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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는 말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과 2015년 연이어 “가정”을 주제로 하는 세계주교대의원
회의(세계주교시노드)를 소집하였다. 2014년 10월 5~19일에 “복음화 맥락에서 가정의
사목적 도전들”을 주제로 제3차 임시총회1)가 열렸고, 2015년 10월 4~25일에는 “교
회와 현대 세계에서의 가정의 소명과 사명”을 주제로 한 제14차 정기총회2)가 열린다.
2014-2015 세계주교시노드는 오늘날 가정 문제들을 도전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그
러한 상황에서 고통 받고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이해하면서 새로운 가정 복음화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시노드의 이러한 의도는 그 기본 문헌들 즉, 제3차 임시
총회 ｢예비문서｣3), ｢의안집｣4), ｢메시지｣5), ｢시노드 보고서｣6), 그리고 제14차 정기총
회 ｢의제 개요｣7)와 ｢의안집｣8)에 그대로 담겨있다.
2014-2015 세계주교시노드로 가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가톨릭
교회의 가정과 혼인에 관한 관심과 가르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가르침의
출발점은 하느님의 인류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9)은 그에 근거한
가정의 가치를 명확히 천명하였다. 즉, “개인의 행복, 일반 사회와 그리스도교 사회의
안녕은 부부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의 행복한 상태에 직결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혼
인 생활의 천부적 존엄성과 그 탁월하고 신성한 가치를 수호하며 증진하려고 노력하
는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사람을 비추어 주고 격려하고자 한다.”10)고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1980년 세계주교시노드 제5차 정기총회 ‘건의안’(42항)에 따라 1983년 10월
1) 제1차 임시총회는 1969년에 복자 바오로 6세 교황이, 그리고 제2차 임시총회는 1985년에 성 요한 바
오로 2세 교황이 각각 소집하였다.
2) 정기총회는 1967년 복자 바오로 6세 교황께서 제1차 총회를 소집하신 이래 매 3~4년마다 소집되어
열리고 있다.
3) Synod of Bishops, Ⅲ Extraordinary General Assembly “Pastoral Challenges to the Family
in the Context of Evangelization”, PREPARATORY DOCUMENT, Vatican City 2013 이하 ｢
2014 예비문서｣로 표기하며, 이 문서에는 문단 번호가 없어 문서의 각 표제어별로 몇 번째 문단에
해당한지를 밝히기로 한다.
4) Synod of Bishops, Ⅲ Extraordinary General Assembly “Pastoral Challenges to the Family
in the Context of Evangelization”, INSTRUMENTUM LABORIS, Vatican City 2014. 이하 ｢2014
의안집｣으로 표기한다.
5) “Synod14 - Message of the Ⅲ Extraordinary General Assembly of the Synod of Bishops,
18.10.2014” 이하 ｢2014 메시지｣로 표기한다.
6) Synod of Bishops, Ⅲ Extraordinary General Assembly “Pastoral Challenges to the Family
in the Context of Evangelization”, RELATIO SYNODI, Vatican City 2014.이하 ｢2014 시노드
보고서｣로 표기한다.
7) Synod of Bishops, ⅩⅣ Ordinary General Assembly “The Vocation and Mission of the
Family in the Church and Contemporary World”, LINEAMENTA, Vatican City 2014.이하 ｢
2015 의제 개요｣로 표기한다.
8) Synod of Bishops, ⅩⅣ Ordinary General Assembly “The Vocation and Mission of the
Family in the Church and Contemporary World”, INSTRUMENTUM LABORIS, Vatican City
2015. 이하 ｢2015 의안집｣으로 표기한다.
9) 이하 ｢사목 헌장｣으로 표기한다.
10) ｢사목 헌장｣, 4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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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에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정에 내재하는 기본 가치와 권리를 선언하는 ‘가정
권리 헌장’(Charter of the Rights of the Family)11)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교회의 이러한 가정 가치와 권리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실은 가정을 인간
구원과 사회 구원의 매개로 보는 교회를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단지 소수 사람들만
이 혼인과 가족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지지하고 고무되고 있을” 뿐이며,
“종교 유무에 상관없이 혼인 수가 감소하고 별거와 이혼은 증가하고 있다.”12) 교회가
하느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혼인과 가정을 파괴하는 이러한 도전적 현실을 매우 심각
하게 보고 가정 복음화의 차원에서 바른 길을 제시하려 나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
다.
세계주교시노드 제3차 임시총회를 결산하고 ｢2015 의제 개요｣와 ｢2015 의안집｣의
중심 내용이기도 한 ｢2014 시노드 보고서｣는 ‘가정 복음화 사명의 명제’를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가정은 교회에 아주 특별히 중요합니다. 모든 신자들이 자기 자신보다
남들을 생각하도록 초대받은 이 시대에 가정은 복음화 사업의 필수적 동인(動因)으로
서 재발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많은 가정들의 증언을
생각해보십시오.”13)
이 글의 목적은 이 ‘가정 복음화 사명의 명제’에 따라 이 시대 한국 교회의 가정 복
음화 사업의 필수적 동인과 방향을 재발견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기 위해 한국 가정
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세계주교시노드의 문제인식에 비추어 고찰하고 그에 따른
한국 교회의 복음화 과제와 평신도의 가정 사도직의 소명과 사명을 획인하려 한다.

