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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집회 자제’ 총력전 광명시, 시민 보호 동참
호소
- 박승원 시장, 기독교 지도자 긴급 간담회
- 맞춤형 지원책 불구 강행하면 “교회 명단 공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교회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총력
전을 펼치는 광명시가 18일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현장 예배 자제
를 호소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남무섭(늘샘교회) 회장 등 광명 기독교연합회 임
원 9명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도내 일부 교회의 ‘밀집 집회’에 따른 코로나
19 집단 감염 확산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우려했던 교회 내 집단 감염 사태가 현실이 됐다.
광명시는 이를 막기 위해 수차례 집회 자제를 요청했고, 모든 공직자가 나
서서 광명지역 332개 교회에서 현장 계도를 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광명시민도 우
려와 불안을 넘어 공포감마저 느끼는 실정”이라며 “시민의 생명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종교 지도자들의 지혜로운 결단과 협조 부탁드린다. 사회적 연

대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현장 예배 자제를 간곡히 호소했다.
이와 함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교회를 탄압하고자는 게 아니라 오
히려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영상 기술 지원 등 가능한 모든 지
원을 아끼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돕겠다”고도 했다.
박 시장은 하지만 “그런데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다면 시민 불안과 공포감
을 불식시키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로 현장 예배 강
행 교회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교회 내 집단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우려가 커지자, 교회와 지역
사회의 상생 방안으로 ‘7대 예방 수칙 위반 교회의 명단 공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남무섭 회장은 이에 대해 “교회가 요즘 세상의 짐이 된 것 같아 부끄럽고
가슴 아프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현장 예배를 자제하겠다. 소속 교회에 즉시 알리고 권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앞서 기독교 등 종교단체에 집회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과 서한
문을 세 차례 보내고, 지난달 27일에는 천주교·불교·기독교 등 3대 종교 지
도자들을 만나 행사 자제를 호소했다.
또 이달 9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 잠정 중단을 위한 광역 차원의 조
치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가용 공직자 총동원령을 내려 8일과
15일 광명지역 교회 332곳에서 집회 예배 자제를 권고하는 현장 계도를 했
다.
공직자를 총동원해 종교시설 전체를 상대로 현장 활동을 벌인 것은 광명
시가 도내 유일하다시피 하다.
현재 광명지역 전체 교회 가운데 절반 정도는 현장 예배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