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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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3월  13일(수) 

 

성경말씀 
 

이사야 2 장 4 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드소서.” 

 

 

 

 

 오늘을 위한 기도 

 

이사야가 계시로 받은 말씀입니다. 현실을 살펴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목전에 들이닥친 앗시리아의 위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든 우상을 놓지 못하고,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잇속만 생각하는 

시절입니다. 이런 날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환상을 허락하십니다.  

이 고난의 시기가 지나면 주님의 성전이 높이 솟을 것이고, 사람들은 

저마다 그 성전에 올라 주님의 길을 배우고 따를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드러난 주님의 길은 화해와 평화의 길입니다.  

그 날이 되면 더 큰 칼과 더 강한 창을 허락하실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할 것이니 너희들은 

마음껏 정복하고 빼앗아도 좋다고 약속하지도 않으십니다.  

높이 솟은 성전에서 배우고 따르는 주님의 길은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평화도 아닙니다. 칼은 보습이 되고, 창은 낫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이 

가고 그 날이 오면 나라와 나라의 분쟁이 사라지고, 그러면 힘센  

나라들의 분쟁 때문에 어느 민족이 고난을 겪는 일도 사라질 것입니다. 

죽이고 위협하는데 쓰이는 쇠붙이들은 농사하고 먹여 살리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기나긴 분단의 세월, 여전히 요원한 평화이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신 마음 뜻은 평화이고 화해입니다. 민족들의 복잡한 

이해 관계 속에 아직 아슬한 평화의 빛이지만, 이사야의 말씀은 ‘오너라,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하며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 영혼과 교회, 지역 공동체와 민족들 가운데 성령의 불을 
기다립니다. 그 불길은 총과 미사일을 녹여 보습과 쟁기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미워하고 죽이지 않고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강원도 화천에 가면 세계 60 개 분쟁지역에서 거두어 모은 탄피 1 만관 
(37.5 톤)으로 만든 평화의 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다보니, 그 종 한번 크게 울려보고 싶습니다.  

 

주여, 거룩한 성전에서 가르치신, 평화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안의 분쟁을 해결하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소서. 군사 훈련이 필요 없는 세상이 속히 오게 하소서. 칼과 창을 만들던 노력과 자원을, 생명과 

평화를 전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소서. 우리로 그 희망과 소원을 잃지 않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