Ⅱ. 시노드의 가정 문제 인식에 따른 한국 가정 상황의 고찰
1. 시노드에 제기된 문제의 유형
｢2014 예비문서｣는 오늘날 가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들
어보지 못한 우려들이 오늘날에 종전과 다른 상황들의 결과로 제기되고 있다.”14)고
말한다. 교회는 오늘날의 가정문제들을 교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한다. 그것은 오늘
날 빠르게 확산된 세속화로 야기된 이러한 문제들이 신자들의 의식과 교회 가르침의
수용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이렇듯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오늘날 가정의 문제들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즉, ①혼인의 신비와 자연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 ②혼인의 단일성과 불가
해소성에 대한 도전, ③가정의 진리와 아름다움에 대한 도전, ④상처입고 허약한 가정
의 문제들이다.
첫 번째 유형의 문제들은 혼인의 기피와 동거(사실혼), 동성결합 등으로 한국에서도
11)
12)
13)
14)

이 헌장의 내용은 전문, 12개 권리 조항, 그리고 문헌 자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 의안집｣, 7항.
｢2014 시노드 보고서｣, 2항 및 ｢2015 의안집｣, 2항.
｢2014 예비문서｣, “I. 시노드: 가정과 복음화” 문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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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다.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는 이혼과 재혼이다. 세
번째 유형의 문제로 혼전 성관계, 출산 기피, 낙태와 인공피임, 체외수정과 대리모 관
행 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형에는 가정불화와 폭력, 학대, 가정 붕괴와
가족해체로 인한 부녀자, 어린이, 노인 가정들과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가정 문제가
되고 있는 실패한 다문화 가정이 포함된다.
시노드 임시총회에 앞서 전 세계 주교회의에 보내진 시노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2014 의안집｣에 의하면, 교리적으로 매우 중
요하면서도 신자들로부터의 거부반응이 적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피임, 이혼과 재혼,
동성애, 동거, 부부의 신의, 혼전 성관계, 체외수정 등이다.15) 반면에 많은 답변들에
서 인간 생명의 존엄과 존중에 관한 교회 가르침은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광범하고 쉽
게 받아들여진다고 한다.16)
그러면 한국 교회의 신자들의 의식은 어떠한가? 이에 대한 답은 아래서 한국 가정
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시노드에서 지적된 가정 문제들의 유형에 따라 하나하나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한국 교회의 신자들의 의식에 관한 가장 최근 자료는 2013년 한국평협 사회사
도직연구소의 ‘한국 천주교 신자 신앙실태 조사’17)와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인 「생명과 가정-2014년 생명과 가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18)이다.

2. 혼인의 신비와 자연법에 대한 도전
1) 혼인의 기피와 동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가정에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는 혼인을 기피하
는 독신과 혼기를 늦추는 만혼이다.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각년도)에 의하면, “결
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1998년 33.6%에서 2013년 20.3%(남성: 23.0%,
여성: 17.7%)로 줄었다. 초혼 연령은 높아져 남자는 1990년 27.8세에서 2014년 32.4
세로 30대에 들어섰고, 여자는 1990년 24.8세에서 2013년 29.8세로 거의 30대이다.
혼인의 기피와 지연이 증가하면서 혼인 없는 동거도 늘었다. 시노드 문헌은 “서양
만이 아닌 많은 곳에서 혼인 이전의 동거 또는 법적 유대를 맺을 의사가 없는 동거도
확산되고 있다. 또 흔히 혼인과 가정에 타협적인 민법도 있다.”19)고 지적한다. 한국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실혼을 인정하고 사
실혼 배우자를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20)
15)
16)
17)
18)
19)

｢2014 의안집｣, 13항 참조.
위의 주와 같음.
이하 ‘2013 평사연 조사’라고 한다.
이하 ‘2014 사목연구소-갤럽 조사’라고 한다.
｢2014 시노드 보고서｣ 7항 또는 ｢2015 의안집｣, 2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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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은 통계청에 의하면,21) 2014년 국민 만15세 이상 기준
46.5%(남자 50.1%, 여자 43.2%)가 동의하고 있다. 특히, 결혼 시기에 있는 20-29세
남자는 64.8% 여자는 58.1%이고 30-39세 남자 60.9% 여자 58.6%가 동거에 찬성한
다. 미혼자의 60.4%와 이혼자의 54.4%가 동거에 찬성하여 기회만 되면 혼인 없이 언
제든지 동거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찬성 비율이
51.1%로 가장 높다. 이렇게 혼인 없는 동거는 찬성하지만 혼외 자녀에 대해서는 부
정적이다. 그렇지만 실제 동거 가능 연령인 20-39세에서 혼외 자녀를 둘 수도 있다는
긍정적 대답이 30%를 웃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혼인 없는 동거는 과거 경제적 빈곤층 위
주에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젊은 세대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거
에 대체로 부정적이었던 중년층 이상에서도 최근 경제 불황의 지속과 혼인 비용의 증
가 등의 이유를 들어 동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인들의 동거에 대한 이런 긍정적 의식은 가톨릭 신자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
지 않다. ‘2014 사목연구소-갤럽 조사’에 의하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신자
들의 의견 19.6%에 불과하다. 동거 찬성자 가운데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한
찬성 비율은 61.1%로 비교적 높고,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 찬성 비율도
32.8%나 되어 우려할 만하다.
2) 동성결합
시노드의 가르침은 동성결합 상황에 따른 식별과 교회의 사목적 배려이다. “개인적
이고, 자주 고통스러우면서도, 세인에게 반감을 주지 않도록 신중한 선택으로 살아가
는 이들과, 동성 결합 행위를 부추기고 적극적으로, 때로는 공격적으로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야 한다.”22)는 것이다. 이는 전자에 대해서는 교회의 사
목적 배려가 필요하지만, 후자에 의한 동성결합의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에 이미 후자에 해당하는 공격적 행동으로 주의를 끄는 ‘퀴어(Queer)문화축제’
가 매년 열린다. 미국에서 1969년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 소수
자 탄압을 기리며 시작된 이 축제는 한국에서도 2000년부터 해마다 6월에 퍼레이드
와 영화제 등으로 개최된다. 서울에서 주로 열리는 이 축제의 개최 장소 문제로 매년
논란이 계속되고 일부 개신교 단체와 ‘어버이연합’ 등이 퍼레이드 저지에 나서고 있지
만 별 효과는 없다.
한국인들의 동성결합에 대한 의식은 부정적이다. ‘2014 사목연구소-갤럽 조사’에서
신자 75.6%와 비신자 75.7%가 동성결합에 반대한다고 대답하였다.

