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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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3월  14일(목) 

 

성경말씀 
 

사도행전 10 장 9-16, 23-29 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행 

10:28 절) 

 

 

 

         “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을 위한 기도 

 

모니카 마시아스라는 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적도 기니라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서 대통령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쿠데타의 위험을 피해서 세 자녀를 당시 친분이 있던 김일성 주석에게 

보냈습니다. 7 살이던 1978 년 평양으로 온 그녀는 아버지가 암살 됐다는 

소식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북한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20 대까지 평양에서 살게 되고 이후 30 대에는 한국에서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양과 서울 억양이 섞인 우리 말을 사용합니다.  

두 나라를 다 살아본 모니카에게 남한과 북한은 ‘체제는 달라도 같은 나라’ 

였습니다. 중국 사람과 북한 사람은 같아 보여도 사고 방식이 다른 반면 북한과 

한국은 사고 방식, 성격, 음식, 도시의 냄새까지 모두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도 북한에 있을 때는 남한과 미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후에 그 편견을 깹니다. 한국에 왔을 

때 마주 오던 승용차가 신호도 주지 않고 그냥 들어오니까 버스 기사 아저씨가 

“야 이놈, 이 새끼야!” 하고 욕을 하더랍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욕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니카는 남북이 이렇게 

공통점이 많은데 서로를 너무 모르는 가운데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보자기 속에 있는 온갖 짐승들과 새들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듣지만 속되고 부정한 것은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버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후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 사람들과 만난 베드로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이 하던 것이 불법이던 시절,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속되고 부정하다는 생각은 만나고 나서야 허물어 집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니 저들도 나와 같은 사람임을 깨닫습니다(행 10:26). 남과 북은 얼마나 

서로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사로 잡혀 있을까요? 그래서 우선 자주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자주 만나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경계를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신앙이 우리가 쳐놓은 울타리들을 허물고 넓히는 과정이라면 남과 

북은 지금 우리가 허물어야 할 가장 큰 울타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거두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십시오. 모든 경계를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남과 북의 오래되고 낡은 경계들을 넘어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도록 

저희를 이끄소서.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