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한 2019 사순절 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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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많이 들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마음과 몸으로는
행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점에서도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1990 년에 있었던 독일의
통일과, 예멘의 통일로 한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습니다.
70 년이라는 시간 동안 38 선을 경계로 서로 비방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경말씀

이러한 시간 속에서 어떤 이들은 눈물 흘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눈물들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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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움이 되었고 미움 들이 모여 분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민족으로 같은 말을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우리를 갈라놓았고 우리를 서로 원수 되게 하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보았던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똘이장군”이라는 만화영화를 기억합니다. 그 만화에 보면 모든 북한 사람들은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늑대로 표현되고 북한의 지도자는 돼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한동안 북한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늑대라고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생각했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지요.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2008 년 남북평화통일 평양기도회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의

하고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생활 습관을 가진 이들이었지만 70 년의 시간은

기독교인들이 평양 봉수교회에서 만나 남과 북이 각각 준비한 포도주와 빵을
섞어 함께 성만찬을 나누었던 일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남과
북의 기독교인들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같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며
한 민족입니다. ”

것이 저에게는 이미 통일을 경험한 것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이상 그들은
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며,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입니다. 이 사순절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헐뜯고 비방하며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며 축복하고 이 땅의 평화와

오늘을 위한 기도

통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우리는 오랜 시간 서로를 원수라 여기며 사랑하기 보다는 서로를 헐뜯고 저주하며 비방하였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원수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며, 한
민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제자인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일구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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