3.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에 대한 도전

20)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27조 제1항 참조.
2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2) ｢2014 의안집｣, 11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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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최근 한국인의 이혼 증가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고 이혼율은 세계 3위이며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이다. 실로, “이혼 천국”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다. ‘이혼 컨설팅 회
사’들의 성업으로 ‘이혼 컨설팅부문 브랜드 대상’, ‘이혼 플래너’ 자격증과 직업까지
있다. “이혼 잘하는 방법”이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고, 부모의 이혼에 따
른 어린 소녀의 심리를 소재로 한 책23)도 나와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각년도)에 의한 한국의 인구 만 명당 이혼 건수는 1990년
11건에서 2013년 23건으로 증가했다. 총 이혼 건수는 2003년 약 16만7천 건에서
2004년부터 감소하여 2012년에 11만4천여 건으로 줄었다가 2013년부터 다시 늘어
2014년에 약 11만6천 건이 되었다. 2014년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4.3
년으로 매년 길어지면서 이혼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혼 건수와 평균 혼인 지
속 기간이 모두 증가한다는 것은 이혼의 연령대별 분포의 확산을 의미한다. 이는 한
국 가정의 이혼 추세가 갈수록 더 심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혼의 지속적인 증가 가능성은 통계청 사회조사(가정 2014)의 이혼에 대한 견해에
서 볼 수 있다. 이혼의 가능성을 열어둔 대답이 51.9%이고 특히 30-40대 연령층에서
51% 이상이고 30대 연령층은 56%나 된다. 이혼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대답은 남자
(46.4%)보다 여자(57.1%)가 훨씬 많고 특히 30대 여자는 70.6%나 된다. 한국의 이혼
증가 추세의 원인은 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삶의 방식을 실현하고 불평등한 공적 사적
관계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젊은 세대와 여성들의 선택적 귀결이라는 분석이다24).
2) 재혼
이혼이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재혼이 늘게 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 자녀들
의 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경우에 이혼 부부의 구성에서 미성년 자녀
가 없는 부부보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많기는 하지만 이혼 증가율에서 전자는
증가하는 반면 후자는 감소하고 재혼율도 감소하고 있다. 자녀가 이혼과 재혼을 억제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이야기되는 “자식 때문에 참고 산
다.”는 말이 사실임을 입증한다.
그러나 앞으로 재혼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재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전체적으로 15.5%(남자: 12.4%, 여자: 18.5%)로 낮
고 특히 젊은 연령층일수록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40대 16.6%(남자: 12.1%, 여자:
21.3%)에서 30대 11.4%(남자: 10.1%, 여자 12.6%)로 크게 낮아지고 20대는 8%(남
자: 7.7%, 여자: 8.2%)로 더욱 낮아진다. 이혼자의 재혼에 부정적 의견은 16.7%이지
만 미혼자는 8.6%에 불과하다. 실제 이혼한 사람보다 결혼 이전에 이미 재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말이다.
23) 박채란, ｢이혼 대비 비밀노트｣(서울: 주니어RHK, 2013)가 그것이다.
24) 김혜영 외, ｢가족관련 가치 및 의식의 변화와 가족의 미래｣(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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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자들의 의식
‘2014 사목연구소-갤럽 조사’에 나타난 가톨릭 신자들의 이혼에 대한 긍정적 생각
도 결코 적지는 않다. 혼인 후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을 때라는 “조건부 이혼”이기는
하지만 긍정하는 비신자는 71.5%로 절대적으로 높고 신자도 59.8%로 높다. 재혼에
대한 신자들의 의식은 조사되지 않았으나, ‘노인 문제’에서 부모의 재혼 찬성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 노인의 재혼 찬성률은 신자(66.1%)가 비신자(61.9%)
보다 오히려 높았다. 이러한 노부모에 대한 재혼 찬성률과 신자들의 이혼 찬성률을
고려하면, 재혼에 대한 긍정적 입장도 앞에서 본 일반 국민들과 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신자들 가운데 영세이전에 이혼이나 재혼한 이들이 적지 않다. 그것은 한국
교회 통계상 매년 ‘바오로 특전혼’이 700건 안팎으로 교회혼의 3.5% 안팎을 차지하고
교회법원에 재혼의 유효화를 위한 이전 혼인 무효 선언소송 제기 건수도 적지 않다는
데서 알 수 있다.

