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기도문 

1989년, 성령으로 충만한 문익환 1 목사는 남북간 비무장지대 (DMZ)2를 통과하여 남한에서 북한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문 목사님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의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탱크와 총은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경비병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상의 공간에서 만남을 갖고 있지만, 그의 여정에 우리도 동행할 수 있을까요? 문익환
목사가 그처럼 걸어가는 일처럼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침묵 속에 있는 그 땅 위를 하느님의 사랑의 바람을 타고, 
우리들의 마음의 날개를 펴서 우리도 동일한 걸음을 걸어가 봅시다! 

하느님께서 주신 푸르른 강산으로 이뤄진 하나의 작은 반도가 강대국들에 의해 70년이 넘게 두 개로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생겼고, 친구들이 서로 만날 수 없었고, 심지어 
문화와 언어도 이질화 되었습니다. 오랜 역사의 그 땅에 아직도 냉전이 지속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기쁨의 샘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3 세대에 걸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국경을 마주하고 서로 갈등하며 적대시하도록 
배웠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희망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지요. 
단순히 희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전쟁 종식을 위한 길을 적극 모색합니다.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히 우리는 당국자들의 문을 두드리며, 공식적인 
평화를 구하는 바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느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익환 목사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며 DMZ을 통과하면서 그가 보았던 바로 그 빛, 
그리고 그가 불렀던 바로 그 노래를 우리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아무런 경계도 세우지 아니하시며,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느님, 
그분의 최초의 언어인 침묵 속에서, 바로 그 하느님을 앙망합니다. 

[침묵 기도] 

오! 우리에게 평화의 비전을 주시는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여,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의 진보적이며 위험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 불가능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봐왔습니다. 장벽들이 무너져 
내렸고, 권리들이 보호를 받았으며, 대량학살은 종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북한 당국자들의 손에 들린 펜을 향하여 “들리어져 70년 전쟁의 종식에 서명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는 그 땅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느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고통의 행성을 치유하시겠다는 당신의 놀라운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 북쪽의 백두산에서부터 남쪽의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전역에 휘날리는 
정의의 깃발을 향한 문익환 목사의 비전이 실현되게 하여 주 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1 문익환 목사 (1918-1994), 한국 기독교 장로교 목사, 한국의 통일과 민주화의 평생을 헌신  

2 1953년에 설정된, 북위 38도 인근의 남한과 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 또는 완충 지역.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기도문

1989년, 성령으로 충만한 문익환1 목사는 남북간 비무장지대 (DMZ)2를 통과하여 남한에서 북한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문 목사님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의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탱크와 총은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경비병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상의 공간에서 만남을 갖고 있지만, 그의 여정에 우리도 동행할 수 있을까요? 문익환 목사가 그처럼 걸어가는 일처럼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침묵 속에 있는 그 땅 위를 하느님의 사랑의 바람을 타고, 우리들의 마음의 날개를 펴서 우리도 동일한 걸음을 걸어가 봅시다!

하느님께서 주신 푸르른 강산으로 이뤄진 하나의 작은 반도가 강대국들에 의해 70년이 넘게 두 개로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생겼고, 친구들이 서로 만날 수 없었고, 심지어 문화와 언어도 이질화 되었습니다. 오랜 역사의 그 땅에 아직도 냉전이 지속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기쁨의 샘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3 세대에 걸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국경을 마주하고 서로 갈등하며 적대시하도록 배웠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희망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지요. 단순히 희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전쟁 종식을 위한 길을 적극 모색합니다.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히 우리는 당국자들의 문을 두드리며, 공식적인 평화를 구하는 바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느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익환 목사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며 DMZ을 통과하면서 그가 보았던 바로 그 빛, 그리고 그가 불렀던 바로 그 노래를 우리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아무런 경계도 세우지 아니하시며,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느님, 그분의 최초의 언어인 침묵 속에서, 바로 그 하느님을 앙망합니다.

[침묵 기도]

오! 우리에게 평화의 비전을 주시는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여,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의 진보적이며 위험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 불가능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봐왔습니다. 장벽들이 무너져 내렸고, 권리들이 보호를 받았으며, 대량학살은 종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북한 당국자들의 손에 들린 펜을 향하여 “들리어져 70년 전쟁의 종식에 서명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는 그 땅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느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고통의 행성을 치유하시겠다는 당신의 놀라운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 북쪽의 백두산에서부터 남쪽의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전역에 휘날리는 정의의 깃발을 향한 문익환 목사의 비전이 실현되게 하여 주 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1 문익환 목사 (1918-1994), 한국 기독교 장로교 목사, 한국의 통일과 민주화의 평생을 헌신 

2 1953년에 설정된, 북위 38도 인근의 남한과 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 또는 완충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