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덟번째 동영상: 팜빌 버지니아에서 일어난 거대한 저항 

 
 

여는 기도(인도자) 

아래 연합감리교 제자국 웹사이트에 가면 변화를 위한 기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매일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umcdiscipleship.org/articles/praying-for-change-daily-prayers-for-anti-racism 

 
 

성경 구절 : 요한계시록 7:9-10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묵상 

요한에게 주어진 묵시적 환상은 희망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언젠가 미래에 다른 배경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치며 하나님을 예배 하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인류의 역사 전체에 인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그릇된 계급의식을 믿는 것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다른 이들 보다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와 국가에서 우리는 그러한 신념을 무엇보다도 우리자신을 서로 분리시키는 법률안에 은밀히 

담았습니다. 흑인과 백인 아이들은 같은 학교에 다닐 수도, 같은 동네에 살 수도, 함께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인류는 일치와 연합에 대한 성경적 비전을 좌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비디오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Z 세대 10 명 중 6 명, 밀레니얼 세대의 56%는 

조직적인 인종차별이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히 혹은 매우 만연해 있다고 말합니다. 분리된 

학교들과 병원들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평등한 대우와 인종 차별의 유산은 여전히 

우리 주변 도처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통계에서 우리는 인종 그룹 간의 지속적인 격차를 볼 수 

있습니다. 백인 그룹이 가족의 경제력, 기대 수명, 유아 사망률, 주택 소유, 그 외 여러 다른 

측면에서 다른 인종 그룹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보입니다. 또한 학교 분리를 불법화한 획기적인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의 대법원 판례가 나온지 65 년 이상이 지났지만 흑인과 백인 어린아이들이 

실제로 학교에 같이 다닐 가능성은 1970 년대보다 적습니다.1 

 

지금의 교회들이라고 상황이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2019 년에 미국 교회의 16%만이 다인종 

회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2 

 
 

비디오: 팜빌에서의 대규모 저항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 미래의 비전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우리 지역 사회, 학교, 교회에서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불의를 치유하라는 분명한 성경적 요구가 있습니다. 

만민이 나란히 함께 살고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힘써 나아가십시다. 

 
 

토의 질문: 

 

1. 인종과 관련하여 당신은 자라면서 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당신은 분리된 학교에 

있었습니까? 인종과 학교 경험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서로 나누십시오. 

2. 통계에 따르면 우리는 여전히 인종적으로 상당히 분리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경험들을 해 왔습니까? 

3. 다인종 공동체의 일원이였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  

1. 지역 사회의 인종간 불공평을 조사하십시오. 인종 평등, 인종 정의를 위해 일하고 있는 

단체를 찾거나, 그들의 커뮤니티 변화를 위한 작업에서 인종 평등의 렌즈를 사용하십시오.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활동과 파트너십을 위한 기회를 공유하게 하십시오. 

2. 차이를 넘어 관계를 구축하십시오: 당신의 교회와 다른 인구 통계학적 구성을 가진 열린 

교회 또는 다른 신앙 공동체를 찾아 차이를 초월하여 진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즉, 권력이나 자선 기반이 아님). 

 
1 https://www.vox.com/2018/3/5/17080218/school-segregation-getting-worse-data 
2 “defined as those in which no one racial or ethnic group constituted more than 80 percent of the congregation’s 
participants.” https://www.washingtonpost.com/religion/study-multiracialchurches-are-growing-but-racial-unity-
may-be-elusive/2020/11/13/d688163a-25b6-11eb-8672- c281c7a2c96e_story.html 
 



3. 아래 ResourceUMC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실천할 수 있는 더 많은 아이디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resourceumc.org/en/topics/diversity-and-inclusiveness 
 
 

마치는 기도 

아래 연합감리교 제자국 웹사이트에 가면 변화를 윈한 기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매일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umcdiscipleship.org/articles/praying-for-change-daily-prayers-for-anti-racism 

 
 

마무리 

의견, 질문 및 공지사항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진행자 또는 참가자가 마침기도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