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한 2019 사순절 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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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화해가 먼저입니다. ”

오늘을 위한 기도

창세기는 형제간의 갈등과 화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덴 이후에
태어난 첫 사람 가인은 형제 살해자가 되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적자와
서자 사이의 갈등 때문에, 야곱과 에서는 장자권을 둘러싼 경쟁으로, 요셉과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고 갈등했고 원수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갈등 이야기만 전하지 않고 화해 이야기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치르며 화해했고, 에서와 야곱도
브니엘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울면서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과
형제들도 수 많은 인생의 시련을 거치면서 오랜 갈등을 끝내고 서로를
용납했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9 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과 북은 아직도 싸운 후
화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갈등 중에 있습니다. 군사 대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혹 화해를 위한 노력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분단의 긴 역사와 비교할 때
잠깐 숨을 쉬는 정도라고나 할까요?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로 1961 년부터
2010 년 8 월까지 국군, 북한군, 미군 1554 명이 사망하였습니다.(경향신문
2010 년 11 월 17 일]
남과 북이 오랜 갈등을 끝내고 화해하고 서로 용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화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핵심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형제나 자매를 보고 성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2324)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와 화해를 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참된 제사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새겨야 합니다. 형제 자매와 불화한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방해합니다. 형제 자매와
화해를 한 후라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이제 화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불화’의 세상을 ‘화’의 세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거룩한 소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소명입니다. 우리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저는 “너는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화해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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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