4. 가정의 진리와 아름다움에 대한 도전
1) 혼전 성관계
혼인의 출발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은 순결이다. 순결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신자 비
신자 할 것 없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하다. ‘2014 사목연구소-갤럽 조사’에
나타난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신자와 비신자 모두 60% 이상이 ‘당사자끼리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혼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데 찬성하고 있다. 신자는 63.7%로 비신
자 69.1%보다 약간 낮을 뿐이다. 이는 성 개방화 의식이 사회적 통념으로 일반화 된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성 개방화 의식에 따른 혼전 성관계의 현실적 문제는 원하지 않는 아이 임신의 후
유증이다. 전국 산부인과의 집계 결과에 의하면, 낙태 시술의 절반이 10-20대의 미혼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임신 중절에 실패한 경우에는 미혼모가 되거나 영아 위탁이 이
루어지기도 하지만 영아 유기나 살해 같은 심각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2) 출산 기피, 낙태와 인공피임
한국 부부들의 자녀 출산에 대한 의식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997년 73.7%에서
2012년 46.3%로 크게 낮아지고 “자녀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대답은 1997년
26.0%에서 2012년 53.5%로 무려 두 배 이상이나 늘었다. 자녀의 교육비･양육비 부
담과 경제적 어려움이 그 주요 원인이다.25) 한국인들의 이러한 의식은 한국을 세계에
25) 최근 서울여성재단이 서울시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자녀의 교육비･양육비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이
저출산 원인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68.8%나 되었다.

- 7 -

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2013년 합계출산율 1.19%)로 만들어 국가의 장래를 어
둡게 하고 있다.
한국의 이 같은 상황과 맞물려 신자들은 낙태와 인공피임에 대해 대부분 교회 가르
침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 평사연 조사’는 근친상간이나 강간에 의한
임신 시에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2%이고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는 의견도
7%%였다. 실질적으로 낙태 찬성 의견이 39%로 낙태를 살인이라는 의견 38%보다 높
다. 여기에 모른다는 의견 5%까지 합하면, 한국 교회의 신자 절반 가까이가 낙태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 사목연구소-갤럽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교회의 가르침에 마땅히 따라야 한
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는 35.3%에 불과하다. 신자의 20.0%가 낙태 경험이 있다고 답
했는데 이는 비신자 28.6%와 큰 차이가 없다. 태아에 이상이 있으면 ‘낳지 않을 것’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신자 73.6%, 비신자 87.2%로 매우 높다. 생명의 소중함에 대
한 의식이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대해 신자 3명 중 2
명은 “따르기 어렵거나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신자들이 교회 가르
침 중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인공피임 금지’라고 대답한 사람이 44.9%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의식은 피임 기구의 사용과 피임약 복용은 물론 낙태 등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만들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모자보건법’이
낙태허용 조항(제14조)를 그대로 둔 채 수십 년 동안 시행되고 있다. 그 결과 한 해
동안 약 150만 명으로 추산되는 태아가 낙태로 생명을 잃고 있는 현실이 되었고 그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3) 체외수정과 대리모 관행의 확산
한국의 불임률은 10명 중 1명으로 매우 높다. 체외수정은 불임 부부에게서 채취된
정자와 난자를 시험관내에서 수정하게 하여 수정란이 세포 분열한 배아를 선택하여
자궁에 이식시키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선택되지 못한 배아들은 분명히 인간 생명
체임에도 모두 버려진다. 이런 생명 파기 과정을 거치는 ‘시험관 아기 시술’은 한국에
서 합법화되어 있다. 시노드에서 지적된 문제의 법체계가 한국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말이다. 한국 국민들은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해서 불임부부의 고통을 고려해야 한다
는 동정론에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교회는 체외수정이든 인공수정이든 “의사나 생물
학자의 기술에 배아의 생명과 신원을 내맡기는 행위”로서 “부부의 일치를 특정하게
표현하는 부부의 독특한 행위의 결과가 아닌 출산은 출산 고유의 도덕적 측면에서 온
전성이 결여된 것이다.”26)고 가르친다.
‘2013 평사연 조사’는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에 대한 판단은 부부에게 맡겨야 한
다는 의견이 53%, 교회가 관여할 일이 아니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 3%로 56%가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에 대해 긍정적이다. 교회가 이를 금지하는 것을 모른다는 응
26)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7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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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도 22%에 달하였다. ‘2014 사목연구소-갤럽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자들의 경우에
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이 시험관 아기 시술이 반생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나 ‘2013 평사연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태아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한국 교회
신자들의 의식은 높지 않음을 여기서도 확인된다.
체외수정과 직결된 문제로서 세계주교시노드는 대리모(surrogate mother) 관행의
확산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 관행은 부부의 사랑행위를 출산 행위에서 분리
시킬 뿐만 아니라 제3의 여성이 신체를 상품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리모는
의뢰자와 계약을 맺고 자궁에 의뢰자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체외 수정된 배아의 이식
으로 태아 어머니의 임신과 출산을 대리한다.
한국에 대리모에 관한 법은 없지만, 대리모 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27)로
인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고, 민법의 해석상 자녀를 낳은 사람이 어머니로 인정되어
대리모가 아이에 대한 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점이 법적 제약이 될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불임클리닉들에 의해 대리모 시술이 알선되고 그에 따라 대리
출산이 드물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대리모 모집 홈페이지에는 대리모 지원
자와 대리모 의뢰인들의 문의 글이 쇄도하는 등 대리모 관행이 확산 조짐이 뚜렷한
것도 사실이다.

