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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9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북핵 문제
와 관련한 분명하고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온 국민은 지난 1,2차 정상회담과 북미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정상회담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
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을 폐기하고 핵 프
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분명한 합의를 거두는 성과를 올리게 되기를 바란다.
만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 도출이 아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
이나 북·미 협상을 촉진해 나간다는 식의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어
떤 다른 교류 협력의 밑그림을 그린다 해도 국민적 기대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에 함께 방북하는 여, 야 대표, 기업인, 종교 문화계 인사들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의
미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에서 핵이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에 모든 초점을 맞
추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라며, 각자 제목소리를 내는 식의 엇박
자로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덧붙여 우리는 이번 방북단에 기독교에서 KNCC 총무 혼자 선정된 것에 대해 기독교에
대한 정부의 편향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며 깊은 우려와 함께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
금까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동포돕기에 앞장서오며,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를 한 순간
도 쉬지 않고, 실질적인 남북 교류의 힘을 보탠 것이 진정 누구인지 정부 당국자는 똑똑히
파악하기 바란다. 이런 식의 한국교회 편 가르기는 향후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에도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
반도에 전쟁이 사라지고 장차 남북 평화 통일의 디딤돌이 놓아지기를 1천만 한국교회 성도
들과 함께 희망의 끈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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