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ayer for the Successful US-DPRK Summit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위에 평화를 위한 기도문 

생명의 주님, 이 시간, 한반도의 평화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평화로 하나 되게 하소서. 

Lord of Life, please join us in this time as we bow our heads praying for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Please hear our prayers so that we may become one in the love and peace of Jesus Christ. 

우리가 일촉즉발의 위험 속에서도 여기까지 왔나이다. 4/27 정상회담이 유익하게 열렸고, 그 결과 

북미간의 정상회담으로까지 이끌었나이다.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며, 평화의 봄으로 이끌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However, we will not forget that peace does not spring easily. Thus we desperately hope to overcome 

the barriers of ideology and distrust, and that this opportunity we have received once again may open 

the path of trust and peaceful coexistence flowing toward the stream of life, justice, and peace.   

그러나 우리는 평화가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 아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이념과 불신의 

장벽들을 극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에게 부여된 이 기회가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물길이 

흐르는 신뢰와 평화의 공존의 길을 열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나이다.  

We desire to continue our prayer march for reconcili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Lord, as 

small candles gathered to bring forth a great wave of peace, may our candle of prayer meet with all 

those who wish for peace and be with us to grow into a great wave of reconciliation and peaceful 

coexistence. Do not let the candle blow out despite any troubling winds that may come, and lead us to 

peace. 

우리는 한반도 위에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의 행진을 지속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작은 

촛불들이 합해져 평화의 물결로 나아가듯이, 우리의 기도의 촛불이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과 

만나, 평화적 공존과 화해의 위대한 물결 속으로 자라도록 저희와 함께 하소서. 어떠한 불순한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이 춧불이 커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평화로 이끄소서. 

Until the day we realize reconciliation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let us fulfill our mission 

with the humble heart of God. We pray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comes to our land as 

the Prince of Peace. Amen. 

한반도의 통일과 화해를 우리가 볼 때까지, 주님의 겸손한 맘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