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몫입니다.
'무엇인가 담장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어'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담장 고치기> 중 “무엇인가 담장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어” 라는 구절은 뉴잉글랜드 지역의 숲과 언덕을 가로 질러 들판과
소유지를 구분짓는 차가운 돌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돌담은 농지를 조성하면서
캐어낸 돌들을 쌓아 두는 장소이자 동시에 구획과 경계의 표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돌담들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무너져 지금은 이전
돌담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곳이 많습니다. 무너진 돌더미들은 재활용
되기도 하지만, 일부 무너진 돌담들은 그 돌담을 쌓느라 애쓴 사람들의 노고와
노동에 대한 증거로만 남아 있을뿐 본래의 역할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벽을 쌓고, 경계를 표시하려 했던 이유와 과정에 대한 생각을 하며, 화해와
개혁의 산물로 허물어져 갔던 세계 도처의 벽들을 떠올려 봅니다. 저희 집
주방에는 베를린 장벽의 일부였던 작은 콘크리트 조각이 있습니다. 독일로
여행을 가셨던 아버지와 오빠가 선물로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의 질서와 국가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무시무시한
군사시설물이 작은 조각들로 부서져 관광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아직도 지속적으로 다른 벽과 울타리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벨파스트의 “평화의 벽”은 가톨릭 거주지와 개신교 거주지를 거리
양쪽으로 갈라 놓고 있으며, 양측에서는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사나 중간
지대에서만 제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벽은 어릴 적부터 서로
다른 학교의 교복과 일정, 전통 그리고 공포로 분리되어 서로를 모르는 채
자라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에는 이전에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던 도로들은
폐쇄되거나 검문소를 통해서만 왕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포와 법과 폭력은
상호 교류와 이해를 막아서는 더 큰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단절되고 분리되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그리고 이같은 분리로 인해 경제적인 이윤을
얻는 집단들은 공포, 정책, 협박, 회유 등을 통해 물리적인 경계선을 세우고,
분리와 불신을 강요하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영향을 받기 보다는 더 많은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에 촛점을 맞추는 것보다 그들의
공통 관심사에 주력하는 것이 더욱 유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담장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어'. 당사자들은 각각 차분하게
되돌아 보고, 조직을 재정비 하며, 가열된 분위기를 식히기 위한 시간을 갖을
필요가 있겠지만, 단절과 분리가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단절과 분리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은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단의 장벽들을 무너 뜨립시다. 국경과 경계들은 바뀝니다. 동맹들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평화를
꿈꿉시다. 그리고 평화를 위한 새로운 노력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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