5. 상처입고 허약한 가정 문제
1) 불화와 폭력으로 상처 입은 가정
한국 가정 가운데 상처 입고 허약한 가정은 여러 형태이다. 그 첫 번째가 가정불화
로 인한 별거 가정이다. 통계청 사회조사(가정)에 의하면, 2014년에 가정불화를 원인
으로 배우자와 따로 사는 가구는 전체 분거 가구의 10.1%이고 배우자와 미혼 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 가구는 4.2%이다. 가정불화 중 가장 많은 것이 가정폭력이다. ‘한국
여성의전화’의 ｢2012년 상담유형별 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이 전체 상담 건수의
60.7%를 차지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복지)에 의하면, 가정폭력의 유형은 대상별
로 부부폭력, 자녀폭력, 노인학대가 있고, 형태별로 신체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 폭
력, 성폭력 등이 있다.
2013년 부부폭력율은 45.5%로 정서적 폭력(37.2%)이 가장 많고 신체(7.3%), 성학
대(5.4%), 경제(5.3%) 순이다. 한국 가정에서 대부분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으로 이루
어지는 부부폭력은 영국이나 일본보다 5배나 많다. 이러한 부부폭력을 부부싸움의 연
장 정도로 가볍게 여기거나 배우자를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여성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10년 이상 부부폭력을 당했음에도
그중 7.9%만 별거나 이혼을 택하고 대부분은 참고 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울증
환자가 되기도 하며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27)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0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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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의한 자녀폭력율은 77.4%로 위협, 욕설 등 정서적 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한
다. 가정폭력은 자녀들이 폭력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직접 보는 것만으
로도 큰 충격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가정폭력을 일상적으로 본 어린이는 뇌의
시각령(optic area) 일부 위축 반응을 나타낼 만큼 큰 충격으로 인지되어 성장하면서
도 그 폭력적 행동들이 잊히지 않고 내면화되어 공격적이고 폭력적 성격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 아동 청소년기 가정폭력 경험자가 성폭력범의 64%와 살인범 60%를 차
지한다는 다른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28)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또 다른 영향은 자녀들의 가출 동기 부여이다. 바로
시노드 문헌29)에서 지적된 “거리 아이들”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가출 청
소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학업 중단 및 가출 등으로 위험에 놓여 긴급 상담이 필
요한 고위험군 청소년은 93만여 명에 달한다. 가출 청소년의 수는 2만 여 명으로 추
산되고 그 중에서 60% 이상이 여자이다. 가출 청소년들의 생활비나 유흥비 마련을
위한 범죄와 함께 가출 여자 청소년들은 성매매와 성폭행에 의한 임신 위험에도 노출
되고 있다. 2015년 3월 가출한 14세 소녀가 돈이 궁하여 성매매를 하다 피살된 사건
도 있었다.
특히 한국의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 자살률이 10만 명당 29.1명이나 된다는 사실 그것을 입증한다. 15~19세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성적, 진학문제가 53.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
고 이어 가정불화(12.6%), 외로움, 고독(11.2%), 경제적 어려움(10.5%) 등의 순이
다.30) 청소년 사망원인 첫째가 자살이고 자살률 또한 세계 1위이다. 자살을 시도하거
나 생각하는 잠재적 자살 위험군 청소년들이 계속 늘고 있다.
노인 학대는 부부폭력 형태와 같은 유형 외에 방임, 자기 방임, 유기가 있다. 시노
드 문헌에서도 “노인들의 존재가 짐으로 느껴지는” 상황이 지적되고 있지만,31) 한국
의 자녀들의 노부모 학대는 심각하다. 정서적, 신체적 학대와 방임이 매년 1천 건 이
상 발생하고 경제적 학대도 5백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노인 학대 건수
가 유형별로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에 보고된 학대받은 노
인은 5,570명이며 피해노인은 3,424명이다. 피해노인의 성별은 여자가 70% 정도로
많으며, 가해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절반을 조금 넘는다. 동거가족은 아들이 가장 많
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 손자녀, 며느리, 딸, 시설 등의 순서이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병원과 사위인 경우도 있다.
노인폭력은 노인의 가출과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1위이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자살률은 10만 명에 80명에 달하고 75세 이
상 노인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160명이 넘을 정도로 심각하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
털’ 보건(응급실 자살시도자 조사 인구학적 분포)에 의하면, 2013년에 60대 이상 자
28)
29)
30)
31)

“가정폭력, 사회범죄로 봐야!” 브레인미디어, 2015. 1. 29. 참조.
｢2014 의안집｣, 140항; ｢2014 시노드 보고서｣, 8항 또는 ｢2015 의안집｣, 29항.
“올해도 어김없이 수험생 잇딴 자살…입시세태가 낳은 타살” ｢뉴시스｣ 2011.11.12.
｢2014 시노드 보고서｣, 6항 또는 ｢2015 의안집｣, 13항.

