의 진
보적인 제자도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4. 마가복음 7:24–30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성경 공부를 위한 요점 개요를 만들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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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신이 꼭 포함하고 싶은 공동체 지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라. 한 사람이 대화를 독점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십시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할 여지를 남겨 둡시다”라는 말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6. 참가자들이 스스로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같이 인도하는 사람 등의 입장을 가지도록 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7. 만약 참가자들의 명단을 받았다면, 각 사람의 이름을 개별 색인 카드에 쓰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별 요구사항들을 적어 본다. 각 사람의 이름을 적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이 여정의 동행자가 된 것을
가슴 깊이 환영한다. 색인 카드는 특정인에 관해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 두는 데 사용한다. 이것은
각 모임이 끝날 때 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심, 슬픔, 축하할 일 등을 적어 둔다.
8. 개회 찬송을 복사해 두었다가 나누어 주든지,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보여준다. 미리 누군가에게 찬양
인도를 부탁한다. 기억할 것: 요구된 찬양과 비디오들은 이미 허가를 받은 것들이다. 모이는 시간 동안
당신이 직접 선택한 음악들이나 제안된 음악들은 배경 음악으로만 사용한다.
9. 방 준비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자료들과 준비물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가까이 있는지를 확인
한다. 그리고 제단이 준비되었는지, 뉴스 프린트와 그것을 걸 받침대, 마커, 테이프 등이 편한 곳에 있는
지를 확인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 포스터가 잘 보이는지, 유인물들은 준비되었는지, 음악은 바
로 틀을 수 있는지 등을 다시 점검한다.

모이는 시간
참가자들이 방으로 들어올 때 자기를 소개하고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환영한다. 자료
테이블을 하나 준비해서 일찍 오는 사람들이 책도 읽고, 글도 읽고,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들
이 오기를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배경 음악을 준비해서 틀어주는 것도 좋다. 나는 스포티파이
(Spotify)를 사용해서 음악을 틀어주지만 다른 디지털 음악 서비스나 시디를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이 첫 모
임을 위해서는 “나는 예수님께 말했네(I Told Jesus)” 혹은 “내 이름을 바꿔 주셨네(Changed Mah Name)”
같은 로베르타 플랙(Roberta Flack)의 음악이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싶네(I Want Jesus to Walk with
Me)”라는 에릭 비브(Eric Bibb) 노래나 “내가 이 경주를 할 때 내 발길을 인도하소서(Guide My Feet, While
I Run This Race)” 같은 버니스 존슨 리건(Bernice Johnson Reagon)의 찬양이나 제자도의 도전과 초청을
강조하는 다른 노래들을 틀어주면 좋다.

원을 열기 (10분)
원은 집단 지혜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목소리와 참여의 가치를 인정하는 오래된 관습 일부임을 설명한다. 원
은 우리에게 평등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게 해서 누구도 그 방에서 줄을 지어 말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공간을 만든다. 열린 질문을 함으로써 대화를 시작하라. 아주 간단한, 가령 ‘당신
은 오늘 여기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왔습니까?’ 혹은 ‘당신이 오늘 특히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등—모든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성격의 질문이면 좋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불리고 싶은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아무런 직책이 붙지 않은 이름만 말하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두 단어에서 다섯 단어 사이로) 대답
하게 한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고 해도 그 이름이 불릴 때 그것은 그 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
람이 가진 재능과 그 사람의 참여에 대한 조용한 감사를 표시하라는 초청임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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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지침 (10분)
공동체 지침을 함께 만드는 작업을 한다. 그러기 위해 팝콘 대답 (한 마디나 두 마디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대답)을 하도록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당신은 이 공간
이 안전한 곳이 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겠는가? 이곳에서 모든 사
람이 진정한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칠판이나 포스터 종이에 대답들을 적는다. 참가자들에게 간단하게 말하라고 한 후, 개인들에게 자기들이
한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게 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비밀보장”이라고 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다. 즉,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은 말한 사람의 허락 없이는 바
깥에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이 공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함께 약 5분 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눈 후 어떤 단어나 구절이 설명이 필요한지 물어보라. 그런 후 만약 원을 구성한 모든 사람이 기
꺼이 이 공동체의 지침을 준수하겠는지 물어보라. 만약 문제가 될 만한 제안이 있으면 설명하게 해서 그룹
이 합의에 도달하고 모든 사람이 그 공동체 언약을 준수하고 존중하도록 한다. 누군가 기록을 하게 해서 만
날 때마다 매번 그 언약을 읽고 시작하게 한다. 누군가 타이프를 해서 모든 사람이 다음 모임 때까지 언약 복
사본을 가질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참가자가 이것이 우리 공동체 언약이며 그 목록에 있는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고 확인하게 한다.

개회 예배 (20분)
찬양
“주의 약속 하신 말씀 위에서,”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133장,
“주의 말씀은 등불,”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601장
출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작곡 안토니 쇼월터(Anthony J. Showalter), 1887. 작사 엘리샤 호프만( Elisha A. Hoffman), 1887.
공유; “주의 말씀은 등불/시편119.” 작사 에이미 그랜트(Amy Grant). 작곡 마이클 스미스(Michael W. Smith) 저작권©1984 워드 앤 뮤
직 회사(Words and Music, LLC)/메도우 그린 뮤직사 (Meadowgreen Music Co). 허락을 받아 사용함. CCLI #11221925.

기도
참가자들에게 손을 잡고 간단하게 한 단어에서 다섯 단어로 감사할 일과 청원할 일을 나누게 한다. 간단하게
할 것과 최대 다섯 단어로 제한해서 할 것을 상기시킨다. 모든 사람이 기도할 기회를 가진 후, 마무리 기도는 인
도자가 간단하게 한다. 예를 들면: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이 원과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를 성령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응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일지
모든 참가자가 묵상 일지와 펜을 가지도록 하고, 그것들은 참가자용이라고 설명한다. 참가자들에게 이 묵상
일지를 사용해서 생각들, 질문들, 묵상한 내용, 도전되는 내용을 적도록 권면한다. 그리고 이 모임을 위한 기
록 과정을 설명한다. 그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자기 펜을 멈추지 않고 7분 동안 써야 한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종종 우리 어깨 위에 앉아서 우리를 검열하는 생각들, 즉 우리는 쓰는 법을 모른다든지,
아니면 우리 글이 좋은 것이 아니라든지, 우리가 “적당한” 단어를 생각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생각들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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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게 만든다. 무엇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든지 그것을 생각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냥 쓰라고 지시한다. 당
신이 루신다 윌리암스(Lucinda Williams)의 노래를 두 번 틀어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처음에는 그들은 그냥
들을 것이고, 노래가 두 번째 들려질 때 그들은 쓰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후, 7분이 지나면 중단시킨다. 루신
다 윌리암스(Lucinda Williams)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Born to Be Loved)”을 두 번 틀어주고 참가자들
에게는 그 노래가 두 번째 시작하자마자 글을 쓰기 시작하라고 한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자기들이 쓴 것을
나눌 사람들을 선택하고 한 사람당 2-3분으로 시간을 제한한다.

기도 (한목소리로)
멀리 있지만, 가까이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태양처럼,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함께 우리 주변에 있습니
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임재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일 때 우리 자신의 존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창문을 이제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연합감리교회 예배서. 473쪽
출처: 1987 연합감리교회 여교역자 자문 자료집. 61쪽.

본문과 씨름하기 (60분)
이번 모임은 마가복음 7:24–30과 <부활의 실천> 제 1 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사회적 위치 (15분)
참가자들에게 이 책에서 계속 언급되는 사회적 위치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자기들의 묵상 일지에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기록해 보라고 한다. 이 목록을 가지고 쭉 써 내려가면서, 각 항목 옆에 자신의 응답을 기록하
게 한다. 특히 주류 문화 안에서 힘 그리고/또는 특권을 표시하는 것에는 별표를 하도록 한다.

•
•
•
•
•
•
•
•
•
•
•
•

시민권 여부
지리적인 장소
성별
나이
교육정도
인종
민족
가족 기원
경제적 상태
결혼 여부
성적 정체성
언어

• 신체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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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록을 읽으면서 참가자들에게 자기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누구의 이야
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누구의 목소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이것이 세상과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 방식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미국의 주류 문화에 깊이 잠겨있는 우리에게는, 특별히 백
인이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이들에게는 우리 주변의 세상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도전하는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거북할 수 있다. 사회적 위치가 마가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 토
론하도록 인도한다.
벽에 “생각을 위한 주차장”이라는 말이 붙은 빈 종이가 있다는 것을 참가자들에게 상기시킨다. 거기에 질
문과 토론하고 싶은 주제들을 적도록 한다. 쉬는 시간, 모임 전, 모임 후 언제나 거기에 자유롭게 적을 수 있
다고 말한다.

소그룹 (25분)
인도자는 이 모임에서 사용하게 될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과 그룹들을 정한다. 참가자들에게는 다양성
을 강조하면서도 공평하게 나누어 지도록 자기들이 그 이야기 어디에 속하고 싶은지를 선택하게 한다. 참가
자들은 제자들이 되거나, 예수님이 되거나, 수로보니게 여인이 되기를 원할 수 있다. 마가복음 7:24–30을 크
게 읽고, 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15:21–28에서 읽어 준다. 참가자들에게 마태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이방인의 땅에 속한 어디에도 가지 말라고 권면하셨음을 상기시킨다 (마태복음 10:5). 모든 사람
이 소그룹으로 흩어지기 전에 토론 시간이 20분이라고 하는 점을 지적해서 지침을 준다. 인도자는 아래 열
거된 각 활동의 단위마다 시간을 알려 주고 방을 돌아다니면서 대화를 듣는다. 모든 사람이 자기들이 할 일
을 분명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한다:
1. 첫 5분은 그룹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모든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게 한다. 대화 인도자를 정
하고, 그룹 토의 내용을 적을 수 있는 서기를 정한다. 그룹 논의의 틀을 잡고 전체 모임에 보고할 수 있
는 보고자를 정한다.
2. 10분 동안은 그룹이 맡은 인물의 관점에서 혹은 그룹이 정한 시각에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 당
신의 머리와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당신은 왜 그 말을 했고, 왜 그 행동을 했는가? 무
엇이 당신을 두렵게 하는가? 위협하는가? 무엇이 당신에게 희망을 주는가? 기쁨을 주는가? 이 과정을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하거나 본문의 전반적인 주제를 설명하려
고 하지 말 것. 당신이 무슨 역할을 하든 거기에 초점을 두고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에만 초점을 둔다.
3. 이 활동은 이야기의 어떤 형태든 결론으로 빨리 옮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어려운 일이다. 그들에
게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가라고 권면하라. 수로보니게 여인 역을 맡은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변호하는 데 힘을 쓰지 않고, 그 여인의 진심을 느껴 보도록 노력하게 하라.
4. 5분은 더 큰 맥락을 살피는 데 쓴다. 이 특정 본문이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다—극 중 인물의 사회적 위치를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보고있는가?
5. 나머지 5분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는 당신 속에서 어떤 감
정을 불러일으키는가? 그것은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열고, 도전하고, 아니면 변화시켰는가?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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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왜 중요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주는 도전에 대한 응답은 어떤 모습을 띨 것인가?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이끄는 진보적인
제자도로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고 있는가?

보고 (20분)
소그룹 모임을 20분 가진 후, 모든 사람에게 큰 원으로 돌아오게 한다. 각 그룹에서 자기들의 보고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방식으로 전체 그룹에 하게 하되 간단하게 하라고 부탁한다. 지금이 큰 그룹의 인도자로서 각 그룹의
보고로부터 토론과 대화를 위한 주제를 끌어 내야 하는 가장 큰 도전-그리고 선물-의 순간이다. 예상치 않은
일들과 유머와 대하기 힘든 진실에 대비하라. 보고를 듣는 동안 전체 그룹에 응답하도록 하되, 각 그룹이 누구
역을 했는지, 그 인물이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난 후, 응답하도록 하라. 각 인물의 세계에 근거를 둔 첫
보고가 있은 후, 인도자는 현재 세상에 관한 대화로 옮긴다. 우리가 그 본문 속 어디에서 우리의 세상을 보고 있
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하게 한다. 다음의 질문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원을 닫기 (10분)
원을 닫으면서 함께 하는 시간을 마친다: 먼저 자기 이름을 말하고 각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에 간단하
게 답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에서 각자가 한 가지 얻은 것은 무엇인가? 그런 후, 각 참
가자에게 원을 한 바퀴 도는 동안 같은 패턴으로 대답하게 한다. 각자가 이름을 말할 때 참가자들에게 조용
히 감사의 표시를 하라고 상기시킨다.

