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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고 해외여행 부담이 줄어든 이달 초, 스태프와 프랑스를 거쳐 독일·
스위스를 다녀왔다. 위드 코로나임에도 유럽의 도심 공원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 도서
관은 젊은이로 가득 찼다. 카페에선 마스크 없이 담소를 나눌 수 있었다. 실내외 온천욕장
에도 다양한 인종의 남녀노소가 온전한 해방을 느꼈다.

이곳에서는 정부가 값싼 구호(救護)로 과시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낯선 우리 이방인들에게
마스크 착용의 부담이나 격리를 강요하지 않았다. 여전히 엄혹한 우리의 코로나 시국에 비
해, 그들은 어떻게 유사 환경에서도 자유와 풍요를 잃지 않고 사는 것일까. 아마도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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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잃어버린 배려와 겸양의 고상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기 때문일 것이다. 엘레강스
(elegance)란 말, 즉 고상함은 과시하지 않고서도 배려하며 행동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서로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나온다.

그들은 도시를 조성할 때도 안전과 계몽을 빙자해 굵은 난간이나 번쩍이는 가로등을 설치
하지 않는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건물을 뒤덮는 간판이나 선동적 현수막을 도로에 내걸지
않는다. 튀는 구조물로 주변 전경과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다. 그들도 수려하고 험준한 지형
을 지녔기에 다양한 규제 장치를 두지만, 자연을 자연답게,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면서 안
전에 충실한 최소의 구조물을 설치한다. 풍요로운 삶을 물려받은 선진국에서 얻은 교훈은,
유산을 고상하게 그리고 더 자유롭게 누리려고 애쓴다는 사실이다.

단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을 뿐이지만, 쾌청하고 자유롭게 시내 거리를 활보했던 우리에게
공항의 귀국 심사대는 꽤 생경했다. 유럽에선 전용 검사소에서조차 전신 방호복 차림의 요
원들을 볼 수 없었는데, 우리 공항에선 모두가 전신 방호복과 안면보호용 투명 마스크(페이
스실드)를 착용하고 있었다.

최종 출발지에서도 한국 입국자들만 동일 내용의 서류를 여러 차례 반복 기재해야 했다. 심
지어 확인도 하지 않을 설문지 작성 때문에 공항은 분주했다. 인천공항은 마치 종합병원 로
비로 착각이 들 정도였다. 검사를 거부하는 외국인은 추방한다는 배타적 문구도 보였다. 3
차 코로나 백신증명서, 48시간 유효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확인서를 위해 현지의 코로
나19 검사소에서 어렵게 고비용을 들여 검사받았지만 입국 24시간 이내에 PCR 결과를 다
시 보고해야 했다.

어쩌면 이런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내국인들에게는 뿌듯한 자부심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런 절차가 과도하고 부자연스럽다면 이미 비합리적이다. 우리네 상황이 유
럽의 국가들과 그리 다를 바 없고, 단 몇 시간의 비행을 했을 뿐인데,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
에서 마치 속박의 세계로 옮겨 온 기분이 들었다.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
오면 격리를 면할 수 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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