- 10 -

살시도자만도 245명이나 되었다.
통계청의 같은 자료에 따르면, 자살 기도자의 74.2%가 가족과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자살은 옆에 이
해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이다. 한국인
들에게 우울증이 많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30명(2011년: 31.7명; 2013년:
28.5명)으로 세계1위라는 사실은 한국 가정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2) ‘한 부모’ 가정과 미혼모
이혼, 사망 등의 이유로 ‘한 부모’ 가정이 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
년 1,136,366가구였던 ‘한 부모’ 가정은 2012년 1,677,415가구로 많아졌다. 매년 평
균 3.3%씩 증가한 셈이다. ‘한 부모’ 가정 가운데서 ‘모자’(편모) 가정이 80% 이상으
로 절대적으로 많다. ｢2014 의안집｣의 지적처럼 한국에서도 ‘한 부모’ 가정 중에서
특히 ‘모자’(편모) 가정과 십대 미혼모32) 가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12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사회 조사에 나타난 ‘한 부모’ 가정 발생 사유로서
부부의 사별이 43.5%이고 이혼은 31.7%이다. 이혼의 경우 대부분이 협의이혼(92%)
으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쪽으로부터 연락이 없는 경우가 많고(72%), 재결합 가능
성에 대해서도 95% 이상이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 한국의 ‘한 부모’ 가정의 월 소득
은 200만 원 미만 가구가 70%에 가깝고 국민 전체 빈곤율(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정
의 비율) 9%의 3배에 가까울 만큼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한 부모’ 가정
들의 상담 결과를 보면, 자녀양육이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에게 보다 크
게 느껴지는 어려움은 자녀양육 문제로 보인다.
미혼모(양육 미혼모) 가정은 혼인과 상관없이 한 부모 가정이 된 경우이다. 스스로
아이 키우기를 선택했지만, 그들 중 특히 10대 미혼모의 고통은 너무 크다. 빈곤, 각
종 비난, 사회적 차별과 홀로 싸우며 살아간다. ｢2014 의안집｣은 이들이 미혼모가 된
것은 “종종 그들 자신도 버림받은 데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이 임신한 생명을
사랑과 용기로 받아들였고, 현재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힘쓰고 있다는 점에서 존중받
아야 한다.”33)고 강조하고 있다. 법률혼을 하지 않은 여성들의 출산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양육 미혼모들의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다
만 입양아 수로 추산될 수 있을 뿐이다. 입양아는 1980년대에 1만여 명이었으나
1990년대부터 3천 여 명으로 감소하였고 2013년에는 1천 명 이하로 줄었다. 그러나
미혼모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 상담소나 입양 기관을 통하지 않고 출산한 아기를 보호
의뢰하거나 홀로 아기를 양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혼모의 수는 입양아로 추계
된 것보다 더 많을 것이 분명하다.
3) ‘조손’ 가정과 독거노인
32) ｢2014 의안집｣, 65항.
33) ｢2014 의안집｣, 8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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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의안집｣의 지적처럼 한국에도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또는 재혼 후에 조부모
와 함께 사는 아이들도 많다.34) 한국에서 미성년 아동 부모의 부재로 조부모가 미성
년 손자녀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양육을 맡고 있는 ‘조손’ 가정은 계속 증가 추세이다.
1995년 3.5만 여 가구에서 2010년에 6만 여 가구에 달해 1.7배의 증가를 보였고, 현
재는 10만 가구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조손’ 가정 발생
은 주로 핵가족의 해체 때문이다. 구체적인 이유로서 아이들의 부모의 이혼과 재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부모의 가출과 실종, 질병･사망, 실직･파산. 기타
의 순이다. 미혼모나 ‘한 부모’ 가정의 해체로 인해 그 가정의 가장이 자녀를 조부모
에게 맡기면서 ‘조손’ 가정이 되기도 한다. ‘조손’ 가정에서 조부모가 사망하거나 생활
능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정세대로 바뀌게 된다.
‘조손’ 가정은 대개 국가의 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주민등
록상 부양의무자와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이나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
고, 농촌에서 조부모가 농지소유자인 경우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국민기초생
활보장법’과 ‘아동복지법’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조부모가 생계를 책임진
‘조손’ 가정의 아동들은 빈곤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조손’ 가정 아동의 빈곤율은
‘한 부모’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모자’ 가정보다도 3.5배 이상 높다.
부모와 도시에 살던 어린이가 조부모의 거주지인 농촌으로 가는 경우에 농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부모와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조부모들은 고령의 상태에서 손자
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생계유지를 위한 노역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손자녀를 보살
필 여유를 갖지 못한다. 그에 따라 가족의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한 손자녀들은 학력
저하와 각종 범죄 등에 쉽게 노출되어 사회적 약자가 되기 쉽다.
한국의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자녀들의 부양 거부에 따른 혼자 사는 노인 문제도
심각하다. 2014년 말 현재 전국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약 138만 명으로 추산
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독거노인 중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실태조사 결과,
74%가 실제 혼자 살고 있으며 37%는 정기적으로 다니는 곳이 없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5%는 심각한 질병으로, 약 4.7%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35) 고령일수록 아사나 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014 사목연구소-갤럽 조
사’에 의하면, 신자들의 경우도 응답자의 과반수가 자녀와 노부모가 따로 살기를 바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소년소녀 가정
부모의 사망, 가출･행방불명, 이혼, 폐질･심신장애, 복역 등의 이유로 돌보아줄 성
인 가족이 없는 20세 이하 소년･소녀가 직접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소년소녀 가
정 세대는 1997년 외환위기 무렵에 1만 가구에 육박하였다. 그 후 계속 감소하였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2013년 소년소녀 가정 796 세대의 연령별 분포는
34) ｢2014 의안집｣, 28, 140항 참조.
35) 보건복지부, “2015년 전국 100여만명 독거노인 생활실태 조사 실시” 보도자료(20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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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세가 370세대로 가장 많고 18~20세 245세대, 12~14세 138세대이며, 6~11세도
43세대이다. 소년소녀 가정 세대 수가 800세대 미만으로 감소한 것은 원인이 줄어서
가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따른 공사립 시설 등에 의한 위탁 가정
이 늘어난 때문이다. 2013년 아동 위탁 가정은 11,030 세대에 14,502명의 아동이 대
리 양육, 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에 맡겨져 있다.
5) 실패한 다문화 가정
한국의 다문화 가정은 대부분 중국과 동남아시아 출신의 여성들과 한국 남성들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정들이다. ‘여성가족부’의 2014년 ｢다문화 가족 관련 연도별 통
계｣로 본 2013년 결혼이민자 중 여성의 비율이 85.8%로 높고, 2007-2013년 한국인
과 외국인 혼인 중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혼인 비율이 75.2%로 높은 것은 모두 그
때문이다. 또한 같은 통계에서 결혼 이민자들의 국적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
아, 몽골, 태국이 전체 결혼 이민자의 88.3%를 차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그중
중국이 68.1%(조선족 40.7%, 중국인 27.4%)로 가장 많다. 이들 국적의 어머니를 둔
18세 이하 자녀수는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17만 명으로 전체 다문화 가정 자녀
20.4만 명의 83%를 차지한다.
문제는 이들의 혼인이 동등한 상호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한국 남성과 결혼을 희망하는 여성들은 결혼중개업체들에 응모하여 한 곳
에 모아 집단 숙식을 하면서 한국 남자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이들의 숙식비용은 자
기부담이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결혼 상대를 파악할 여유 없이 선택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곧바로 한국의 국적이 주어지지 않는다. 위장결혼을 막
으려는 ‘국적법’에 따라 결혼이주자의 국내 거주 2년 후에 귀화신청자격이 주어진
다.36) 이들의 한국 국적 취득은 귀화신청 후 대개 4년 정도 걸린다. 그때까지는 외국
인 신분이기 때문에 매년 남편의 비자 연장 동의서를 받아 체류를 연장해야 한다. 이
기간에 이혼을 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하거나 불법체류자가 된다. 이 때문에 결
혼 이주 여성들은 남편에 예속되어 주부라기보다 ‘종살이’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경제
적 착취나 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국적취득 이후에도 언어와 문화의 차이, 경제적 또
는 가정 폭력 등으로 혼인관계가 제대로 지속되지 못하고 가정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2007-2013년 한국인과 외국인간 부부의 이혼 중에서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간 부
부의 이혼 비율이 71.5%를 차지하는데 그 주요 원인은 결혼 이주 여성 가정 부부의
높은 이혼율 때문이다. 매년 다문화 부부 이혼 건수는 그해 혼인 건수의 약 1/3에 달
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이러한 많은 혼인의 실패로 2005년 3.07만 건까지 급증하
던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간의 혼인은 그 후 하락 추세로 바뀌어 2013년에 1.83만
건으로 줄었다.
36) “혼인 기한 간이 귀화 요건”, ‘국적법’ 제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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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의 가정 문제 상황에 입각한 복음화 과제
그리스도교의 가정에 관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혼인의 신비와 불
가해소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주신 가정의 진리와 아름다움이다. 세계주교시
노드는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에서 그것을 재확인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정 복음화 과제는 바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한국의 가정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가정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되살리는 데 있다.
특히, “사회적인 혼인 계약을 맺은 이들, 이혼하고 재혼한 이들, 또는 단순히 동거하
는 이들에 대한 사목적 접근을 할 때에, 그들의 삶 안에서 하느님 은총의 교육 방법
을 보여 주고 그들이 자신들 안에서 하느님의 계획을 충만히 이루도록 돕는 것은 교
회가 해야 할 몫”37)이라는 데 유념할 필요가 있다.

