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번째 동영상: Coming to America 

 

성경 구절:   

 

레위기 19:33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34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라기 3:5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삯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묵 상: 

 

히브리 성경, 즉 구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해방되기 전에는 이집트에서 나그네였고 바로의 종이었음을 상기시키십니다. 그 말씀은 

"한때 자신 처했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나쁘게 대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대우받고 싶은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십시오!  

 

미국이 대부분 이 땅 출신이 아닌 조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하나님의 이 훈계는 오늘날 우리가 누가 우리 나라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현대 교회가 우리가 속한 현대 국가와 똑같지는 

않지만,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세계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을 환영해야 

하며, “그들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들로부터 정의를 박탈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비디오: Coming to America 

 

토의를 위한 질문들:  

 



1. 당신이 100% 토착민이 아니고 또한  당신 스스로 이민을 온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조상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발적으로 여기에 왔습니까? 가족이 이곳에 오는 데 어떤 법적 또는 문화적 장벽에 

직면했습니까?  

2. 미국으로 이민 온 다른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 비디오의 내용이 

당신이 아는 사람들의 경험과 어떻게 일치합니까?  

3. 구약성경은 이방인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21 세기 미국에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천을 위한 제안:  

 

1. Just Neighbors (https://www.justneighbors.org/get-involved/)에 연락하여 어떻게 당신의 

지역 공동체에서 참여할 수 있을지 알아보십시오. 

2. 지역 이민 및 난민 정착 기관을 찾아 가구 및 의복 기부, 친교 및 미국 기관 탐색 도움에 

이르기까지 어떤 종류의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십시오. 항상 "외국인"을 환영하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https://www.justneighbors.org/get-invol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