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대한민국을
위한 중보기도

(10월28월~11월13일)

북한
개요

경제

정치

기도제목

동문

o수
o인
o면
o언

도:
구:
적:
어:

평양
23,990,703 명
122,370㎢
한국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중앙집권화 되고 고립된 경제
체제일 것임. 핵무기 보유국이 되려는 무리한 시도,
많은 군사비 지출, 낙후되고 있는 농업 산출량 등으
로 경제가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불법 마약과 담배, 위조지폐, 도박 시설에서
얻은 이익도 이웃 나라들과 미국이 그 망을 조여
오면서 줄어들고 있음. 암시장이 계속 급속도로 성
장하고 있고, 미사일 판매량이 세계 최고다. 원조에
지나치게 의존함. 중국, 특히 남한과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로 경제적 필요와 고립주의적 이념 사이에
서 갈등하고 있음.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만연한 영
양실조를 해결하게 위해 어쩔 수 없이 제한된 경제
개혁을 단행하고 있음.
1910-1945년까지 일본에게 강점당했다. 러시아의 요
구로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되었고, 1948년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이 설립되었음. 1950년에 북한
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시작된 내전은 1953년까지
지속되었음. 북한은 핵개발과 군사력을 내세워 위협
하면서 이웃 나라들로부터 계속해서 양보를 끌어내
고 있음. 독재자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은 세계
에서 가장 억압적인 통치를 하고 있으며, 문자적으
로 “자기 신뢰”를 뜻하는 주체사상을 전적으로 신봉
함. 김정일의 나이와 좋지 않은 건강, 상대적으로 불
확실한 권력승계, 군 장성 들의 강력한 기반,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제체제 등은 예고 없이 갑작
스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대한민국
o수
o인
o면
o언

도:
구:
적:
어:

서울
48,500,717 명
99,067㎢
한국어, 전체언어 4

1953년 가난하고 황폐한 나라에서 급속한 산업화와
현대화를 거쳐 세계에서 열한째로 경제력이 큰 나
라로 변혁하였음. 재벌이라는 강력한 거대 복합기업
이 주도하는 복합적이고 수출 지향적인 산업이 광
범위하게 걸쳐 있음. 1997-1999년의 아시아 금융
위기로 한국의 경제체제는 약점을 드러냈지만, 자유
화 조치를 통해 경제가 계속 나아갈 수 있었음. 한
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고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금융에 취약하지만,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과 기술
혁신이 이 약점을 보완함.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주변 국가에게 잦은 침입
과 간섭을 받아왔음. 일본 강점기(1910-1945),
외세에 의한 분단 시기(1945-1948), 국토를 폐
허로 만든 한국전쟁(1950-1953)이 한국인의 태
도와 정치의 틀을 만들었음. 강력한 군사-민간정
부가 1950-1987년에 권력을 잡았는데, 결국 사
회적 불안은 헌법 개정과 더 개방적인 다수정당
체제의 민주주의를 끌어냈음. 1992년, 32년 만
에 첫 민간인 대통령이 선출되었음. 북한의 처
참한 상황을 볼 때, 충돌 아니면 통일이 불가피
해 보임.

세계 앞에서의 신뢰와 사역에서의 효율성을 극대
독재국인 북한의 핵 위협도 심각하지만, 국가적인
화 하도록.
고통과 빈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성령께서 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노력과 명민함으로 돌리
자와 간부들을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시도록.
려는 유혹에 끊임없이 빠져들지 않도록.
기독교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이 나라에서 북한
겸손과 화해, 새로운 협력 정신이 한국 교회의 모
신자들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든 영역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현재 0명의 ACTS 동문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91명의 ACTS 동문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출처: 기도24·365(세계기도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