마치는 기도
왼쪽: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언자로 오셔서 나에게 도전하시고 나의 무관심을 깨쳐 주소서.
오른쪽: 나의 연약한 확신을 깨주시고, 나도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으로 인도하소서.
왼쪽: 그리고 나의 뼛속 깊이, 간절하게 자비를 사랑하고 정의롭게 행하며 겸손히 주님과—그리고 나 자신
과 걷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소서
오른쪽: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는 그중의 하나가 아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왼쪽: 기회도, 변화도, 열정도, 웃음도 너무 늦은 일 중의 하나가 아님을,
오른쪽: 함께 하기 위한 모험을 다시 하는 것도 너무 늦은 일 중의 하나가 아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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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우리를 위한 주님의 일들이 실패하거나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른쪽: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와 기쁨을 주는 영감을 나누도록 은총을 베푸소서.3
출처: “빛과의 씨름: 인간과 하나님의 갈등과 기도와 이야기들 속에 나타난 아품과 경외심”이라는 예식서에서 발췌함. 테드 로더(Ted
Loder) 지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함.

두 번 째 모임을 위한 준비 (5분)
참가자들에게 도로시 솔레(Dorothee Soelle)의 세 가지 습관들에 관한 부분을 읽게 한다. 거기에 관한 구체
적인 내용을 스티키 노트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오라고 부탁한다. 또, 그들에게 제단에 놓을 물건을 하나씩
가져오되, 교재에 나온 다음 세 가지 내용 중의 하나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놀라움의 실천, 새
롭게 배우기와 안다는 것을 버리기, 치유를 위해 저항하라.

후주
1. 띠어도어 더블유 제닝스 쥬니어 (Theodore W. Jennings Jr.), 십자가에 달리신 이의 가르침: 신학적 선언으로서의 “마가의 복

음서” (시카고: 엑스폴러레이션 프레스, 2003), 2쪽.
2. 앞의 글. 29쪽.
3. 테드 로더(Ted Loder), 빛과의 씨름: 인간과 하나님의 갈등 (샌디애고: 로라 미디아, 1991),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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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모임

f
권력과 맞서서: 해방과 생명

F

중심되는 생각들
여기에 있는 인용구들은 <부활의 실천> 부분에서 취한 것들로 독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 모임의 주제에 집중하도록 하는 데 사용하기 바란다.

E

우리의 신학적인 문제는 복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믿고, 만들고, 전해 준 이야기들인데,)
현재 우리는 가진 자의 교회이며 그런 우리에게 갖지 못한 이들의 수사들은 공격적으로 들린다는 것이다.)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1) (1쪽))
월터 윙크(Walter Wink)는 복음의 치유는 결코 단순히 개인적인 치유가 아니라, 편협한 신학과)
억압적인 제도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었다고 주장한다.)2 또, 테드 마이어스(Ched Myers)는)
복음서의 치유에서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여겨진 사람들의 수치를 그 사람으로부터 부정한 제도와 구조와)
신학으로 옮겨 놓으셨다고 말한다 ( 58쪽).)3)
진보적인 제자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감소시키는 권력, 세력, 제도, 구조들과 맞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일은 역사상 지금보다 더 긴급하거나 어려웠던 때가 없었다. . .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경제적 및)
정치적인 제도들과 필연적으로 부딪친다 (62쪽).)

요한 웨슬리는. . . 우리가 취약하고 가난하고 갇힌 사람 중에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복음
을 들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렇게 썼다:
부자들이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동정심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이 가난한 이들을)
거의 방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관찰에 의하면 세상의 한쪽은 세상의 다른 쪽이 무엇으로)
고통당하는지를 모른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모르는 이유는 그들이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그리고는 자발적인 무지를 마음의)
강퍅함의 변명으로 삼는다 (82–83쪽).)4)

우리는 “알 수 있는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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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의 목적
제국(로마와 미국)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사이의 갈등을 살펴보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복지와 거룩함
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다. 억압, 지배의 제도와 구조, 신학과 관습을 변화시키고 집단으로 맞설 수 있는 구체
적인 가능성을 살펴 본다.

준비물 목록

•
•
•
•
•

사람들이 모일 때 쓸 음악 (아래 제안들을 참조)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기도들과 읽을 내용을 적은 유인물들
성경
“엘라(Ella)의 노래” 음반 버니스 존슨 리건(Bernice Johnson Reagon) (5:14분),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음: youtube.com/watch?v=1tG1dNJh2rw&feature=youtu.be

•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라는 비디오. 로말 튠(Romal Tune) 낭독 (4:07분),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
음: youtu.be/5e7yzIrjpbI

• 여섯 명의 청소년의 이야기가 담긴 유인물
• “내 안의 무엇인가 강력한 것” 비디오 제작 (어린이 보호 기금 자유 학교) (5:44 분),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음: youtu.be/1Sj-fpzT2v4

• 색인 카드, 한 사람에 한 장씩
출처: “엘라의 노래” 버니스 존슨 리건 작곡<스위트 허니 인 더 락> 연주. ℗1988 판권은 라운더 레코드에 있음;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로말 튠 낭독. 비디오 제작 및 편집 에릭 토튼. 판권은 어린이 보호 기금 자유 학교에 있음, 2013.

준비 노트
1. 질문, 건의, 제안 등이 있는지 “생각을 위한 주차장”을 살펴본다.
2. 공동체 언약 지침이 잘 보이는 곳에 있도록 한다.
3. 색인 카드를 비롯하여 충분한 문구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4. 모임을 위한 음악을 고른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틀 수 있도록 준비한다.
5. 개회 찬송을 위해 유인물을 만들든지 프로젝트 할 수 있게 준비한다. 시간 전에 누군가에게 찬송 인도
를 부탁한다. 기억할 것: 제안된 노래들과 비디오는 이미 사용허가를 받아 두었다. 사람들이 모이는 시
간에 제안된 노래들이나 자신이 고른 노래들을 배경 음악으로만 틀어주도록 한다.
6. 성경 본문을 살펴본다. 마가복음 5:1–20과 마가복음 9:14–29. 그리고 제2장 및 3장의 본문에서 토론을
위한 요점을 목록으로 만든다. “개인적인 성찰: 진보적인 제자도를 놓고 씨름하기”라고 불린 부분이 포
함되도록 한다. 동반자 교도소 선교에 뿌리를 둔 정의 추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것
이 회복적 정의로의 부르심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독교 교육, 어린이와 청소년과 함께하
는 사역,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정의 추구를 공동체적이며 진보적인 제자도의 각도로 어떻게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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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정의할 수 있을까? 어린이 보호 기금 자유 학교(Children’s Defense Fund Freedom Schools)나 어린
이 보호 팀(Child Watch Teams), 그리고 어린이 주일 예배( Children’s Sabbath) 등의 예를 살펴 본다.
7. 여섯 명의 자원자에게 청소년 유인물을 읽도록 하고, 그것을 그룹이 모일 때 나누어 준다.
8. 책에서 권력과 정책, 제도와 구조, 신학과 담론들에 맞설 가능성을 묘사하는 이미지가 담긴 포스터를
준비한다. 이것들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사역, 미국 유색 인종 공동체의 범죄화 없애기, 요람에서
감옥으로 가는 관로 해체, 학교 훈육 정책으로 무관용 원칙을 끝내는 것, 어린이 보호 기금 자유 학교
형성 및 유지, 초교파 어린이 주일을 만드는 것, 어린이 보호 기금 감독 기관(CDF’s Proctor Institute)
모임과 협력하여 기독교 교육, 신학 교육, 어린이와 청소년 및 교도소 선교와 회복적/변혁적 정의를 재
정의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른 이들이 예를 더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 둘 수 있다.
9. 어린이 보호 기금 자유 학교의 비디오 중 “내 안의 무엇인가 강력한 것”이라는 노래가 나오는 것을 보
고 가사와 동작에 익숙해 지도록 한다.
10. 방 준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들이 손에 가까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제단이
준비되었는지, 받침대에 종이와 마커와 테이프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있는지, 유인물이 준비되었는
지, 그리고 음악과 비디오가 바로 틀 수 있게 되었는지 확인한다.

모이는 시간 (10분)
참가자들이 방으로 들어올 때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솔레(Soeller)의 세 가지 습관에 관한 자기들의 스티키
노트를 붙이도록 권한다: 놀라움의 실천, 새롭게 배우기와 안다는 생각을 버리기, 치유를 위해 저항하고/
저항하기 위해 치유하기. 동시에 그들에게 자기들이 노트를 붙인 다음, 자기 묵상 일지의 표지를 만들기 위
해 문구류를 가져가라고 권한다. 그들이 작업하는 동안 음악을 틀어준다; 몇 가지 추천하고 싶은 음악들은
“주 예수 넓은 사랑(I Love to Tell the Story),” 알랜 잭슨(Alan Jackson)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Amazing
Grace),” 루이 암스트롱(Louis Armstrong)의 “참으로 놀라운 세상(What a Wonderful World),” 알라바마
쉐이크스(Alabama Shakes)의 “좀 기다려 봐(Hold On)” 같은 노래가 있다.

원을 열기 (10분)
참가자들에게 자기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그리고 간략한—놀라움
의 순간에 관해서 이야기하도록 초청한다. 간단한 예를 보여준다: 하늘에 붉게 떠오르는 해돋이 장면, 숲속
의 새 노랫소리를 듣는 일, 누가 안아주면서 환영한 일 등. 참가자들이 자기 이름을 말할 때는 나머지 사람
들은 그 사람이 그 원 안에 참여한 것에 대한 조용한 감사를 표현하라고 상기시킨다. 모든 사람이 말하고 난
후 참가자들에게 공동체의 언약 지침을 상기시킨다.

개회 예배 (18분)
찬양
“만백성의 치유를(For the Healing of the Nations),” <연합감리교 찬송가> 428장
출처: “만백성의 치유를.” 작곡 존 휴즈(John Hughes), 1907. 공용. 작사 프레드 칸(Fred Kaan). ©1965 호프 퍼블리싱 컴퍼니 판권 소유,
허락을 받아 사용함. CCLI #1122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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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고백의 기도
“고백과 용서,”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8쪽
왼쪽: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른쪽: 우리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왼쪽: 우리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우리는 주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왼쪽: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거역하였습니다.
오른쪽: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왼쪽: 우리는 곤궁한 이들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기도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왼쪽: 우리를 자유케 하사 기쁨으로 순종케 하소서
오른쪽: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처: 성찬 예문 I, ©1972, 1980, 1989 연합감리교회 출판국에 판권이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묵상 일지
참가자들에게 노래를 두 번 듣고 나서 바로 써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한 번은 단지 듣게 하고, 두 번째
는 노래를 듣는 동안 펜의 움직임을 쉬지 않고 7분 동안 적게 한다. 스위트 허니 인 더 락(Sweet Honey in
the Rock)이 연주하는 “엘라의 노래(Ella’s Song)”를 틀어준다. 시간이 다 되면 두세 명이 모여서 자기들이
쓴 것을 서로 나누도록 한다. 매번 다른 사람들로 짝을 짓도록 한다.

기도 (한목소리)
“진리의 영을 간구하는 기도,”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597장
새로운 진리를 직면하지 못하는 비겁함으로부터, 절반의 진리로 만족하는 나태함으로부터, 모든 진리를 안
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으로부터, 선하신 주님, 저를 구하소서. 아멘.
출처: 케냐(Kenya)에서 보낸 기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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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 씨름하기 (60분)
이번 모임은 마가복음 5:1–20과 9:14–29 그리고 <부활의 실천> 제 2장과 3 장을 다룬다.

소그룹 (15분)
모임을 각 그룹당 7명이 넘지 않는 소그룹으로 나눈다. 그룹들 반은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나머지 반은 마가
복음 9장에 초점을 둔다. 소그룹 사람들에게 인도자, 서기, 발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말해준
다. 그들에게 12분을 주고, 핵심 요점, 도전되는 내용을 찾으라고 한다. 자기들 성경 본문 안에서 특히 귀신
들린 남자와 그의 아들과 함께한 아버지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한다.

