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평화를 위한 2019 사순절 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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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평화위원회 드림 

 

10일                        
3월  16일(토) 

 

성경말씀 
 

이사야 43:18~19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평화와 통일의 길을 내소서” 

 

 

 

 오늘을 위한 기도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앗수리아 살만 에셀 3 세에 의해 

멸망하였으며 남 유다는 바벨론의 느브갓네살 왕에 의해 

몰락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깊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43:18-19 의 말씀은, 

이러한 역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세지 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더 나아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족 또한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참으로 비극이고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조국의 분단으로 가족과 헤어져야 했으며, 

서로 총을 겨누고 서로의 원수가 되어 서로를 적대시 하며 서로의 몸과 

가슴에 생채기 내며 70 년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남북 정상의 만남 이후 서로 

왕래하지 않던 비무장지대에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군사도로가 생겼고 

서로 포탄을 주고 받던 바다에 새로운 물길이 생겼습니다.  

수치와 고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내버려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이 우리의 고난과 슬픔에 눈감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서로를 생채기 내던 광야에 길을 내시고 

메말랐던 사막에 강을 만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제자인 우리를 통해 

평화의 길, 통일의 길을 이 땅에 놓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의 조국의 통일 

위해 기도하는 사순절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조국이 갈라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라진 땅에 화해의 새로운 길을 내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 평화와 통일의 물줄기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