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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신규 경찰을 채용하기 위해 거리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시험하고 관찰하는 

짧은 내용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일종의 몰래 카메라 기법이었는데, 아역 배우를 동원해 도시의 

길거리 쓰레기통을 뒤지며 음식을 찾아 먹는 거지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나가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경찰 채용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대응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에 대해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많다는 핑계로, 혹은 귀찮다는 핑계로 지나치기 쉽습니다. 굳이 내가 그 

상황에 뛰어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할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분업화되고 개인주의화 된 사회 구조 속에서 노숙자나 거지를 돌보는 형정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여길 수 있고, ‘ 설마 저 어린 애가 저러다가 굶어죽기야 하겠느냐’ 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령 누군가 한 사람 쯤은 반드시 허기진 그 아이에게 한 끼의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할 때, 나 

한 사람이 거지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열 명 혹은 백 명의 사람이 거지를 지나치고 있는 상황은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분산될 때 나는 나머지 아홉 명 혹은 아흔 아홉 명 중의 한 사람이 

되어 나의 책임감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누군가 하겠지’ 라고 열 이면 열, 백이면 백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군중의 희석된 책임감은 자칫 잔인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사람과 사람이 모여 다수를 이룹니다. 때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은 어느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채 방치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독일에서 오신 교수님이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휴지로 손을 닦은 후 세면대 주변으로 튀어간 물기를 닦은 후에 휴지를 

버리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고 아주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저는 이 분 속에 

있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았고, 그 모습이 좋아 보여 그 분이 밖으로 나간 후 저 역시 그대로 

따라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손을 씻은 물이 튀어나온 세면대 

주변을 닦고 가는 그 작은 행위가 그 한 사람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가늠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교회의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복잡하고 간단하면서도 매우 섬세한 터치가 필요한 영역들이 많습니다. 

건물 관리나 교인들의 관계 속에 아주 작은 일들조차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내 눈에 띈다면, 그 누군가도 할 수 있지만, 그 ‘ 누군가’ 가 바로 

‘ 내’ 가 되어야 합니다. 발 앞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한 마디의 위로의 권면이라도 그 

누군가의 일이 아닌 바로 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 내’ 가 바로 그 ‘ 누군가’ 가 되어 작은 

몸짓, 아름다운 섬김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