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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캐나다 장로교회는 기숙학교 제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고 여러 세
대에 걸쳐 계속되는 고통을 겪는 많은 원주민들에게 사과하였습니다. 우리가
상처와 손상을 입힌 사람들과 그 관계를 회복하려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회개와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누가복음
24:47).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어떠한 선교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보여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삶으로 구현하는 일보다
는 이 말씀을 주제로 설교하는 일에 훨씬 더 능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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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캐나다 장로교회의 고백은 회개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함으
로 우리는 용서를 받고자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범한 그릇된 일에 대한 슬픔
과 회한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회개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본
래 회개는 ‘죄악되고 부정의한 것에서 우리를 돌이켜,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향해 움직이는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
하는 방식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한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드린 고백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었습니까? 우리 원
주민 형제자매들에 대해 우리는 이제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있다
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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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화해를 이루고자 계속 힘쓰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마음을 담
은 우리의 언어가 우리 삶의 현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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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자: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없이
우리 방식대로 생각하는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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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사 우리 원
주민 형제자매들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옵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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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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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결심이 굳게 하사 모든 이들
에게서 주의 얼굴 보게 하소서

다같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결심이 굳게 하사 모든 이들
에게서 주의 얼굴 보게 하소서

다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원주민 형제자매들과 함께 치유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자 할 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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