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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나, ‘영적거리 좁히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어보기 어려웠던 단어들을 자주 듣게 된다. Shelter in 

Place, Safer at Home, 그리고 대표적으로 Social Distancing 이라는 단어이다. 필자도 교회

에 잠시 오가는 것 외에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만날 일이 생기더라도 이 역병이 

끝나고 보자고 미루기 일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만나야 한다면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

으로 무장하고, 미국 정부에서 일러준 대로, 6 feet 룰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지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 일리노이주에서 제작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영상을 보았다. 이 영상이 흥미로운 것은 무엇보다 시카고 쉐드 수

족관을 배경으로 '웰링턴'이라 불리우는 펭귄과 다른 동물들을 등장시켜서 재미있는 캠페인 

영상을 제작한 것이다. 또한 이 영상은 J.B. Pritzker 주지사가 직접 Narration을 담당하여 눈

길을 끌었다. 먼저 펭귄들이 가까이 붙어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환상적인 열대어들이 군집

을 이루어 수족관 속을 이동하자, 주지사가 6 feet를 강조한다. 이어서, 수달이 배영으로 수

영하는 장면을 통해 얼굴을 만지지 말고, 자주 세수를 하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해저에 

굴을 파고 머리만 굴 밖으로 내밀고 있는 습성이 있는 정원장어가 나오는 장면은 압권이다. 

그 장면과 함께 Stay inside, save lives 라는 자막이 나온다. 

  일리노이의 경우, 자택 격리령이 발동된 지도 근 한 달이 되었다. 이와 같이 육체의 건강

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중하다 보니, 무언가 허전함 감이 있지 않은가? 맞다.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지 못했고, 성도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나누던 친교가 사라진 것이다. 필자

는 청년들을 직접 심방하고 케어하지 못하기에, 큐티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공유하며 

Zoom 어플을 사용하여 청년부 성경공부 조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가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 졌다는 청년들의 뼈아픈 고백을 듣게 된다.

  이런 고백은 단순히 한 영혼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게 한다. 다시 말하면, 그 귀한 영혼이 사람과 세상의 염려로만 채워져 가는 문제

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염려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망을 본다. 즉 영적 거

리 좁히기(Spiritual Nearing)에 대한 소원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만성질환이 있었는데 원망과 불평이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에서 쫓기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극적으로 살아나고, 뒤쫓아 온 애굽 군대

가 홍해바다 속에 수장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수르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

셨다고(물이 써서 마라라고 함)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어서 16장에는 신 광야에 이르러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할 때에 하늘로서 만나와 메추

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다. 홍해 앞에서, 마라에서, 신 광야에서, 매사에 원망과 불평

이었다.

  신광야에서 온 백성이 우리를 굶겨 죽이려 하느냐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할 때, 하나님

은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씀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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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

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출애굽기 16 : 

9-10)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 가까이 오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이 땅은 엎

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럴 때일수록 불평과 원망으로 지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영적거리 좁히기, 지금부터 시작해 봄이 어떨지?

(야고보서 4:8)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