보고 (8분)
전체 원 모음에서 각 소그룹이 간단하게 보고하도록 한다. 그들의 핵심을 큰 종이에 기록한다.

젊은이들의 목소리 듣기 (8분)
유튜브(YouTube)에서 로말 튠(Romal Tune)의 “누가 나를 돌보는가(Who’s Looking for Me)”라는 비디오
를 튼다.
감옥에 있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여섯 명의 낭독자에게 자기들의 글을 읽으라고 한다: 낭독자

들이 읽을 유인물은 32쪽에 있다.

소그룹 (20분)
참가자들에게 자기 소그룹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 그 비디오를 성경 본문에 비추어본 참가자들의 반응을 7
분 동안 나누게 한다. 나머지 13분은 참가자들이 요람에서 감옥으로 가는 관로를 깨고, 특히 가난한 유색인종
지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과 연대하여 생명을 주는 대안을 만드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찾아보도록 한다. 그들
에게 큰 종이에 목록을 만들어 보라고 부탁하고, 그것을 방 앞에 가지고 오도록 준비하게 한다. 학교에서 감옥
으로 가는 관로를 없애려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사역들을 언급하도록 한다: unitedmethodistwomen.
org/racialjustice.

보고 (9분)
참가자들에게 다시 큰 원으로 모이게 하고, 각 그룹이 큰 종이에 적은 자기들의 생각을 아주 짧게 발표하게
한다.

22

여섯 젊은이들의 목소리
목소리 1: 나는 마리화나에 물들었다—중독된 것은 아니고 그냥 영향을 받았다. 문제가 있어 보이고 파괴적
인 길로 가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 학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학교는 위기에 처한 어린이
나 도움을 요청하는 어린이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우리를 외면했다. 그 대신, 우리를 범죄자로 취급했다. 나
는 무관용 정책 때문에 공립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대안학교로 보내졌다. 그리고 대안학교에 보내진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도에서는 나를 포기했다는 뜻이다—나는 제도가 처음부터 아예 나를 절대로 믿지 않았
음을 알게 되었다.
목소리 2: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제도가 우리를 실패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들은 우리에게 선입견을 가
졌고 우리를 결코 실제로 본 적이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조서를 꾸몄다. 그것은 우리가
더 감옥에 오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스페인어로 말했다고 조사를 받았다.
목소리 3: 나는 문신했다고 조사를 받았다.
목소리 4: 나는 샴푸 달라고 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았다. 그들은 우리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한다.
목소리 5: 그냥 감옥에 있는 또 한 명의 아이라고 본다.
목소리 6: 나는 교회들이 그냥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곳에 데려다주면 좋겠다. 우리가
혼자서는 편하게 갈 수 없는 곳들, 누군가가 우리를 원한다고 느끼게 하는 곳들, 우리가 속했다고 할 수 있는
곳 말이다. 그리고 이 망가진 제도를 고쳤으면 좋겠다. 먼저 실제 우리에 관해서 관심을 두는 사람들과 같이
고용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때로 우리는 그냥 눈에 뜨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실제로 아무도 우리
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나를 볼 수 있는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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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닫기 (10분)
참가자들에게 자기가 불리고 싶은 이름을 이야기하고 두 단어로 다음의 괄호를 채우라고 부탁한다: 하나님
의 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돌봄을 받아서 나는 (
되었고 (

)으로부터 해방

)을 향해 자유롭게 나아간다. 참가자들에게 누군가 자기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조용한 감사의

표시를 할 것을 상기시킨다.

폐회 찬송 (6분)
“내 안의 무엇인가 강력한 것”이라는 노래가 나오는 이 비디오는 어린이 보호 기금 자유 학교의 전국 훈련에
모인 이천여 명의 젊은 교사들과 섬기는 지도자 인턴들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해 준다. 이 노래는 남
아공의 자유의 노래이며, 어린이 보호 기금 자유 학교의 주제가로 사용됐다. 비디오를 틀어주고 참가자들에
게 따라 부르면서 그 율동을 같이 해 보라고 한다.

마치는 기도 (한목소리로; 3분)
“캐나다 연합 교회 신앙 선언문,”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883장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에서 산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창조주시며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오셨고, 화평을 이루시고, 새롭게 하셨으며,
영으로 우리와 다른 이들 안에서 역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교회가 되라고 불림 받았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정의를 추구하고 악에 저항하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심판이시며 희망이신 예수님을 선포한다.
삶과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아멘.
출처: “새로운 신앙고백” 연합된 목소리들: 캐나다 연합 교회의 찬양 및 예배서. 연합교회 출판국, 1996년 918쪽. 허락을 받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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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모임 준비 (3분)
모임 후 참가자들에게 색인 카드를 하나씩 가져가라고 한다. 다음 시간 전까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일곱 단어, 혹은 문구를 적어오라고 한다. 그들에게 창조적이면서도 짧게 하라고 부탁한다. 예를 들면, 나는
여자이고, 자매이며, 엄마이고, 할머니이고, 교사이고, 시인이고, 춤꾼이며 북 치는 사람이다; 나는 창조적이
고, 용감하며, 사려 깊고, 사랑이 넘치며, 열정적인 배우자이고, 예언자적인 설교자이며, 흔들리지 않는 변화
의 일꾼이다. 나는 꿈이 많은 사람이며, 비폭력 자유 투사이며, 재치있고 지혜로운 유색 여성 해방 주의자이
다. 그 카드를 다음 모임 때 가지고 오게한다. 참가자들에게 자신을 다른 이들이 보듯이 묘사하지 말고, 자기
들이 자신을 규정하고 싶은 대로 묘사하라고 권한다. 또, 묵상 일지 표지를 완성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자료
도 살펴보고, 솔레(Soelle)의 세 가지 습관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응답을 적고 생각을 위한 주차장 종이에도
자기 의견을 더할 수 있도록 좀 일찍 오라고 권한다.

후주
1. 웬디 로빈스 (Wendy Robins) 편집.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경험에 따른 성경 공부 교재 (제네바: 교회 협의회 출판부, 1995),
29쪽.
2. 월터 윙크 (Walter Wink), 권력과 맞서기: 지배의 세상에서 분별하고 저항하기 (미네아폴리스: 포트레스 프레스, 1992), 137쪽.
3. 체드 마이어스 (Ched Meyers), 제 4 장 강한 자를 결박하라: 정치적으로 읽은 마가복음의 예수 이야기 (메리놀, 뉴욕, 오르비
스 북스, 1988). 또한 참조할 것. “현상 유지를 타파하라: 예수님은 서기관의 권위에 도전하신다” 진보적 제자도, 2017년 8월 8
일 접속, radicaldiscipleship.net/2015/01/29/lets-catch-some-big-fish-jesus-call-to-discipleship-in-a-worldof-injustice-2.
4. 파멜라 콘튜어 (Pamela Couture), 어린이를 보며, 하나님을 보며: 어린이와 가난에 관한 실천 신학 (내쉬빌: 아빙돈 프레스,
2000),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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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모임

f
안식일의 경제

F

중심되는 생각들
여기에 있는 인용구들은 <부활의 실천> 부분에서 취한 것들로, 독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 모임의 주제에 집중하도록 하는 데 사용하기 바란다.

E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부정의에 대항하여 가난한 이들의 편에서 그들을 대변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오스카 로메로(Oscar Romero), 1980년 2월 17일)1) (89쪽))

짐 로슨(Jim Lawson)은 연합감리교회 목사이자 교수이다. 그는 마틴 루터 킹 박사가
“세계적으로 지도적인 비폭력 이론가이자 전략가”라고 말했다. 다음은 그가 쓴 글의 한
부분이다:
모세의 인생은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변화되었다. 하나님을 만난 후 그는 본질적으로 급격히 그리고)
영원히 변화되었다. 그의 변화는 그가 듣고, 보고, 관찰하고, 느끼고, 슬퍼하게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삶을)
바꾸고 불평등한 제도의 상징으로 서 있던 바로와 자기 민족까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영에 사로잡혀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걸어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시고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되새겼다. 기독교인의 대부분은 이렇게 성경에서 제시된 두 개의 주요한 구원의)
계획을 모르는 것 같다. . . 우리 인간들은 종종 우리의 변명할 수 없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학을)
발전시키곤 한다 (100쪽).)2)

<연합감리교회 결의문집 2016>에 보면 우리도 이 일에 헌신하고 있다. 이 결의문은 우리
에게 다짐한다:
“교회로서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돕고 부자들에 도전하도록 불림 받았다. . .우리는 재산 형성 전략을 포함한)
가난한 이들의 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법들을 강조한다.”)3 우리는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규정한다.)
“즉 예수님은 가난하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셨고, 힘센 외국에 점령당하고 억압받는 작은)
나라에서 사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난하고 힘없고 억압받은 사람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증명한다” ( 111쪽).)4)
정의가 모자란 것을 자선으로 덮으려 하고, 사회 정의가 없는데 자비의 모습으로 땜질하는 것은 사랑을)
희극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오스카 로메로, 1979년 4월 12일 5)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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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의 목적
도로시 솔레(Dorothee Soelle)의 틀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경제적인 정의가 진보적 제자도와 관련이 되는지
를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우리가 안다는 고집을 버리고 새롭게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개인적으
로나 공동체적인 치유를 위해 죽음을 가져오는 제도에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것이며; 제국에 대한 우리의 저
항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와 진보적 제자도의 헌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성취할 것인지
를 알아본다.

준비물 목록

•
•
•
•
•
•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을 위한 음악 (아래 제안된 음악 참조)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기도와 다른 낭독 유인물
성경책
안식일 경제에 관한 의견들이 적힌 유인물 복사본들
여러 신문에서 오린 신문 사설들. 참가자 수보다 두 배로 많은 사설을 준비하도록 한다. 그들은 이 모
임이 끝날 때 그것들을 가지고 갈 것이다.

• 알트 제이(Alt J)의 “타로(Taro)” 비디오 (5:06 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youtu.be/S3fTw_D3l10
• 시몬 캠벨(Simone Campbell) 수녀의 미국내 경제적 격차에 대한 예증 (6:40 분), 온라인으로 볼 수 있
다: youtu.be/lFLPNoMC_Os
출처: 알트 제이(AtltJ)가 만든 타로(Taro)라는 노래의 팬들이 만든 음악 비디오. 엣날 영상은 1988년 영화, (“파와콰치(Powaqqatsi):
변화된 삶”에서 볼 수 있음. 사람모양의 막대 그래프는 뉴욕 로비(Network Lobby)의 총무이자 <버스에 탄 수녀들>(Nuns on the
Bus)의 지도자인 시몬 캠벨 수녀 제공.

준비 노트
1. 질문, 건의, 제안들을 보기 위해 “생각을 위한 주차장”을 살펴본다.
2. 공동체 언약 지침이 잘 보이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3. 충분한 문구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4. 모임을 위한 음악을 고른다. 그리고 그것을 틀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개회 찬송 복사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로 보여준다. 미리 찬양 인도할 분에게 부탁한다. 기억할
일: 제안된 노래들과 비디오들은 다 허락을 받아 두었다. 모이는 시간 동안 제안된 노래들이나, 자신이
고른 노래들은 오직 배경 음악으로만 틀어준다.
6. 마가복음 10:17–31과 제4장을 읽고 ‘개인적인 성찰: 진보적인 제자도를 놓고 씨름하기’ 부분에서 토론
및 묵상할 주요 논점들을 정리한다.
7. 중심되는 생각들에 관한 자신의 묵상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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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에 가서 준비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모든 자료가 가까이 있는지, 제단은 준비되었는지,
받침대와 큰 종이들, 마커, 테이프 등이 편한 자리에 있는지, 유인물들은 가까이 있고 음악과 비디오는
틀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모이는 시간
들어오는 모든 참가자를 맞이하고, 그들에게 큰 종이 여백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각자 일곱 단어나 구절이
적힌 색인 카드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참가자들이 들어올 때 음악을 틀어 준다. 추천곡으로는
“세상의 변화를 위해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라는 존 메이어(John Mayer)의 곡이나 “얼마나
더 걸어야 할까(How Many Miles Must We March)”라는 벤 하퍼(Ben Harper) 곡이나 “사람들은 준비가
되었다(People Get Ready)”라는 블라인드 보이즈 어브 알라바마(The Blind Boys of Alabama)의 노래나
“변화가 올 것이다 (A Change Is Gonna Come)”라는 샘쿡(Sam Cooke)의 노래가 있다.

