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대신, 합신 총회 성명서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 19 사태 책임 전가 말고 방역에 집중하라.
“문제는 작은 모임이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내 소모임을 금지하고 교회 내
단체식사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찬송과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했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과연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조치인지? 의심이 든다.
정부의 말 대로라면 ‘교회 내에서 식사하면 코로나가 전염되고 교회 앞 식당에
서 밥을 먹으면 전염이 안 되는가?’ ‘교회 건물에서 소모임을 하면 코로나에
걸리고 교회 밖 카페에서 모이면 괜찮은가?’ ‘정말 교인들이 문제라면 교인들
의 식당 출입 자체를 금지해야 하지 않은가?’ 또한, ‘불교와 천주교 등 타 종
교는 제외하고 기독교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공평성을 상실한 기독교
탄압이 아닌가?’ 더 나아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을 어기지 않
았나?’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의식의 자유와 종교활동의 자유
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가 아닌가?’ 우리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코
로나19 방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2차 유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정
치적 행동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위한 조치인지를 심각하게 묻고 싶다.
코로나 19에 감염된 모든 국민은 전염병의 피해자이다. 감염된 한국교회 교인
들도 피해자이다. 국경없는의사회 국제회장 조앤 리우(Joanne Liu)가 한 말이
다. 조앤 리우 회장은 가 서아프리카 에볼라 종식을 선언하면서 말한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위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했다. “환자와 피해 지역 사
회의 필요는 모든 질병 대응에 있어서 본질로 남아야만 하고 정치적인 관심보
다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전염병 피해자의 “필요”

라는 질병 대응의 본질은 안 보인다. 2차 유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
치적 의도만 가득하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피해자를 마녀사냥 하듯이 죄
인으로 몰고 있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하자는 방역 기본수칙을
무시하고 피해자들의 마음을 짓밟고 있다.

예장 고신, 대신, 합신 총회는 코로나19 환자와 피해 지역 사회의 필요라는 질
병 대응의 본질을 마음에 새기며 완치된 교우들의 혈청을 제공하고, 부족한 혈
액을 위해 교회별 단체 헌혈을 하는 등, 피해자들과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도 제시 못 하는 정부의 무능함을 탓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기도하며 코로나 19로 피해입은 국민을 묵묵히 섬기고자 노력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고신, 대신, 합신 교회
는 철저한 방역 가운데 위축됨 없이 모든 공 예배를 힘을 다해 드리자.
정세균 총리는 전염병 대응의 본질을 망각하지 말고 속히 이번 조치를 철회하
고 국민과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