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면에서 계속 >

미국 정부를 배우는 시간에는 2015년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을 합법화 판결과 최근 성전환자 학생들의 화장실 출입에 관련된
재판 등을 사례로 배우게 된다. 이 결정은 또 공립학교에서 LG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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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거나 특정 종교 소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위원회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녀들
에게 동성애, 동성결혼 등 이른바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을 몇 살
때 어떻게 가르칠지는 부모에게 달려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또 일부 역사 교사들은 이 교과과정 수정에는 미국의 서부개척
정신을 설명한 명백한 운명이나 미국 원주민들에 대한 내용이 없다
며 소수의 LGBT를 소개하기 위해 역사에서 중요한 다수의 그룹들
이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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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합니다! 기독교대학의 학생들이 주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 해당 대학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지속할 수 없게 만
드는 SB1146 법안이 주 하원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통과 될
경우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교육이 붕괴 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8월 31일 주 의회에서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 교계 지도자들께서는 교회 및 관계 기관의
성도님들에게 CA 해당지역 주 하원에게 탄원 전화, 편지, 이메일
등을 통해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전달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려 주
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재미한인기독선교재단 이사장 박희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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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크리스천가정은 자녀들에게

새 같이 도망하라 함은 어쩜인가

부모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는 어린이들이 7살이 되어 2학년에 올라
가면 두 엄마 두 아빠 등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해 배우고, 9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되어 4학년이 되면 미국에서 동성애자 권익보호 운동을 펼친

너희가 내 영혼에게

동성애자들을 ‘위인’으로 배우게 되었다.

새 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도다.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만장일치로 이런 식
으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LGBT)에 대한 내용을 정규 교과과
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2012년 미국 최초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LGBT가 캘리포니아와 미국에 기여한 대한 내용을 역사, 사회 등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공립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넣으라는 법(SB48)이 캘리포니아에서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채택된 후 이를 집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당시 이 법이 채택된 후 이 법을 폐기하려는 일부 주민들의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반발과 예산 부족 등으로 집행이 지지부진하다 이번에 교육위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회가 결정하게 되면서 앞으로 모든 공립학교 교과과정에 LGBT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내용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이 결정에 따라 2학년 학생들은 ‘다양한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리로다. (시

11:1-7)

두 엄마 두 아빠가 있는 동성결혼에 대해 배우게 된다. 4학년 학
생들은 1970년대 캘리포니아 선출직 정치인 중 최초로 동성애자
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하비 밀크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와 같

표지설명 / 터툴리안(Tertullian, 155-240), 북아프리카 교부로 이레니우스에 교리적 기원을 둔 저명한 기
독교 변증가다. 영지주의와 군주신론 이단에 강력 대항하여 ‘하나님은 삼위 안에 한 본체’라는 삼
위일체 교리의 기초를 놓은 신학자로 최초로 삼위일체(Trinitas)라는 말을 썼으며 니케아 신조 작
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불행이도 말년에 몬타니즘(Montanus)을 지지하는 편으로 기울어졌다.

은 동성애자 운동가들을 배운다. 5학년 때부터는 18세기와 19세
기에 성(gender)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배우고, < 뒷면에 계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