1. 혼인의 신비와 자연법 관련 복음화 과제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혼인의 신비에 대한 인식은 가정 복음화의 출발이다. ‘2014
사목연구소-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자의 31.5%는 ‘사회혼’만으로 교회에서 인
정하는 혼인이 성립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신자이면서도 교회의 혼인성사
를 거치지 않은 사회혼만으로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런 혼인을
구제하는 ‘단순유효화혼’과 ‘근본유효화혼’ 제도를 모르는 신자들은 더더욱 많다. 혼인
없는 동거의 확산도 상당 부분 혼인성사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들의 이러한 혼인 인식과 한국 사회의 혼인 없는 동거 문화의 확산 가능성은
한국 교회의 가정 복음화 과제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그에 대비한 시급한 혼인 교육의 강화와 새로운 복음화 차
원의 ‘자기 복음화’이다.
이런 현실 앞에서 “세례 받은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부터 교회 생활에 충
만하게 참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도움으로 굳세어져 혼인성사가 그들 사랑의 계획에
마련해 주는 풍요로움 앞에서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격려”38)가 더욱 필요하다. 한국
교회와 신앙 안에서 사는 부모들이 혼인을 앞둔 청년들에게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
지고 적극적으로 사랑이 넘치는 격려에 나서는 일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정
복음화 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한국 교회 신자들이 교회와 시노드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현실적 상황에 대한 식
별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교회는 유럽에서 국가 지도자들까지 드러내놓고 동성
결혼을 할 정도로 일반화되고 있는 자연법에 반하는 혼인을 인정하는 등의 혼인 재정
의에 분명히 반대한다. 그러나 동성결합의 상황에 따른 식별과 교회의 사목적 배려가
37) ｢2014 시노드 보고서｣, 25항 또는 ｢2015 의안집｣, 62항.
38) ｢2014 시노드 보고서｣, 26항, 27항 또는 ｢2015 의안집｣, 64항, 6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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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불가피하고 신중한 선택으로 살아가는 이들에 새로운 인식은 필요해 보인다.
시노드 문헌은 신앙교리성의 의견39)에 따라 동성애적 결합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동성애적 경향을 지닌 남녀는 존경과 섬세함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들에게 부당한
차별의 낙인을 찍는 것 피해야 한다고 한다.40) 현실적으로 동성결합 지지 활동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이 또한 지나칠 수 없는 가정 복음화의 중
요한 과제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2.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 관련 복음화 과제
교회는 많은 신자들의 성급한 이혼과 재혼의 결정에 대하여 고통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적절하게 구별하여 자비롭게 격려해 주는 사목적 배려를 요구하고 있
다.41) 시노드 교부들은 그러한 사목적 배려를 위해 이혼 후 재혼한 신자들의 주일미
사에서 영성체 문제를 회의 일정의 첫 번째 단계에서 다룰 만큼 중요시하였다. 그것
은 “하느님과 이웃들과 이룬 친교의 모든 끈이 모여 수렴되는 정점은 가정과 교회 전
체가 주님의 식탁 앞에 모이는 주일 성찬례”이기 때문이다.42)
이제 한국 교회도 이혼과 재혼을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종전의 ‘조당’이라는 데 얽
매어 이혼한 이들 특히 재혼한 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음을 성찰하고 그들이 여전
히 교회 안의 형제자매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도록 따뜻이 껴안아주어야 한다. 이는
본당과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전 신자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접근해야 할
가정 복음화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교회의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와 교회법위원회가 2014-2015 세계주교시노드의 정신에 따라 “이혼
후 재혼한 이들의 성사생활에 대한 사목적 배려”43)를 위한 논의는 의미가 크다.

