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몫입니다.
9/11의 교훈

여러분은 목격자의 증언이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증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는 단순히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도록 훈련되어 있습니
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본 것을 우리가 실제 본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속임“마술”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마술사가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이는 사람들이 9/11을 어떻게 그렇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
와줍니다. 10년 전, 미동부 시간으로 오전 8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일어난 사건
이 찍힌 비디오를 전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과격주의자들의 테러 행위로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계의 큰 종교들 중
하나가 다른 종교를 대상으로 한 공격으로 봅니다. 그런가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미국의 경제와 군사력의 상징들을 공격함으로써 미국에게 치욕을 주려는 시도로
보기도 합니다.

5월에 있었던 종교내 회담에서, 미국의 무슬림들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격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
고, 그들이 통제할 수도 없었지만, 그들과 그 자녀들의 삶에 영원히 영향을 미칠
지도 모르는 행위로 보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박해를 피해 피난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에서 수용을 기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9/11 이후 몇 주 동안, 해
외의 어떤 도시들에서는 거리에서 춤을 추고, 오사마 빈 라덴은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조롱함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상처에 모욕까지 주었습니다.

관계는 9/11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대신, 미국에서는, 몇몇 가장 다
양한 공동체에서 조차, 특정한 억양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의심하고, 전통 의
상을 입은 여성들은 상가와 거리에서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평신도여
선교사역자 중의 한 분은 자신이 직접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뉴욕시
지하철에서 모국의 전통 의상을 입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전국에서, 무슬
림 공동체들은 그들의 사원이나 커뮤니티센터를 지으려고 할때 이에 대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9월 11일 참사 후 10년, 우리는 이를 종결짓지도 해결하지도 못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서로를 “보는”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으
로서, 영성교재인 <신앙인의 여정: 용서와 정의의 회복과 화해를 위하여>를 통하
여 현재 우리의 불안과 공포를 이용한 권력 투쟁과 폭력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새로운 초교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를 강화시켜줄 어떤
원칙들을 배우고 나눌 수 있을까요? 전쟁은 평화로 가는 관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군사력의 환상에 대해 비난할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선지자들, 그리고 꾸짖음과 교훈이 있는 예수님 말씀으로 되돌아 갑시다.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평화를 이루는
자들로서 모든 것을 보고 행동할 수 있는 분명한 비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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