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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서 온 사랑의 이야기 제 52호     2020년 4월 30일 

主内平安? 지난 두 달의 기간을 돌아볼 때에 코로나바이러스 19의 사태가

전 세계의 현상이 되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로서도 그 영향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태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나서 더 이상 태국에 체류하며 사역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당분간 한국으로 입국하여 거기에서 체류할 계획을 세웠으나, 3월 2일날 

한국에 입국해 보니 당시 코로나바이러스 19가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도 또한 저와 같은 나그네를 환영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미국의 집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밖에는 다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이 코로나바이러스 19가 얼마 되지 않아 미주 지역에서도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꼼짝없이 집에

갇혀 살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어, 어찌 보면 너무도 황당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미주에 들어왔을 때 너무 긴장했던 탓인지 몸살 감기로 한 주간 정도 심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혹시 저도 코로나바이러스 19에 감염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게 되었지만, 다행히 한 주간 정도 후에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에서 병원에 가서 

기본적인 검사를 해보았을 때에 코로나바이러스 19에 감염된 것은 아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결국 두 주간의 자가 격리 후에 여기 저기 후원자들을 찾아보겠다는 저의 계획 또한 여지없이 

무산되어 버리고 미주 지역이 계속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도록 명령하는 비상사태로 발전됨에 

따라 집에서 그저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앞으로 신학교에서 강의할 것들을 준비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 동안 계속될 것인지 오늘 현재까지도 아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엡 5:16)는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사역은 사실상 더 이상 진행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그 동안 만났던 40여 명의 제자들에게 온라인상으로 매일 묵상의 말씀을 

나누어주며 그들을 양육하는 일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에서 

사역 기회들의 문은 이미 닫혀버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19의 확산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새로운 통제 정책의 강화에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현재의 

동아시아 상황에서는 어떤 외부의 영향이든 모두 완전하게 차단해 버리려는 그런 정책을 시행 

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행히 저로서는 언제든 전염병 사태로 인한 정부의 봉쇄만 해제되면 

동아시아로 출입할 수 있는 자유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이 동아시아에서 

거기에 거주하는 한 자매와 결혼하게 된다면, 제가 동아시아를 출입하는 자유는 더 확실하게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어쩌면 그분이 어떤 섭리적인 인도하심으로 저를 

돕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삼는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의 사역을 위하여 제가 다시 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태국으로 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온 사역의 기반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후에 저는 주로 방콕에서 무너진 한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19의 사태가 진정되는 것에 따라서 곧바로 재건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사역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어느 한 일군들을 양성하는 기관에서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태국에서 이러한 사역들을 진행하는 것을 위하여 미주에서 

지금 시간이 넉넉한 시기에 지혜롭게 사역 준비와 무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 계신 그분께 

적극 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 면에서 정말 어려운 시기이지만 제가 태국에서 

사역함에 필요하게 될 개인의 모든 후원금을 위해서도 계속 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아시아에서 이영기 선생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