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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상에서 북한보다 더 고립되고 군국주의적인 불가사의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
무력시위로 여겨지는 거동으로 인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북한은, 그 국경에서부터 이제까지 했던 어떤
시도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로 사용될 수 있는 로켓의 시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로켓의 시험 발사
시도로 인해 근래에 들어 뉴스의 머리기사에 등장하였다. 비록 로켓 발사는 실패하였지만, 북한은 다시 한 번,
국가들이 서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하여 관계를 맺는 평화로운 세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려
거리가 되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세계 정세에서 취하는 듯한 우려스러운 역할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비록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고립의 벽이 높고 뚫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리의 목소리가 들릴 수 없는 곳은 지상 어느 곳에도 없다는 사실이 나에게 희망을 준다. 성경은 예언자
엘리야가 그가 억압을 받고 있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미세한 음성”을 들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립되고 외진 장소에 있던 엘리야에게 이르렀다. 이 음성은 극적인
강풍, 지진, 그리고 불에 이어 은밀하고 조용한 방법으로 그에게 왔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라.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불
후에 미세한 음성이 있는지라.”(열왕기상 19:11-12)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발견자요 창시자인 메리 베이커 에디는, “과학적 사고의 ‘미세한 음성’은 대륙과 대양을
건너 지구의 가장 멀리 떨어진 변경에까지 미친다.”(과학과 건강 부 성서의 열쇠, 559 쪽)고 썼다. 기도의
권능은 수도인 평양의 거대하고 음산한 공간과 북한 수용소의 숨겨진 구석에서도, 북한의 보통 가정에서도
느껴질 수 있다.
비록 서방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잡힌 견해를
접하기란 어렵지만, 바바라 데믹이 쓴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음: 북한에서의 평상적인 삶”과 같은 책들이
국가 독재가 지배하는 곳에서의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북한을 위한 나의 기도는 독재에 대한 치유를 위한
기도와 독재적 정권, 억압, 그리고 세계로부터의 고립 안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 외에도 식량 부족과 싸워야만
하는 그 나라의 보통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기도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을,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진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에, 나는 어느 곳이라도 억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신성의 도움이 반드시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납득한다. 과학과 건강에서 에디 여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개인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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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 그녀는 “사람이 가진 권리를 인식할 때, 우리는 모든 억압의 최후를 예견하지 않을 수
없다.”(227 쪽)고 썼다. 에디가 최후를 맞을 것으로 묘사한 것은 개인들이 아니라 억압 자체라는 것에
주목하라. 진정한 정부는 하나님 정부의 반영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의롭고 현명한 정부가 결여되어 있는 곳
어디에서든 그것이 전개되고 부상하는 것을 볼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이 감지하고 있는 서방세계의 지배와 통치에 관한 동기에 대해 북한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성적이든
비이성적이든 두려움을 이해하기 위하여 서방세계는 자신의 몫을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위한 나의 기도는 그 나라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현명하고 평화로운 행동을 위한 기도, 북한을
하나된 세계 가족의 일원으로 보는 기도를 또한 포함하고 있다. 에디는 “유일한 아버지, 곧 하나님과 더불어
인류의 온 가족이 형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유일한 마음, 그 하나님, 즉 선과 더불어 인류의 형제관계는
사랑과 진리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신성의 과학을 구성하는, 원리와 영적 권능의 일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과학과 건강, 469-470 쪽)고 썼다.
2011 년 12 월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사후 이루어진 지도층의 최근의 변화는 새로운 통치 방향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세계는 그의 아들인 김정은이 자신의 아버지를 우상화하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통치권을 취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예컨대 최근 들어 더 많은 수의 서방세계 언론인들의
방문이 허용된 것과 같은 몇 가지의 희미하나마 진보의 빛이 이미 보이고 있다.
북한 시민들은 그 나라의 군대 열병식과 획일적으로 통제된 군중 시위에서 보여주는 엄숙한 얼굴보다 더 많은
것을 세상에 제공할 수 있다. 성경에서 선언된 하나님 정부의 발전에 대한 진리가 예컨대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서처럼 현실화 될 수 있다. 성경이 주는 다음과 같은 약속 안에 희망이 있다: “주께서 국가들 사이를
중재하시고 국제 분쟁을 진정시키실 것이다. 그들은 자기 칼들을 두들겨 보습을 만들고 자기 창들을 두들겨
낫을 만들 것이다. 국가가 국가를 대적하여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것이요,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 2:4, New Living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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