원을 열기 (10분)
모든 참가자를 환영하고 그들에게 자기 이름과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에 자기들이 얻기 원하는 것을 5
단어 이내로 말하게 한다. 각자 말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조용히 감사 표시를 할 것을 상기시킨다.

개회 예배 (12분)
찬양
“어디든지 주님 나를 이끌면,” <연합감리교회 찬송> 338장
출처: “어디든지 주님 나를 이끌면.” 작사 이 더블유 블랜디(E.W. Blandy), 1890. 작곡 존 사무엘 노리스(John Samuel Norris), 1890. 공유.

기도 (한목소리로)
우리는 제자도의 여정에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학생이자 선생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눌 수 있는 선물들이 있고,
그래서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은혜와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양성과 차이점이 있음을 기뻐하면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겠지만,
공동체 일부로 남아 있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한 당사자로 남아서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닫거나 뛰쳐나가지 않겠습니다.
—테네시주 내쉬빌 소재
출처: 홉슨 (Hobson) 연합감리교회의 공동체 언약. 허락을 받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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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 일지
참가자들에게 알트 제이(Alt J)의 노래 “타로(Taro)” 비디오를 보게 하고, 그들이 보는 동안 자기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적으라고 한다. 그들에게 가사보다는 이미지에 더 초점을 맞추라고 권한다. 가사는 이해
하기가 어렵고 이 작업을 위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 비디오가 끝나면, 참가자들에게 자기 마음이나 생
각에 떠오른 것을 팝콘 스타일로 툭툭 한 마디씩 던지게 한다. 누군가에게 그 단어들과 구절들을 큰 종이에
적게 해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하고, 시간은 5분 동안이다.

Prayer for a New Heart (unison)
The United Methodist Hymnal, no. 392
by Dag Hammerskjold, Sweden
Thou who art over us
Thou who art one of us,
Thou who art.
Give me a pure heart, that I may see thee;
a humble heart, that I may hear thee,
a heart of love, that I may serve thee;
a heart of faith, that I may abide in thee. Amen.
Credit: “Thou who art over us” from MARKINGS by Dag Hammarskjold, translated by Leif Sjöberg and W. H. Auden,
translation copyright © 1964, copyright renewed 1992 by Penguin Random House LLC and Faber & Faber Ltd. Used by
permission of Alfred A. Knopf, an imprint of the Knopf Doubleday Publishing Group, a division of Penguin Random House
LLC. All rights reserved.
(이 영문 기도는 영문 저작권 허가만을 받아서 한국어 번역을 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영어 기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문과 씨름하기 (88분)
이번 모임은 마가복음 10:17–31과 <부활의 실천> 제 4 장에 초점을 둔다.

나는/우리는 (25분)
“우분투” 는 대부분 남아프리카의 짐바브웨(Zimbabwe)에서 사용되는 말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나는
우리가 있기에 존재하고, 우리는 내가 있기에 존재한다.” 이 말은 마가복음의 공동체와 제자도에 대한 이해를
반영해 준다—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며, 우리의 상호 의존과 우리의 다양성은 우리 공동체를 강화하는 선물인
동시에 우리 개인들을 강화한다. 참가자들에게 자기들의 색인 카드를 꺼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한 일곱 단
어와 구절들을 보게 한다. 그런 후, 모든 참가자를 다섯 명이 한 조가 되는 소그룹으로 나누어 자신들이 카드에
적은 것들을 나누도록 한다. 이 활동이 끝나면 각 그룹에 이야기된 모든 단어와 구절들로 함께 공동으로 시를
만들어 보든지, 노래를 지어 보든지, 촌극을 만들든지, 아니면 예술품을 만들어 본인들이 함께 자신들을 규정
해 보라고 한다. 각 그룹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모든 사람의 생각을 포함하게 하고, 전체 합의에 이
르도록 공동작업을 하라고 한다. 그룹들이 이 일을 끝내면, 그들에게 전체 그룹과 그것을 나누도록 초청한다.
32쪽으로 계속됨
29

안식일 경제에 관한 목소리들
1.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
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
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마가복음 10:21, 23).
잭키 루이스( Jacqui Lewis)는 뉴욕시의 미들 칼리지에이트 교회(Middle Collegiate Church) 담임 목
사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동시에 그들이 가난한 것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는 것에는 깊
은 신학적 및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 제도들이 작동하는 방식들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일치되는지 스스로 물어 보아)
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가난한 유대인 랍비의 삶에서 유일하게 제시되었다 . . . 우리는 자신들에게)

.1)
우리가 제국의 길을 따르는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2.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
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
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마가복음 10:21, 23).
은퇴한 연합감리교회 감독인 케네스 카더(Kenneth Carder)는 시장 가치가 교회 때문에 세례받고 예식
화 되었으며 복음은 자기 이해, 성공, 국가적 안전의 상품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웨슬리는 부가 우
리의 논리를 바꾸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줄인다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공동
체를 미리 맛보는 표시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고 지켜보는 것보다 개인적인 회심을 더 복음에 중심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전도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그것을 살려내는 것이라기
보다는 필요를 찾아서 그것을 채우는 것으로 규정하게 된다. 또, 카더(Carder)는 이렇게 묻는다, 그렇다
면 언제 예수님에 의해 변화된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또 부활할 수 있겠는가?2
3.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
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
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마가복음 10:21, 23).
피터 스토리(Peter Storey)는 전직 남아공의 감독인데 지배 세력과의 우리의 공모는 우리가 황제와 부
자들과 가까이 한 탓이며 우리가 가난한 이들과 거리를 둔 탓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렇게 적는다.
권력과 경제적 탐욕과 거기에 따르는 폭력에 종교적인 얼굴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 . 광장은 점령당했다. 요한 웨슬리가 전도자들)
을 개인들이 아닌 사회의 제도를 변화시키는 전도자들로 변화시킨 것은 전적으로 위치에 달려 있었다. . .요한 웨슬리가 가난한 이)
들과 있을 때 그는 자기가 예수님의 집 주소에 자기도 모르게 도달한 것을 발견하였다 . . . 왜 연합감리교회가 그 예언자적인 목소)
리를 잃어 버린 것처럼 보일까? . . . 부자이기 때문이다 . . . 감리교회는 편안한 이들의 교회가 되었다. 그것은 중산층 부유한 이들)
의 교회가 되어 버렸다 . . .남아공의 감리교회는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 데 그것은 우리 교인들 80%가 가난하고 억압받은 사)
람들 출신이기 때문이다.)3)

31쪽으로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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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
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
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마가복음 10:21, 23).
웨슬리는 제자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제도에 협력하다가 거기에 포로가 되었기 때
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렇게 적는다:
이제 당신은 상인에게 돈을 지급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선장과 아프리카의 도살꾼들에게 지급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유죄다. 그)
렇다. 원칙적으로 이 모든 사기와 강도와 살인에 대한 유죄다. 당신이 이 모든 동작을 시작하게 한 용수철이다. 그들은 당신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나라에서나 다른 곳에서나 제명에 죽지 못한 이 모든 망가진 이들의 피는 당신)
손에 있다. . .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것이 재산의 절반이라도, 그 피의 죄에서 당신 자신을 구하라! 당신의 손과 침대와 가구와)
집과 땅은 피로 물들어 있다.)4)

5.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
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
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마가복음 10:21, 23).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하게 운명지어진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
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운동, 예수님 추종자들의 공동체는 가난한 이들의 편을 들었다. 예수님과 요한 웨슬레)
처럼 그들도 스스로 가진 것이 없는 이들 속에 자리하면서 단순한 자선이 아닌 정의를 위해 일했다. 그들은 경제 정의가 부의 격차)
가 없어지고 안식일 정책과 습관이 부와 권력과 특권을 재분배해서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가지게 하도록 일하였다. 체드 마이어스)
(Ched Myers)가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에서는 정의의 재분배는 큰 이단이다—그러나 이 예수는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의 왕국과)
동일시하였다. . . 경제는 결국 신학적인 문제이다.”)5)

후주
1. 캐롤 쿠루빌라(Carol Kuruvilla),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자기들 책임이라고 할 가능성이 많다” 허프포스

트 폴리틱스, 2017년 8월 3일자, huffingtonpost.com/entry/christians-are-more-likely-to-say-its-poor-peoples-ownfault-that-theyre-poor_us_59833a3be4b00f0084ae61d6.
2. 켄 카더(Ken Carder), “시장이냐 선교나” (강연, 1994년으로 생각됨. 북 캐롤라이나 레이크 쥬날루스카).
3. 피터 스토리(Peter Storey,) “교회가 그 예언자적인 사역을 회복하도록 하라” (설교, 2005년 6월 11일 아이오와 주 에임스에서
있은 감리교 사회 행동 만찬), 3–5쪽.
4. 빌 와일리 켈러맨(Bill Wylie-Kellerman), “거룩하지 않은 연합: 요한 웨슬리와 지구 경제” 위트니스 매거진, 2002년 10월 28
일, thewitness.org/article.php?id=656, accessed April 25, 2005, 1.
5. 체드 마이어스(Ched Myers), 안식일 경제의 성경적 비전 (워싱턴 디씨:텔 더 워드, 2002),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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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의 경제 생각 나누기 (10분)
각 참가자에게 안식일 경제를 규정하는 한 단어나 구절을 말해 보라고 한다. 누군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종이에 그 대답들을 적게 한다. 그런 후, 시몬 수녀( Sister Simone)의 비디오를 틀어준다.

소그룹 (25분)
참가자들을 5명 내외의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는 마가복음 10:21, 23과 다음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 경
제에 관한 내용 중 매 인용문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씩 나누어 준다. 각 그룹이 첫 10분은 주어진 인용문을
가지고 열심히 토론하게 한다. 나머지 15분은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에 관해 발표할 내용을 만들라고 한다. “할 것들”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한 고집을 버리고 다시 배우는 내용
을 포함해야 한다. 발표 내용은 가능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치유를 위해 무엇에 저항할 수 있을지, 그
리고 저항하기 위해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지를 포함한다. 안식일의 경제가 우리 가정, 교회, 공동체, 주, 나
라에서 구체성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 각 그룹에 자기들의 발표를 구체적이고 창조적으
로 하라고 권한다. 큰 종이나 포스터에 자기들의 반응을 적든지, 생각이나 할 일들을 나타내는 상징이나 그
림을 그리도록 한다.

박물관 걷기 (20분)
참가자들에게 다른 그룹의 발표들을 들으며 “박물관 걷기”를 하도록 한다. 한 사람은 자기 그룹의 자리에 남
아서 자기들의 생각과 결심들을 설명하게 하고, 다른 그룹들은 한 번에 한 자리씩 방문하게 한다. 그때마다
질문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더해서 스틱키 노트를 큰 종이나 포스터 보드에 붙이게 한다. 인도자는 한 그룹이
다음 장소로 이동할 시간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한 그룹을 방문하는데 약 3분에서 4분을 주면 좋다.

소그룹들 (8분)
소그룹은 다시 모여서 떠오른 질문들이나 사람들의 의견을 토론하고, 새로운 생각들 일부를 자기들이 할
일에 포함하기 위해 다시 모인다. 포스터나 큰 종이는 각 그룹이 자기들의 토론을 다 한 후 방에 걸어 둔다.

원 닫기 (7분)
참가자들에게 자기 이름을 말하게 하고 자기들이 함께한 이 시간을 통해서 얻은 것 한 가지씩을 설명하게 한
다. 각 사람이 말할 때는 조용히 감사의 표시를 하도록 상기시킨다.

폐회 찬양
“샬롬 투유,”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666장
출처: “샬롬 투 유(소모스 델 세뇨르).” 엘리스 에스 에스링거(Elise S. Eslinger) 작사, 1980. 작곡 칼톤 알 영(Carlton R. Young). ©1983
연합감리교회 출판국. 함( Harm). ©1989 연합감리교회 출판국. 허가를 받아 사용함 CCLI #1122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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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모임을 위한 준비 (3분)
참가자들에게 “생각을 위한 주차장”에 의견을 더하라고 권면하고 솔레(Soelle)의 세 가지 습관 중 적어도 하
나에 대한 자신의 응답을 적으라고 한다. 참가자들에게 신문 오린 것 중 하나를 집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십
자가와 부활을 향해 나갈 때 그 사설 내용을 자기들의 기도와 생각 속에 포함해 달라고 부탁한다.

