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한 2019 사순절 묵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남과 북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중에

2일
3 월 7 일(목)

성경말씀
마 5:23-24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개역 개정)

“하나님은 통일을
원하실까요?”

오늘을 위한 기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그냥 오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걱정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지난 1990 년대 북은
'고난의 행군'을 했고 남에 사는 우리는 너무 무거운 통일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불편한
통일 대신 지금 이대로 편한 분단'을 선택하겠다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통일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인의 몫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통일을 원하시는가?' 물어야
합니다. 임성빈 교수는 '신앙과 통일 준비'에서 하나님은 통일을
원하시는가? 묻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통일을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매, 형제끼리
불화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며, 화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의
화목이 우선임을 분명히 하셨다(마 5:23-24).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은
이유야 어찌되었건 서로 피를 흘리면서까지 반목하며 살아왔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제 우리는 서로
화해하여야 한다. 우리가 서로 용서함에 바탕을 두고 화해하여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화해의 통일을 원하신다. (임성빈, 신앙인과 통일준비)
지난 2 월 27 일 -28 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은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온 세계가 놀람과 충격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놀란 마음은 차츰
진정되었습니다. 사실 분단 이후 남과 북의 관계를 돌아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기대와 실망,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시소게임 같았습니다.
그리고 북과 미국이 만나 대화한 것 그리고 서로의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이해한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푯대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때 유리함이나 불리함을 따지기 보다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화 통일을
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주변 조건과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 하지 않고
신앙의 힘으로 통일을 향해 꾸준히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주님, 기대가 높았던 만큼 북-미 정상 회담에 대한 낙심도 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올해 사순절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마음과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묵상과 기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묵상글을 제공합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평화위원회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