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앞면에서 계속 >  
“주기도문이 안 되면 헨델의 메시아 등 기독교 중세음악은 다 

안 되는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월턴 이사장은 “졸업식 때 
주기도문 합창을 보고 우려했다.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발각되었다.”며 “이 결정은 내 견해가 아니
라 대법원 결정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라고 해명했다. 결국 
졸업식 때 주기도문 합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졸업식은 시작
되었고 졸업생 대표 조나단 몽고메리의 인사말 순서가 됐다.

졸업생 대표가 인사말을 대신 한 것은...
몽고메리는 잠간 침묵하더니 양손을 높이 들어올렸다. 순간 앉

아있던 졸업생 일동이 기립하여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뤄진 같이 땅에서도 
이뤄지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학교 관계자들은 어리둥절
했고 스탠드에 서있던 하객들은 학생들과 함께 큰 소리로 ‘주기도
문’을 암송했다. 학생들이 “아멘!”하며 ‘주기도문’ 암송을 끝마치자 
하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졸업생들의 용기를 응원했다. 

졸업생들은 무신론단체의 위협으로 학교의 오랜 전통인 ‘주기도
문’ 합창을 졸업식에서 금지한 학교 결정에 반발해 합창 대신 암송
하기로 사전에 약속했던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 같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는 학생들의 행동에 크게 감동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
날 미국이 이렇게까지 된 현실에 책임감을 느끼며 또한 너무나 가슴
이 아프다고 눈물을 흘렸다.(*) 출처 / KAmerican Post 201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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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ORMED FAITH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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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산상설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마 5:1-10) 

표지설명 / Sermon On The Mount by Carl Heinrich Bloch(1834-1890)

                  고등학교 졸업식장에  
                  주기도가 울려 퍼지다

                                                            

‘주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
오하이오의 작은 도시 이스트 리버풀에 위치한 이스트 리버풀 

고등학교는 지난 70년 동안 졸업식 때마다 ‘주기도문’(Lord’s Prayer)을 
합창단이 불러오는 전통을 갖고 있다. 올해도 졸업식을 준비하며 
담당 음악교사는 졸업생으로 구성된 합창단과 함께 주기도문 합창
을 열심히 연습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초 이 학교는 위스콘신에 위치한 미국 최대 
무신론단체인 ‘Freedom from Religious Foundation’으로부터 경고
의 편지를 받았다. 공립학교 졸업식에서 ‘주기도문’을 합창단이 부
르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정교(政敎) 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단하라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이 학교의 부모가 졸업식에서 주
기도문이 합창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단체에 제보하면서 이번
에 경고 편지가 날아온 온 것이다. 

학교 이사회는 고심하다 이 단체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우려로 이번 졸업식에서 주기도문 합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래리 월턴 이사장은 “우리는 이 단체와 소송할 돈이 
없다. 소송을 위해 변호사에 돈을 쓰기보다 교사를 더 고용하는 
것이 낫다.”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반발이 컸다. 이 학교에서 
18년 동안 음악교사로 활동하며 매년 졸업식 때 주기도문 합창
을 지도해오던 교사 리사 엔싱어는 < 뒷면에 계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