후주
1. 오스카 로메로, 사랑의 폭력: 오스카 로메로 추기경의 목회적 지혜, 편집 및 번역 제임스 브록맨(James Brockman) (샌프란시
스코: 하퍼 앤 로 출판, 1988), 228쪽.
2. 제임스 로슨 2세 (James Lawson Jr.), 가난과 정의와 성경 서문 (뉴욕: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 1995).
3. “세계 경제 정의: 연합감리교회, 정의, 세계 기아,” 결의문 4051호, 연합감리교회 결의문집 2016 (내쉬빌: 연합감리교회 출판
국, 2016), 537쪽.
4. 앞의 책, 558쪽.
5. 로메로, 사랑의 폭력,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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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모임

f
부활의 실천

F

중심되는 생각들
여기에 있는 인용구들은 <부활의 실천> 부분에서 취한 것들로 독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 모임의 주제에 집중하도록 하는 데 사용하기 바란다.

E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단순히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푯말 아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직함은 헤롯에게 속한 것이었다.
이 십자가형은 누구든지 그의 길을 따르는 이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공개적인 선포
였다. 그리고 진보적인 제자도,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는 제자도, 권력과 정세와 맞서는 일,
생명을 감하는 모든 것에 맞서는 일들은 계속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된다.
제임스 콘(James Cone)은 오순절 교단의 목사, 설교자, 사회 운동권 신학자, 신학교 교수
이다. 그는 종종 흑인 해방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십자가에 처형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교회들, 신학교들, 신학 학문은 흑인들에 저질러지는 끔찍한 폭력을 기독교 정체성과 분리했다. 백인들은 노예제)
도, 흑백 분리, 그리고 개인적 처형을 복음에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적 정체성을 주장했다... 예)
수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날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흑인을 개인적으로 처형하는 것이 오늘날 형사법 판결을)
1)
대신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나무나 밧줄이 없이도 사람을 개인적으로 처형한다 (120-121쪽>.)

띠어도어 제닝스(Theodore Jennings)는 이렇게 적는다:
이 부활은 “반란”이다. 존중되는 법, 종교적 규범, 가족, 교회, 국가 제도를 거부한 이의 반란이다. 그것은 이러한)
구조를 뒤흔들고, 거기에 분노하고, 그것에 의해 저주받은 이의 부활이다... 그를 거부하고 저주한 구조와 기구들)
은 하나님의 적인 것을 스스로 폭로하였다. 경건, 도덕, 법과 질서의 전례, 국가와 제국의 구조들—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달린 이의 반란의 메시지 앞에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결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아주 불편하고 도전)
되는 말씀이다. 부수는 힘이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126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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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의 목적
부활을 실천한다는 것이 개인이나 집단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일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 거리
로 나가서 제도적인 정의와 변혁을 추구하는 진보적인 제자도를 구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는지 밝힌다.

준비물

•
•
•
•
•

모이는 시간에 사용할 음악 (추천 음악은 아래 참조)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기도문과 다른 낭독을 위한 유인물들
성경책
“글로리(Glory)” 비디오. 노래에 존 레전드( John Legend)와 래퍼 커먼(Common) (3:08분), 온라인
에서 찾을 수 있음 youtu.be/HUZOKvYcx_o

• 진보적인 제자도에 관한 목소리들을 적은 유인물
• 작은 나무 별들, 적어도 한 사람에 하나씩 줄 것
출처:글로리( “Glory”) 노래 존 레전드( John Legend), 래퍼 커먼( Common), 그리고 라임페스트(Rhymefest) 음악과 비디오는 영화 “셀
마”(Selma)의 장면들에서 다른 음악가들이 사용혀였음. 저작권은 커먼과 존레전드에 있음.

준비 노트
1. “생각을 위한 주차장”을 읽고 질문, 제안, 의견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2. 공동체 언약 지침이 잘 보이는지 확인한다.
3. 충분한 문구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4. 모이는 시간을 위한 음악을 선택해서 그것을 바로 틀 수 있게 준비한다.
5. 개회 찬송을 나눠줄 복사물이나 프로젝터를 준비한다. 참가자 한 사람에게 찬양 인도를 미리 부탁한
다. 기억할 일: 추천곡들과 비디오들은 허가를 받았다. 모이는 시간을 위해 선택한 다른 노래는 배경 음
악으로만 틀어줄 수 있다.
6. 마가복음 16:1–8과 이 교재의 제5장과 후기를 읽고, 토론을 위한 핵심 요점들을 적는다. 자신의 개인
적인 묵상: “진보적인 제자도와 씨름하기” 부분에 대한 응답을 적는다.
7. 여섯 명의 참가자에게 마무리 교독문을 읽어 달라고 부탁한다.
8. 방 준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료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가까이 있는지, 제단은 준비되었는
지, 나무별들과 받침대와 큰 종이들과 마커와 테이프가 편한 자리에 있는지 확인한다. 유인물들이 가까
이 있고 음악과 비디오는 틀어줄 준비가 되어있는지 재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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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는 시간
참가자들이 모여들 때 음악을 틀어준다.

원을 열기 (10분)
참가자들에게 자기가 불리고 싶은 이름을 말하고, 자기들이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느끼는지를 한 단어로 말
하라고 한다. 각 사람이 말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조용히 감사의 표시를 한다.

개회 예배 (15분)
찬양
“인애하신 구세주여,”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351장
출처: “인애하신 구세주여” 작사 패니 제이 크로스비(Fanny J. Crosby), 1868. 작곡 윌리암 에이치 도앤( William H. Doane), 1870. 공유.

묵상 일지
존 레전드(John Legend )와 커먼(Common)의 “글로리(Glory)” 노래가 담긴 비디오를 틀어주면서, 영화 셀
마(Selma)에 나오는 대사를 설명해 준다. 이 비디오는 3분짜리인데 그것을 두 번 틀어줄 수 있다. 처음에는
참가자들에게 자세히 보라고 한다. 두 번째 비디오를 틀어줄 때는 7분 동안 펜을 멈추지 말고 계속 움직이면
서 글을 쓰라고 한다. 시간이 다 되면 두세 사람에게 자기들이 쓴 것을 전체 그룹과 나누어 보라고 부탁한다.

기도 (한목소리로)
우리는 세례 언약을 다시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새롭게 예하고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악한 영들의 힘을 부정하고 거부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악과 부정과 모든
억압에 저항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자유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는 모든 계층, 문화, 성적 정체성, 성별, 국가, 연령층에 개
방하신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
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로 감
싸며, 그들을 섬기는 일에 신실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언약 1”에서 차용함.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34–35쪽
출처: 세례언약 I, ©1976, 1980, 1985, 1989 연합감리교회 출판국, 허락을 받아 사용함.

본문과 씨름하기 (60분)
이번 모임은 마가복음 16:1–8과 <부활의 실천> 제5장과 후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소그룹들
참가자들에게 대여섯 명의 소그룹들로 옮기라고 한다. 각 그룹은 마가복음, 체드 마이어스(Ched Myers)의
말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교재에서 뽑은 내용의 유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응답하도록 한다. 그들에게 20
분 토론 시간을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개인
이나 공동체로 부활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적시해 보라고 한다.
39쪽으로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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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인 제자도에 관한 목소리들
그들은 뛰쳐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마가복음 16:8)
교회는 자신이 무엇보다도 정의와 평화에 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급진적인 개인적 및 정치적 변혁을 위한 운동이었음을)
기억할 때 거듭해서 다시 태어났다.)
—체드 마이어스 (Ched Myers))1)

1.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형은 제국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사이의 치열한 도전, 충돌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예수님 시대에 제국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않는가를 알려주는 수단으로
흔히 사용하던 고문의 한 형태가 십자가형이었다... 공개적인 십자가형은 지배와 제국의 제도로부터
감히 자유를 꿈꾸는, 감히 자유를 향해 돌아서는 이들에게 보내는 공개적인 경고의 구실이었다.
십자가형은 겁을 주고, 질리게 하고, 침묵하게 하고, 가두고,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십자가에 관한 첫 해석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제도와 구조—경제적 착취와 영구적인 가난, 성차별과
이성애 주의, 군사주의와 다른 형태의 제도적 폭력, 외국인 혐오증과 백인 특권, 백인 우월주의와
대농장 자본주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한다.2 . . . 그러나, 두 번째
해석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모든 제자의 필수 조건이다.
2. 마가복음을 8절에서 끝내는 짧은 본문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세상을 다시 사랑하기를 기다린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리로 나가라고 밀어낸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
마가복음에 나오는 여자 제자들이 자기들의 두려움과 침묵을 깨고 갈릴리의 거리로 나가 사랑을
구체화하고, 부활을 실천하면서, 진보적인 제자 공동체의 동역자로 꾸준히 일했음을 알고 있다.
3.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단지 사후 세계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활이 우리를 예수 운동이
시작되었던 갈릴리의 거리로 다시 끌어내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다시 갈등과 핍박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면, 분명히 우리도 두려움과 놀라움을 느낄 것이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죽음의 권세와 맞서라고 초청하신다면, 그리고 제도화된 종교, 신학, 제도들, 구조들,
권세자들과 권력들을 변혁하는 일에 개입하고, 그것들을 지적하고 정체를 드러내는 삶으로
초청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지나쳐 가시기를 바라지 않을까?
4. 세상은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랑을 구현하고, 부활을 실천하며, 믿음을
볼 수 있도록 구체화하기를 기다린다. 마틴 루터 킹 박사( Dr. Martin Luther King Jr)는
이렇게 썼다. “힘이 없는 사랑은 감정적이고 무기력하다. 권력의 참모습은 정의의 요구를 실천하는
사랑이다. 그리고 정의의 참모습은 사랑에 적대하는 모든 것을 바로 잡는 힘이다.”3 코넬 웨스트
(Cornel West)는 철학자이며 교도소에서 신학을 가르친다. 그는 킹 박사의 위의 말을 이렇게
요약했다. “정의는 공공의 영역에서 보이는 사랑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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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주
1. 체드 마이어스(Ched Myers), “진보적인 제자도는 무엇인가?” radicaldiscipleship.net/2015/03/05/what-is-radicaldiscipleship, 2017년 8월 2일 접속.
2. “대농장 자본주의” 는 제임스 모리스 로슨 쥬니어(Rev. James Morris Lawson Jr.) 목사가 종종 쓰는 말이다. 그는 미국 내에서
비폭력 인권운동을 주도하는 분이자 마틴 루터 킹 박사(Dr. Martin Luther King)의 동역자이고 연합감리교회 목사이다.
3. 마틴 루터 킹 쥬니어( Martin Luther King Jr.), “침묵을 깰 때” 희망의 약속: 마틴 루터 킹 목사 선집. 제임스 멜빈 워싱턴
(James Melvin Washington) 편 (샌프란시스코: 하퍼 앤 로우 출판, 1986), 247쪽.
4. “코넬 웨스트(Cornel West)와 데이비드 슈스터(David Shuster) 대담,” 알자제라 아메리카, 2014년 2우러 24일자, america.
aljazeera.com/watch/shows/talk-to-al-jazeera/interviews-and-more/2014/2/24/cornel-west-talkstodavidshust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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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토론이 끝나면 소그룹들에 부활을 실천하고 십자가를 지는 진보적인 제자도를 구현하고 지속할 수 있
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지적해 보라고 권한다. 그룹들은 20분 동안 자기들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자기들의 결
심들을 요약하여 창조적인 발표의 내용을 만든다. 이 발표는 포스터나 다른 시각 예술이나, 노래, 촌극, 혹은
말로 할 수 있다. 시간이 되면, 그룹들에 자기들의 결심을 나누라고 초청한다. 만약 발표가 20분 이내로 끝나
면, 전체 그룹들이 짧게 추가 반응을 하도록 한다.

원 닫기 (15분)
참가자들에게 자기 이름을 말하고 열 단어 이내로 이 교재가 자기들을 도전한 내용 혹은/그리고 바꾼 점을
이야기하게 한다. 모든 참가자에게 다른 이가 말할 때는 조용히 감사를 표시할 것을 상기시킨다.

