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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 :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라. 감춘 것은 드러나게 마
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내가 어두운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
은데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육신
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마태복음 10:26-28)
추모기도
생명의 주이신 하느님 아버지,
6.10민주항쟁 25주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지금 악명 높은 옛 중앙정보부 청
사였던 이곳에 와서 머리 숙여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이곳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들을 처참하고 억울하게 앗
아 간 간악한 독재 권력의 심장부였습니다. 이곳에서 저질러진 불의한 권력
의 만행들은 우리의 역사를 병들게 했고,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삶을 망가
트리고 멍들게 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혼들과 깊은 상처를 안고 신음하며 살아
가는 수많은 가족들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역사의 주이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의 현대사는 숱한 허위와 왜곡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거의 반세기 동
안이나 정통성에 흠이 있는 독재권력으로 말미암아 진실은 숨죽여 지내야만
했고 거짓이 득세하고 판을 치는 왜곡현상이 초래되어 왔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분단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습니
다. 함께 살아야 할 동족이 분단으로 말미암아 전쟁까지 치러야만 했습니다.
나뉘지 않았어야 할 민족분단이었습니다. 싸우지 말았어야 할 동족상쟁이었
습니다. 죽여서는 안 될 사람들끼리 죽이고 죽는 비극이었고 만행이었습니
다.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 박정희의 5.16쿠데타군사정권,
유신체제,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의 5, 6공에 이르기까지 독재체제 하에서 분
단을 구실로 하여 억울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목숨들이 얼마입니까? 이
죽음들의 까닭을 따져 올라가면 결국 민족분단에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독재권력은 분단을 구실로 삼아 독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분단은 우리 민족의 삶을 옥죄는 원죄입니다. 따라서 분단극복이야말로 우리
가 원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일 것입니다. 남북 간에 대화를 통한 화해협
력은 이 원죄의 멍에를 벗는 데 필수적 과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작금의 현상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독재 시절의 백골단 딱벌대의 망령들이, 박정희
유신독재의 망령들이, 5.6공의 망령들이 백주에 온 나라를 휩쓸고 다니는 듯
합니다.
하느님,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살피시고, 당신의 의로우신 팔을 펴시옵소
서.
능력의 하느님 아버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야 할 이
땅의 바른 삶을 위해 일어서게 하옵소서.
참된 자유와 진실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희생된 앞서 간 수많은 영령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분들의
뜻 이어 삶으로써 그들의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왜곡되
고 굴절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참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