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외 원조 주일 담화 요약문]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다른 이들을 통해 하느님의 모습을 보고 또 하느님을 만나며, 다른 이들도 우리
자신을 통해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맞이한 해외 원조 주일은, 우
리가 매일 만나는 이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어야 하는 사명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려질 위기에 놓인 하느님의 모습을 지켜 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책무를 기억하
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하느님의 모습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우리의 책무를 강력하
게 일깨워 주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치적 혼란, 종교 간의 대립, 인종 차별 등의 문제에서 비롯된 박해나 분쟁으로 고향
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풍요로움과 안전과 희망을 주는 삶의 터전
인 고향에서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의 삶이 박해와 분쟁으로 순식간에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삶으로
변하였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분쟁과 박해로 발생한 난민의 수가 6,56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1분
마다 20명의 새로운 난민이 발생하고 있지만(유엔난민기구, 2016년 통계 참조), 난민 발생 지역 주변
국들에서는 난민에 대한 두려움과 갈등 또한 증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최근 급속히 증가
하는 난민을 보호하고, 그들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을 버리고 환대할 수 있는 ‘만남의 문화’(Culture of
Encounter)를 우리 교회부터 먼저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하시면서, 2017년 9월 27일 “난민의 여정에
함께 합시다”(Share the Journey)라는 주제로 난민을 위한 캠페인을 선포하셨습니다.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국제 카리타스 164개 회원국들과 함께 한국 천주교회의 해외 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해외 원조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한국 교
회 신자들의 정성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고향을 잃어버린 나이지리아, 니제르, 남수단, 부룬디, 부
탄, 미얀마, 시리아, 수단,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의 난민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자 여러분들의 도움으
로 난민에게 작은 희망이 시작되었고 그 희망 속에서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모
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느님의 모습은 우리와 난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조금
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도 한국천주교회는 난민이 희망을 키우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전
세계 난민과 만남을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만남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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