폐회 예배 (20분)
버니스 존슨 리건(Bernice Johnson Reagon)은 프리덤 싱어즈(Freedome Singers)의 한 구성원이다. 그는 미
국 인권운동 기간에 공동체 회의나 지도력을 나누었던 모임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
느 하룻밤 그들은 어느 교회에서 거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큰 방망이, 개, 물 호스를 준비한
성난 경찰들과 돌멩이를 던지는 폭도들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용기를 내기
위해 노래 하나를 더 부르기로 하였다. 한 사람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 작은 우리의 빛(This
Little Light of Ours)”을 부르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교회 뒤에 있던 한 나이 드신 흑인 할머니가 가로 막
으면서 말했다: 아닙니다. 나는 “이 작은 나의 빛(This Little Light of Mine)”을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과 저기 있는 당신과 또 여기 있는 당신—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들의 빛을 드러내기로 헌신하
였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기 위해
서도 눈가리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노래는 자기들의 집단적인 용기를 구체화하였고, 자기들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헌신을 가능케 하
였다. 백인 우월주의의 힘 때문에 불붙은 두려움에서 자기들을 벗어나게 해 주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
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정의와 은총, 생명과 해방의 하나님이 임재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다.
이 노래를 부를 때, 참가자들은 제단에 있는 나무별들 중 하나를 집어 들도록 초청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보적인 제자도를 구현하겠다는 참가자들의 의지 표현이다. 이왕이면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다른
말들을 함께 더하도록 초청한다. 가령, “비록 시대가 어려울지라도, 주님” 혹은 “아무도 우리를 멈출 수 없네”
또는 “우리는 지금 정말 환하게 비추겠네” 등의 구절들을 삽입해 보라.

찬양
“이 작은 나의 빛,”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585장
출처: “이 작은 나의 빛/라티머.” 해리 딕슨 로스(Harry Dixon Loes) 작사, 공유. 편곡 윌리암 팔리 스미스(William Farley Smith). 판권
©1989 연합감리교회 출판국. 허락을 받아 사용함. CCLI #1122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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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교독문 작성 재넷 울프( Janet Wolf).
한 사람이 이 교독문을 소개하면서 다 함께 응답하도록 한다: “여러분 준비합시다/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두 번 연습하도록 초청한다. 그리고 여섯 명의 낭독자가 각 부분을 읽는다— 열정을 가지고!
낭독자 1: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무관심을 깨우고, 우리의 안일함에 도전하시고, 우리를 정의의 거룩한 열
정으로 불붙이시기 위해 움직이신다. 그러니 여러분 준비합시다/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낭독자 2: 세상이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원래 그렇게 의도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치유와 온
전함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하나님은 사막에 꽃을 피게 하시고, 마른 땅에 물이 흐르게 하시며,
우리에게 변화와 도전의 일꾼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준비합시다/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낭독자 3: 하나님과 서로의 도움을 통해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그리고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가 될 준비를 하고 이 자리를 떠납니다: 우리에게 화해와 구원의 대사가 되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한 번에 한 가지씩 부정의 한 구조와 제도를 해체하고, 대면하고, 도전하고, 벗겨내고, 드러내면서, 권력과 권
세자들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준비합시다/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낭독자 4: 하나님은 이제 나누는 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는 연결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춤
을 가르치시고 놀라운, 엄청난, 기막힌, 깜짝 놀랄만한, 멋진, 변화를 가져오는, 죽음을 몰아내는, 생명을 주
시는, 기쁨을 창조하시는 은혜라는 공통의 기반 위에서 우리를 치유와 희망의 통로가 되도록 보내십니다. 그
러니 여러분 준비합시다/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낭독자 5: 하나님은 아직도 강한 자들을 끌어 내리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 올리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좋
은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정의와, 자비와, 크고 놀랍고 넘쳐나는 가두어둘 수 없는 기쁨의 도구가 되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준비합시다/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낭독자 6: 하나님이 꿈을 현실이 되게 하는 비전과 거룩한 담대함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가족 공
동체의 백성으로 여기서 지금 열정과 인내를 가지고, 담대한 희망과 창조적 용기를 가지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웃
음과 세상이 놀랄만한 크고 열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러니 여러분 준비합시다/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여섯 낭독자: 그러니 여러분 준비합시다/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후주
1. 제임스 콘(James Cone), 십자가와 개인적인 처형 나무 (메리놀, 뉴욕: 오르비스 북스, 2011), 159, 163 쪽.
2. 띠어도어 더불유 제닝스 쥬니어 (Theodore W. Jennings Jr.), 십자가에 달린 이의 반란: 신학적 선언으로서의 “마가복음” (시카고:
익스 플로레이션 프레스, 2003), 309–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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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부록 G

f
다음의 교독문과 낭독문들은 모임을 끝낼 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첫째 모임: 재넷 울프(Janet Wolf)가 쓴 교독문
왼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이유는 주일 아침에 모이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신조를 외우기 때
문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불리는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십자가와 제단이 있거나, 선교비를 보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른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극단적이고 포용적인 사랑을 삶에서 실현할 때 교회가 됩니다. 띠어도어
제닝스(Theodore Jennings)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세계를 “무시하고, 파괴하고, 없애려
고 위협하는 모든 것에 맞서 일어설 때” 교회가 됩니다.1 또, 씨 에스 송( C.S. Song)의 말처럼, “포로된 자들
과 억압된 자들이 자유롭게 되어 춤추며 집으로 올 때”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2
왼쪽: 거짓이 폭로되고, 진리가 선포되고, 사랑이 삶 속에 실천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될 때 우리
는 교회가 됩니다.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과 열린 문이 선전 구호가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들이 인종, 계급,
성적 정체성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할 때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또, 모든 주장이 인식되고,
지명되고, 도전받고, 변화될 때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오른쪽: 멍에가 벗겨지고 감옥 문이 열릴 때, “가난한 이들이 음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의의 단 물속에서
첨벙거릴 때,”3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던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존귀한 이, 놀라운 이, 사랑
받는 이, 거룩한 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왼쪽: 가슴이 깨어진 개인들과 깨어진 공동체들과 국가들이 치유와 화해를 이루는 것을 볼 때, 생명과 제
도들이 변화되고 상처가 은혜의 물로 씻겨질 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선포할 때,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오른쪽: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잔치를 베풀며, 웃고, 춤추며,
꿈을 꾸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인내심과 열정을 가지고 예언자적인 부활의 실천을 하면서 세상 안에서, 그
리고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교회에 다니라고 부르시지 않고 교회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정
의—하나님의 정의—가 힘찬 강물처럼 흐르기까지 문제를 만들고, 저항하고, 방해하고, 변화시키고, 괴롭히
고, 위로하고, 친구가 되고, 구원하고, 화해하고, 조직하고, 대변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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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임: 재넷 울프( Janet Wolf)가 작성한 교독문
원을 반으로 나누어 부르심과 응답을 연습하게 한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가 이루어 지이다! ”
왼쪽: 오 하나님, 죽음의 외곽으로 몰리는 왕국들이 아니라, 작은 이들이 존중받고 귀하게 여겨지고 사랑받
고 안전해지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게 하소서.
오른쪽: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포도 넝쿨 아래
나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
르치소서!
다 같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 지이다!
왼쪽: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는 억압과 가난과 죽음과 체념의 힘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른쪽: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는 씨 에스 송(C.S. Song)이 말했듯이, 가난한 이들은 먹을 것을 얻을 뿐
아니라 정의의 달콤한 물속에서 첨벙댈 것입니다.
왼쪽: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는 억압된 이들이 자유로움을 얻고, 포로된 자들이 춤추며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놀랍고, 좋고,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소서!
다 함께: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 지이다!
오른쪽: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사랑과 빛과 정의와 온유함과 자비와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왼쪽: 혁명과 화해와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오른쪽: 자비와 만나와 기적의 공동체, 사슬이 풀리며 감옥의 문들이 열리는 공동체입니다.
왼쪽: 정의가 힘찬 강물처럼 흐르는 공동체입니다. 예언자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소서!
다 같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 지이다!
오른쪽: 눈물을 닦아 줄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한 웃음을 찾고 사랑이 분열을 극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왼쪽: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잔칫상에 둘러앉고,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 모든 족
속과 민족과 언어를 가진, 모든 색과 문화와 계층과 성별과 세대와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초대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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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하나님의 놀라운, 기막힌, 엄청난, 깜짝 놀랄, 위대한, 세상을 바꾸는,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을 주
는, 기쁨을 창조하는 은혜의 공통 터전에서 춤을 추는 공동체입니다. 거침이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
게 기도를 가르치소서!
다 같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 지이다!
왼쪽: 세상에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놀랍고 귀하고 사랑받고 엄청나게 놀랍게 만들어
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른쪽: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던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대로 일어서는 공동체입니다.
왼쪽: 이미 세상에 침투해 오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소서!
다 같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 지이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 지이다! 하늘에서와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지이다. 영원히 아멘.

셋째 모임: 마치는 교독문
네 사람에게 서론을 읽게 한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응답하게 한다.
낭독자 1: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인 띠어도어 제닝스(Theodore Jennings) 교수는 이렇게 쓴다: “감리 교
인들이 자기들의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우려되면 웨슬리가 자기 목회 말엽에 내린 우울한 평가를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그의 말은 ‘감리교회에 대한 생각’(1786)이라는 글에서 많이 인용된 글이다:
나는 감리 교인들이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능력 없는)
종교의 형태만 가지고 죽은 종파로 존재하는 것이다. (전집 13권, 258쪽).)

낭독자 2: “웨슬리는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 주일학교 학생 수가 줄고 전도의 열이 약해지고, 새로운 회심자
들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다. 감리교회는 아주 힘찬 복음주의 운동이었다 . . . 현재 감리교회의 상
황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재산이 불어날 때(아주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종교의 본
질인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음은 그에 비례해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다.
낭독자 3: “웨슬리가 걱정했던 것은 감리 교인들이 점점 잘살게 되는 것이었다! 웨슬리에 의하면, 기독교 세
계의 자멸과 감리교의 무능력을 가져오는 사탄의 올무를 벗어나는 유일한 통로는 우리가 풍요의 덧에서 완
전히 빠져나와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는 길 뿐이다.
낭독자 4: “감리교회는 웨슬리의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를 선호하는’ 대신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즉, 중
산층이 되는 길을 선호하였다. 이것이 웨슬리의 진단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맞는 말이다. 오늘날 우리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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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층의 정서 쪽으로 확실히 돌아서지 않았는가? 그리고 참된 종교의 진정한 능력을 감리교 운동에서 비
워 버리지 않았는가? 언제 우리가 종교의 능력을 상실하고 형식만 중요시하게 되었는가?”4
왼쪽: 우리가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기보다는 중산층을 표적으로 삼는 교회 성장 전략을 발전시켰을 때 우리
는 능력이 없는 종교의 형식을 가지게 되었다.
오른쪽: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먹이는 대신, 교회 건물을 짓고 재산을 관리하는데 자원을 더 쓰게 되었을 때
우리는 능력이 없는 종교의 형식을 가지게 되었다.
왼쪽: 우리가 헐벗은 이들에게 옷을 주고, 집 없는 이들에게 주거를 마련하기보다는 목회자들의 급여와 복지
와 연금에 더 돈을 쓰게 되었을 때 우리는 능력이 없는 종교의 형식을 가지게 되었다.
오른쪽: 우리가 청지기 직을 가난한 이들을 위한 희생 제사로 여기기보다는 교회를 위한 재정 운동으로 만
들었을 때 우리는 능력이 없는 종교의 형식을 가지게 되었다.
왼쪽: 우리가 가난을 편안한 이들의 무관심과 잘사는 이들의 잔인함보다는 가난한 이들의 태만으로 비난할
때 우리는 능력이 없는 종교의 형식을 가지게 되었다.
오른쪽: 우리가 본당과 친교 실을 지역 주민들이 환영받는 곳이 아니라, 잘사는 이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곳
으로 꾸몄을 때 우리는 능력이 없는 종교의 형식을 가지게 되었다.
왼쪽: 우리가 대학, 병원, 은퇴자 숙소 등의 기독교 기관들을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잘사는
이들의 필요를 위해 제공하였을 때 우리는 능력이 없는 종교의 형식을 가지게 되었다.
오른쪽: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설교하면서도 우리 자신은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능력이 없는 종
교의 형식을 가지게 되었다.
다 함께: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땅에 사는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말뿐인 섬김과 자기 기만에서 구하시고
당신의 능력 안에서 변화시켜 당신의 십자가로 다듬으소서. 아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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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모임: 마치는 기도문 (다 같이)
이 기도는 캐나다 신학자이자 저자인 앨리슨 헌틀리(Alyson Huntly)의 책, <감히 하나가 되기를 꿈꾸며:
캐나다 연합 교회에 동성 연애자들을 받아들이기>(유나이티드 교회 출판국, 1998, iii–iv쪽)에서 인용한 것
이며 재넷 울프(Janet Wolf)가 허락을 받고 수정하였음.
치열한 헌신이나 부드러운 자긍심을 가지고
사랑을 했던 모든 이들에게,
대단한 용기와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명성과 직업을 걸고,
자기들의 친구와, 가족과,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안전보다는 사랑을 앞에 둔 모든 이들에게,
법의 굴레나 두려움이나 전통에 매이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길을 광야에 낸 이들에게,
사랑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는 감사한다.
성적인 억압에 도전한 모든 이들에게,
나서서 이야기하고 책임을 지고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그들의 언어를 바꾸라고 하고
그들의 행동을 바꾸라고 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권력을 나누었던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내몰린 이들을 환영하고. 빵을 나눈 모든 이들에게,
잠자리를 주고, 철야기도를 하고, 편지를 쓰고, 대변인이 되어주고
그중의 한 사람으로 서 있어준 모든 이들에게,
세상을 더 부드럽고 더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일해온
모든 이들에게 나는 감사한다.
자기들이 부여받은 특권을 의문시하고
무시당하기를 거부하고, 감히 의문을 제기하고
뒤돌아서거나 수동적이 되거나,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정의는 바른 것일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고 믿고, 자기들의 끈질긴 믿음으로
군대를 멈추어 서게 하고, 구조를 바꾸고, 숲을 보존하고 아이들을 먹인
정의를 보여준 모든 이들에게,
나는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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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되기로 선택해준
모든 이들에게,
아이들을 입양하고
같은 성별의 사람을 사랑해주고
자기들의 배우자 가족처럼
평범하지 않은 연대와 있을법하지 않은 우정을 만들어 주고,
공동체를 만들고, 희망을 가꾸고
자신들을 다른 이들과 친구가 되도록 한 모든 이들에게,
공동체는 벽처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원처럼 가꾸어 지는 것임을 발견하고
그 정원을 가꾸기로 하고
서로가 울 때 울어주고, 들어주고, 심어주고
가족은 큰 의미에서의
선택이며, 선물임을 가능하게 해준
모든 이들에게, 가족이 되기로 한
모든 이들에게 나는 감사한다.

