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통일광장기도 5년
이용희

교수

월간 JESUS ARMY 발행인

눈이오나 비가오나, 추석이나 구정이나
“백설이 만건곤해야 송죽의 푸르름을 알고
일이 어려워 봐야 장부의 마음을 안다”
추운 겨울이 되어 눈발이 휘날릴 때
소나무와 대나무의 한결같은 푸르름이 돋보이고
고난과 환란이 닥칠 때에야
비로소 대장부의 충정과 기개가 드러난다.
눈이오나 비가오나, 추석이나 구정이나, 공휴일도 없이 매주 월요일 저
녁 7시 30분 서울역 광장에서 통일광장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일광장기도회는 2011년 10월 서울역 광장에서 시작한지 5년이 되었
습니다. 지금은 통일광장기도회가 계속 번져나가 전국 43개 도시와 해
외 4개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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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전하는 최상훈 목사

5주년 서울역 통일광장기도회(2016.10.17. 서울역광장)

기도인도 하는 이용희 교수

기도인도 하는 정베드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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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유언
“우리는 거리로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 거리의 기도회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 거리와 광장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며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남북통일도 기도를 통해 하십시오.”
에스더기도운동 초대 고문이셨던 故 김준곤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에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남기신 말씀은 지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통일광장기도 5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통일광장기도회가 한 주도 거르지 않
고 260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쳐도 기도회를 단축하지 않고 끝까지 눈,
비를 맞으며 기도했습니다.

서울역 통일광장기도회 참석자들이 비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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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보라 속에서 손발이 시리고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와도 남한보다 더
한 혹한 속에 떠는 헐벗은 북한동포들을 생각하고 추위를 견디며 복음
통일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추운 겨울 1월, 함경북도에서는 혹독한 추위 속에 일가족 5명이 모두 얼
어 죽었다는 탈북민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추울수록 북한동포들 생각
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보라가 칠 때 서울역 광장에서 우리는 뜨
거운 눈물을 흘리며 북한동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통일을 위해 광장기도회를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지금은 국
내외 47곳에서 통일을 위한 성도들의 광장기도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역 통일광장기도회 5주년을 기념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통일을 위해 연합하여 한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북한동포들을 사랑하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
고 축복합니다. JESUS ARMY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
나가 되리라 (겔 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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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통일광장기도회 참석자들이 비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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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교수 극동방송 1분 기도

통일광장기도회
“악마의 전략 가운데 가장 큰 전략은 기독교인을 거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 건물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로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리와 광장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며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2008년 6월 25일 시청 앞 광장 구국금식기도회에서 故 김준곤 목사님께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2011년 10월, 북한구원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와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서울역 통일광장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통일광장기도회는 전국과 세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42개
도시에서, 그리고 해외 4개 도시에서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서울역 통일광장기도회가 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5년 동안 한결같이 광장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전국과 해외로 기도의 불길이 번져나가 북한구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곳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의 불길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북한구원 통일한국을
이루어 주옵소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석에나, 구정에나 변함없이 광장에
모여 북한동포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마침내 기쁨으로 통일의 단을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