후주
1. 띠어도어 더블유 제닝스 쥬니어(Theodore W. Jennings Jr.), 십자가에 박힌 사람의 반란: 신학적 선언으로서의 “마가복음
(시카고: 익스플로레이션 프레스, 2003), 8, 214쪽.
2. 씨 에스 송 (C.S. Song), 예수와 하나님 나라 (미네아폴리스: 포트레스 프레스, 1993), 150쪽.
3. 앞의 책, 154쪽.
4. 미출판 강연에서 발췌함. 연합감리교회 신학자이자 신학교 교수이면서 저자이자 운동가인 띠어도어 제닝스(Theodore Jennings)가 1992년 안틀란타에서 모임 감리교회 모임에서 한 연설.
5. “정의를 외쳐라!” 존 드 그루치 (John de Gruchy)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57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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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특별 부록 G

f
드니스 스마트 시어즈(Denise Smartt Sears)
이 부록은 인도자가 선교 학교(Mission u)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료는 연합감리교
회 여선교회나 연합감리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부활의 실천: 마가복음과 진보적인 제자도>에 대한 개요를 제
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개회예배 (20분)
찬양
“하나님의 영이시여, 내게 불어오소서”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420장
출처: “하나님의 영이시여, 내게 불어 오소서.” 에드윈 해치( Edwin Hatch) 작사, 1878. 작곡: 로버트 잭슨(Robert Jackson), 1888. 공유

들숨과 날숨 동작
그룹에게 조용히 앉아서 7분간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하라고 한다: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숨을 내쉰다.
몸 자세를 편안하게 가진다. 목을 뻣뻣하게 하거나 배에 힘을 주지 말고 그저 숨을 쉰다.

기도 (다 같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 멈추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하게 하셔서 정의를
위해 일어나게 하시고, 평화를 위한 새로운 장소들을 만드십니다. 어디를 가던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
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당신의 형
상으로 놀라웁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솜씨에 감탄하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
리도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낭독자 1:
우리를 도우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긴급하고 절실한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게 가르치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말씀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압니다:
치유와 희망의 말씀, 모든 사람을 위한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
이제는 늘 하던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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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의 일부가 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낭독자 2:
“네 순서를 기다려”하고 말하는 이들은 어떻게 하지요?
지금이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예언자처럼 용기를 내십시오.
낭독자 3:
우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니,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 희망을 가져라
인도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
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찬양
“쉿, 쉿,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네,” <시온의 노래들> 100
출처: “쉿, 쉿,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네.” 전통. 제이 클리블랜드(J. Cleveland)/브이 닉스(V. Nix). ©1979 아빙돈 프레스 판권 소유. 허락
을 받아 사용함. OneLicense #A-709087.

묵상 일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가? 3분 동안 묵상 일지,
혹은 빈 종이에 자신의 대답을 적어 보라. 우리는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에 대
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할 것이다.

기도 (다 같이)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영을 고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직면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담대히 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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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 씨름하기 (10분)
마가복음 5:1–20과 <부활의 실천> 제2장에 초점을 맞춘다.

성경
마가복음 5:1–20을 크게 읽는다.

참조: 낭독은 두세 명에게 나누어 부탁할 수 있다.

리로이(Leroy)의 가르침
아래 내용은 저자인 재넷 울프(Janet Wolf)와 리로이(Leroy)가 함께 인도한 워크숍에서 발췌한 본문 일부
이다. 이 워크숍은 교도소 선교를 재정의했다. 세 명의 낭독자들에게 읽어 달라고 부탁하라.
낭독자 1: 리로이(Leroy)는 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1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선거권을 상실한 6백
만 명 중의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미국 감옥 안에 살고 있는 2백 3십만 명 중의 한 사람이며, 감
옥에서 나온 지 이제 일 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2 자기는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되었으며 감옥에서 자
라난 어려움 등을 이야기했다. 자기는 차를 운전해 본 적도 없고, 휴대 전화를 사용해 본 적도 없고, 현금 인
출기를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본 적도 없고, 청구서를 지불해 본 적도 없고, 옷과 중
고 자전거 이외에는 아무 것도 소유해 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웁다고 이야기했다.
그런 후 참가자들을 예수님이 망명자들이 사는 곳에 도착한 성경 본문으로 초청했다.
낭독자 2: 재넷(Janet)은 이렇게 시작한다: 마가복음 5:1–20에 관해서 들어왔던 어떤 설교, 어떤 주석, 어
떤 성경 공부도 다 잊어라. 20분간, 자신을 그 이야기 속에 담그고, 자신이 군대 귀신 들린 남자 혹은 그 군
대라고 상상해 보라. 돼지 치는 목동들, 마을 사람들, 혹은 예수님이라고 상상해 보라. 그 이야기를 설명하거
나 해석하는 대신, 이 이야기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시각으로 왜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였을까 물어보라.
무엇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희망을 가져다 주는가?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안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
어나고 있으며 가슴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 이 이야기 속에 자기 자리를 가져야
한다. 구경꾼은 없다.
낭독자 3: 리로이(Leroy)는 계속해서 말한다: 만약 당신이 귀신들린 자의 역을 맡은 소그룹에 있다면, 쇠사
슬에 묶여 있고, 쇠고랑은 새것으로 갈아 낄 때만 풀어주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물어보라. 마을 사람들이 당신이 울부짖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런데도 당신을 광야에 버
려둔 것을 아는 느낌은 어떤가? 군대 귀신이 당신을 대신해서 말할 때, 당신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할 목소
리가 없는 기분은 어떤가? “옷을 제대로 입고 제정신이 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당신을 두려워하
는 때의 기분은 어떤가? 예수님이 당신을 쫓아낸 바로 그 마을로 당신을 다시 보낼 때 기분은 어떠했는가?
당신이 이제는 귀신들린 사람이 아닌데도, 이 본문이 “거라사의 귀신들린자”로 부를 때 그것은 당신에게 어
떤 생각을 하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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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독자 1: 소그룹들이 자기들의 특정 시각에서만 이 이야기를 듣는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려 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에게 그 이야기가 끼친 영향에만 초점을 둔다. 그런 후, 참가자들은 자기들이 사는 세상과
자신에 대한 질문을 탐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 우리를 새로
운 방향으로 움직이기에 충분한 힘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도전이 되는가? 그것이 어떤 점에서, 어떻게 우리를 놀라게 하는가? 그것이 우리 고향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면 어떻게 보일 것인가? 리로이(Leroy)는 자기의 가석방 카드를 보여준다. 그 카드는 자신이 테네시주 교
정 당국 담당 아래 있는 가석방된 죄수임을 밝히고 붉은 글씨로 쓰인 사진 증명서이다. 리로이는 전국 모임
에 참석하도록 여행을 허가하는 통행증 문서들도 보여준다.
낭독자 2: 리로이(Leroy)는 말한다: 이 종이가 보이십니까? 이 종이는 내가 테네시주에 속해 있음을 증명합
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이 종이와 테네시주 교정 당국이 발행한 신분증 없이 눈에 뜨인다면 나는 바로 체포
되어 감옥에 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무슨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17년을 갇힌 후에 1
년을 나와 살면서 나는 아직도 테네시주의 교정 제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낭독자 3: 그 신분증과 여행 허가증은 사람들에게 흑인들과 갈색의 남아공 사람들이 흑백 분리 정책 동안 지니
고 다니던 증명서를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짐 크로우(Jim Crow) 법과 이 이야기에 나오는 군대 귀신을 생각나
게 한다. 개인들, 공동체들, 나라들을 점령하고 차지하고 소유하고 그 가치를 무시했던 세력들을 생각나게 한다.

프리(FREE) 방법을 사용하여 자유를 찾기 (10분)
당신의 묵상 일기를 꺼내 리로이(Leroy)의 경험을 이번 과의 성경 본문에 비추어 생각해 보라. 당신의 반응
들을 묵상 일지에 써 보라. 프리(FREE) 방법을 써서 생각해 보라. 당신의 소그룹과 함께 당신의 생각을 나
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에프(Find)—내용을 찾아서 그 본문 안에서 자신을 찾는다.
알( Reflection)—아래의 질문들에 대해 묵상해 보라. 정죄하지 말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Enlighten)—깨우치라. 어떤 새로운 것을 당신은 배웠는가?
이(Expect)—변화를 기대하라. 그리고 당신이 자유롭게 살고 다른 이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라.

질문들:
• 예수님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 당신의 교회는 갇혀 있거나 사슬에 매인 사람들에게 응답하고 있나?
• 우리가 어떻게 제도에 도전하고 억압적인 신학, 구조, 세상의 정책들을 해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회적 위치를 바꾸어 하루하루 사느라 애쓰는 사람들의 상처를 보기 시작하
고, 그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과 함께 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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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 씨름하기 (20분)
마가복음 10:17–31과 <부활의 실천> 제 4 장에 초점을 둔다.

읽을 것
마가복음 10:17–31과 아래의 오스카 로메로의 인용문:
1)
가난한 이들에게 행해진 부정에 대항하여 가난한 이들의 편에서 말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소그룹
한 그룹당 7명 이내의 소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 인도자를 뽑게 한다. 인도자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대
화를 주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게 한다. 각 그룹에서 대화 내용을 적고 요점을 간단하게 설명하
는 보고자를 뽑는다. 시간은 10분.

• 오스카 로메로(Oscar Romero)의 말은 우리가 막 읽은 성경 구절과 어떻게 상응하는가?
• 왜 어떤 사람은 사회 정의를 위해 노력하고, 어떤 이들은 그냥 외면하고 지나갈까?
• 예수님은 경제적인 정의를 위한 공간과 미래의 희망을 만드시면서 제자도의 길을 설명하신다.
그 본문은 우리와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룹들이 10분 동안 보고한 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용이 적힌 종이를 벽에 붙여 놓는다.

휴식 (10분)
그룹들을 다시 모이게 하고 “나는 당신이 살아 남기를 원합니다(I Need You to Survive)”라는 노래를 틀어
준다. 온라인 비디오를 사용하라 (5:42 분): youtu.be/F9yAct5a7DM
출처: 노래 가사와 비디오, “나는 당신이 살아 남기를 원합니다” 헤제카이야(Hezekiah)와 러브 펠로우십 합창단.

노래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소그룹으로 다시 모이게 한다. 요람에서 감옥으로 가는 관로에 관한 유인물의
시각들을 전체 그룹에 읽어주고, 성경 본문을 읽어 준다. 참가자들에게 “관점을 나누기”라는 유인물에 적
힌 질문들을 소그룹에서 토론하도록 한다. 그들에게 거기 적힌 대로 전체 모임에서 나눌 보고 내용을 만들
고 이야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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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나누기 (30 분)
마리안 라이트 에델만(Marian Wright Edelman)은 이렇게 쓴다.
. . .감옥에 가두는 것은 새로운 미국식 흑백 분리정책이다. 그리고 가난한 유색인종 어린이들이 그 정책의 사료이다. 아동 가난과)
무관심, 어린이들을 대하는 인종 차별적인 제도와 감옥으로 가는 관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것들은 미국의 비도덕적인)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이다. 강력한 정치적, 집단적, 공동체의 지도력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출생부터 성공적인 어른의)
시기까지의 변화를 위해 모든 어린이에게 투자해야 한다. 프레데릭 더글라스(Frederick Douglas)가 바르게 관찰한 것을 기억해)
1)
보라. 강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망가진 어른을 고치기보다 쉽다.)

어떻게 요람에서 무덤으로 가는 관로를 해체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은 쉬운 대화가 아니다. 우리는 불의와
억압을 영구화하는 제도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음을 의식해야 한다.
울프(Wolf)는 요셉(Joseph)이 꿈에 대한 질문에 한 답을 적고 있다. 그는 제일 경비가 삼엄한 감옥에 갇혀
있었고 회복적 정의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요셉(Joseph)은 밤에 그 수업에 앉아 있던 자기 경험에 대해서 적었다. 수업 인도자 중의 한 사람이 모든 이들
에게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적게 했다. “당신은 어릴 때 크면 무엇이 될 꿈을 가지고 있었는가?” 요셉은 자기
가 어릴 때 꿈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나는 사랑이 많고 양육하는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다. “개자식, 이 쪼끄만 못생긴 개자식” 나는 어릴 때 어떤 식으로 불렸는지 계속 더)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충 비슷한 말들이다... 하루는 수업 시간에 내가 자라서 무엇이 될 것을 꿈꾸었는지 이야기해 보라는 말을)
들었다. 그것은 나를 자극했고,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적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야 했다. 내 유년기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면서 지냈고, 배고파서 울고, 부모 중 한 사람이 때렸거나 고함치면 아프고 무서워서 울었다. 열 세 살 때)
엄마는 나를 죽도록 때렸다. 그 시절에는 어떻게 되받아쳐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맞아도 견딜 수 있는지를 배우며 살았다...)
나는 매일 그저 살아남기 위해 살았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꿈꾸는지를 배우고 자랐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만약 내가)
그 젊은이들의 대화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그 사랑을 경험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족과 친구들에게 받은 사랑이 그들에게)
꿈을 꾸게 했다. 내가 만약 꿈을 가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마가 복음 10:13–15을 읽어보라.
소그룹에서 다음을 토론한다:
요람에서 감옥으로 가는 관로는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
•
•
•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어린이들을 우선순위에 넣는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우리의 예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는 어떻게 모든 어린이를 우리의 아이들로 생각할 수 있을까?
그들이 어디서 오고, 무엇을 가지고 오고, 우리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룹에 시나 노래나 랩을 써서 모든 어린이의 정의 사역을 위해 거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우리의 응
답을 표현해 보라. 그룹 발표 시간과 짧은 토론을 한다.
후주
1. “요람에서 감옥으로 가는 관로 캠페인,” 아동 보호 기금, 2017년 9월 11일 접속, childrensdefense.org/child-watch-columns/
health/2009/the-cradle-to-prison-pipeline-americas-new-aparth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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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이야기 쓰기 (20분)
<부활의 실천>에 나오는 다음 인용구들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자유롭게 하셨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자기 이야기를 할 힘을 주셨는지 글을 쓴다.
파이에타(Fayette)가 말하듯이, “. . .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다듬고 계신다. 만약 네가 내일 다시
온다면, 나는 아주 아름다울 것이다. 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울 것이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죽이는 세력들—너무 많은 나라, 교회, 이웃, 개인들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때문에 마비된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진보적인 제자도로 지금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창조적이고, 적극적이며, 끈질기고, 열정적이며, 때로는 대담한 제자들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거듭,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새롭게 이름 지으시고, 새롭게 이야기하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당신의 묵상 일지 속에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다음에 나오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쓴다.

찬양
“나라들의 치유를 위해”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428 장
한 절을 부른 다음, 묵상을 위한 각 질문에 대해 2분 동안 묵상 일지를 쓸 시간을 준다.
1절: 나라들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 우리는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나눔과 땅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일어나고 말로 다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묵상 일지 안에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 가지 적어 보라.
2 절: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절망에서 벗어나고, 전쟁과 증오에서 구원받으며, 모든 사
람이 평화롭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돌봄과 선함을 통해 두려움이 사라지고 희망이 솟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 주소서.

자신의 두려움과 희망을 몇 가지 묵상 일지 속에 한 문장으로 적어 보라.
3 절: 풍성한 삶을 죽이는 모든 것은 땅 위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신분과 인종과 학벌의 자랑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흐릿하게 만드는 교리들도 사라지게 하소서. 정의를 위한 우리의 공동 추구 속에 우리가 삶의 짧은
기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들을 당신의 묵상 일지에 세 단어로 적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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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류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 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가는 동
안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응답과 섬김을 통해 세상이 그 최종 목적을 발견하게
하소서.

묵상 일지 속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서술해 보라 (무엇인가를 새롭게 보는 방식).
교회들과 공동체들이 예수님의 급진적인 본질을 공부할 때 우리는 닫혀 있었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예수님은 능력이시다. 아멘.
출처: “나라들의 치유를 위해서.” 작곡 존 휴즈(John Hughes), 1907. 공유. 작사: 프레드 칸(Fred Kaan). ©1968 호프 퍼블리싱 컴퍼니.
허락을 받아 사용함 CCLI license #11221925.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84장
출처: “주님 감사합니다” 윌리암 팔리 스미스(William Farley Smith) 작사, 편곡. ©1989 연합감리교회 출판국 허가를 받아 사용함. CCLI
License #11221925.

기도 (다 같이)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진 영을 고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직면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담대하게 서겠습니다. 아멘.

후주
1. 오스카 로메로 (Oscar Romero), 사랑의 폭력: 오스카 로메로 추기경의 목회적 지혜. 편집 및 번역 제임스 브록맨(James
Brockman) (샌프란시스코: 하퍼 앤 로우 퍼블리숴스, 1988), 228쪽.
2. “중범죄 권리 박탈: 개론” 양형 제도 연구, 2017년 9월 11일, sentencingproject.org/doc/publications/
fd_Felony%20Disenfranchisement%20Prim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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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저자 소개 G

f
재넷 울프(Janet Wolf)
재넷 울프(Janet Wolf ) 목사는 1968년 부터 테네시주 내쉬빌에서 살았다. 빈민들의 권리 옹호를 위한 공동체
운동을 12년 간 한 후 밴더빌트 신학교(Vanderbilt Divinity School)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고, 1988년 연합감
리교회에서 정회원 안수를 받았다. 12년간 시골과 도시 지역의 교회들을 섬겼다. 2001년에 재넷(Janet) 목사는
공정과 자비의 마약 정책을 위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공공 정책 및 공동체 운동( Public Policy and Community
Outreach with Religious Leaders for a More Just and Compassionate Drug Policy)이라는 전국 초교파적 연
합 조직의 총무로 파송되어 마약 폐해를 줄이고 교도소 대체 형벌 및 회복 정의를 위한 사역에 종사했다.
2005년에, 재넷 목사는 내쉬빌에 있는 역사적인 흑인 대학인 아메리칸 뱁티스트 대학(American Baptist College)에 교수 및 임시 학장으로 파송 받았다. 2012년 6월에 그녀는 매리안 라이트 에델만(Marian Wright
Edelman)과 함께 어린이 보호 기금에 파송되어, 비폭력, 직접 행동, 그리고 요람에서 감옥으로 가는 관로 해체
운동에 종사했다. 어린이 보호 기금 자유 학교(Children’s Defense Fund’s Freedom Schools)와 새뮤엘 드윗트
프록터 인스티튜트(Samuel DeWitt Proctor Institute)의 연례행사도 하고 있다.
재넷 목사는 감옥 안에 있는 여러 정책 연구소들과 동역하고 있으며, 사형수들과 경비가 가장 삼엄한 교도소들
을 위한 재소자 학교의 공동 진행자이다. 그녀는 또한 감옥 안에 있는 대학교와 신학교 과정을 제공하는 팀과
함께 일하고 있다. 그녀는 뉴저지에 있는 뉴 브룬스윅 신학교(New Brunswick Theological Seminary)의 공동
정책 및 변혁적 정의를 전공하는 감옥 내 목회학 박사 과정의 공동 창설자이다. 거기서 교수이자 학생으로 섬기
면서 2015년에는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보기 위하여, 그리고 보이기 위하여(To See and To Be Seen)”라는 글을 썼다. 그 글은 <나는 감옥에
있었다: 감옥 선교에 관한 연합감리교회의 시각>(I Was in Prison: United Methodist Perspectives on Prison
Ministry)이라는 책의 한 장으로 포함되었다. 이 책은 제임스 엠 숍샤이어 시니어(James M. Shopshire Sr.), 리
치몬드 스토그린(Richmond Stoglin), 마크 씨 힉스(Mark C. Hicks )가 편집하였고, 총회 고등 교육 사역부의
2008년 출판물이다. 이 장의 내용 대부분이 <그리고 그와 함께 한 범죄자들: 윌 디 캠벨과 모든 화해자를 위한
기념 논문집>(And the Criminals with Him: Essays in Honor of Will D. Campbell and All the Reconciled)
에 다시 출판되었다. 편집인들은 윌 캠벨(Will Campbell)과 리차드 구드(Richard Goode). 2012년에 오레곤주
유진에 있는 캐스케이드 북스에서 출판됨.
재넷 목사는 은퇴한 공립학교 선생이자 전직 법률 사무소 소장인 빌 헤일리(Bill Haley)와 결혼하여 다섯 아들
을 두었고 여섯 손자녀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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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니스 스마트 시어즈(Denise Smartt Sears)
드니스 스마트 시어즈 (Denise Smartt Sears) 목사는 뉴욕 브루클린 출신으로, 뉴욕 연회 메트로폴리탄 지
방회(Metropolitan District of the New York Annual Conference)의 연회 선교 전략 담당자로 섬겼다. 드
니스(Denise) 목사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위한 새로운 공간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지방회를 연회 일부
가 되게 하는 사역에 종사했다. 개체 교회의 구조를 조정하고, 인력 및 재정 자원들이 교회의 선교적 필요를
뒷받침하게 했다. 또, 교회가 변화하는 지역 공동체들과도 연결하는 방식들을 고안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
녀는 선교 전략가이자 내각의 최고 선임자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다. 메트로 폴리탄 지방
은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다양한 교회들이 브롱스, 맨하탄, 스태이튼 아
일랜드, 그리고 남부 웨스트체스터에 걸쳐 있다. 드니스 목사는 평신도와 목회자들에게 지도력 훈련을 제공
하면서, “감리사와의 대화(DS chats)”라는 시간을 통해 유색인종 목회자들과 인간의 성에 관한 대화를 나
누었다. 또, 그녀는 초교파적 대화와 지역사회 관계를 아주 잘 형성하였다.
드니스 목사는 뉴올리안즈에 있는 딜라드 대학(Dillard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뉴욕시에 있
는 뱅크 스트릿 교육 대학(Bank Street College of Education)에서 수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뉴
저지 매디슨에 있는 두류 대학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또한 두류 대학에서 회중 성장 및 발
전 전공으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1999년에 준회원 안수, 2002년에 정회원 안수를 받은 연
합감리교회 목사이다.
드니스는 웬델 티 시어즈(Wendell T. Sears)와 결혼하였고, 나이엘과 윌리암을 최고의 축복으로 감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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