3. 가정의 진리와 아름다움 관련 복음화 과제
1) 혼인과 가정 교리 활성화
바오로 사도는 “혼인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존중되어야 하고, 부부의 잠자리는 더럽
혀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륜을 저지르는 자’(fornicators)와 ‘간음하는
자’(adulterers)를 하느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히브 13,4)44)라고 가르
쳤다. 부부의 잠자리는 혼인 후뿐만 아니라 혼인 전부터 깨끗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이와 같이 혼전 순결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진리와 아름다움으로 엄격히 지켜져야 하
는 복음적 요구이다. 그래서 시노드 문헌도 정결을 “덕 가운데에서도 인격 간의 사랑
39)
40)
41)
42)
43)
44)

신앙교리성, ｢동성애자 결합의 합법화 제안에 관한 고찰｣, 4항.
｢2014 시노드 보고서｣, 55항 또는 ｢2015 의안집｣, 130항 참조.
｢2014 시노드 보고서｣, 26항 또는 ｢2015 의안집｣, 64항.
｢2014 메시지｣, 문단 15 참조.
이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2015년 5월 28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괄호안의 말은 New Amreican Bible, St. Joseph ed.에 있으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경｣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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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한 소중한 조건”이라고 강조한다.45)
그런데 한국에서 가톨릭 신자들의 혼전 순결 의식은 개신교 신자들에 비해 매우 낮
고 비그리스도인들보다도 낮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충격을 준 적이 있다. 2004년
‘기독교여성상담소’의 ‘20-30대 미혼여성 성의식 실태조사’에서 ‘성관계는 혼인이후에
만 가능하다’는 데 찬성한 개신교 신자들(30.5%)에 비해 가톨릭 신자들의 찬성비율
(15.2%)은 그 절반도 안 되었고 비그리스교인들(16.9%)보다도 낮았다. ‘남녀모두 혼
전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도 개신교 신자는 51.6%였지만 가톨릭 신자는 32.6%였
고, 역으로 혼전 순결을 지킬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응답 비율에서는 가톨릭 신자
들(37%)이 개신교 신자들(21.1%)을 크게 능가하였다.
하느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진리와 아름다움에 어긋나는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잘못
된 의식은 교회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2014 사목연구소
-갤럽 조사’에서 가정문제가 생겼을 때, 본당의 도움을 받았다는 대답은 16.3%에 불
과하다. 이에 관해 다음의 가르침은 한국 교회의 가정 복음화에서 반드시 새겨보아야
할 말이다. “교회의 가르침이 참되고 인간적이며 그리스도교적 아름다움으로 제대로
전달될 때, 대부분 신자들이 그것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특히 “그리스도교 신앙
에 따라 혼인과 가정에 관한 전체적인 전망이 충분히 제시되면, 그 참됨과 선함과 아
름다움을 분명히 알아본다.”46)고 한 말이 그것이다.
2) 생명 운동의 확산
수많은 인간 생명체를 죽이는 체외수정을 단순히 불임 부부를 위한 불가피한 하나
의 해결 방법으로 보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다. 이는 배아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생각과 다름이 없다. 수정 후 세포 분열 후 한 달 정도 지난 배아는
이미 장기를 모두 갖춘 인간 생명체라는 인식이 부족한 때문이거나 생명에 대한 경외
심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외수정과 함께 세계주교시노드 문헌에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대리모 관행
이 한국에도 정착되고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리모 출산은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대리모 계약은 인권단체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미끼로 한 가난한
여성의 수태능력을 착취하는 강제 노역과 예속이며, 여성을 ‘아기생산기계’로 취급하
는 행위”로 비난을 받는다. 문제는 대리모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리모가 출
산한 아이에게 결함이 있거나 원하는 성별이 아닌 경우에 낙태가 이루어지게 되고,
의뢰인의 인수 거부 또는 사망, 폐질 등 아이의 인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영
아 유기의 위험도 있다.
대리모 출산은 체외수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관행이 정착되는 경우에 체외수
정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임부부단체의 암묵적인지지 속
에서 선진국들에서 허용되는 무상 대리모 관행이 법적 제도적으로 한국에서도 자리
45) ｢2014 시노드 보고서｣, 39항 또는 ｢2015 의안집｣, 94항 참조.
46) ｢2014 의안집｣, 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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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교회는 올바른 생명문화의 바탕 위에서 혼인과 가정의 신비와 아름다움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어떤 형태
의 대리모 관행도 정착되지 않도록 대리모 제도에 반대하는 다른 종교들과 인권단체
들과의 연대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전개하고 있는 입
양 활성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협력이 이루어지게 지원하는 일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내부(아동복지정책과) 자료에 의하면, 한국 아동의 입양은 2004년에
3,899명으로 그중 1,641명(42%)이 국내 입양이었다. 그 후 입양 아동 수의 감소와 함
께 2007년부터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보다 많아졌으며 그 추세는 지금까지 계속 이
어지고 있다. 2013년에 입양 아동 922명 중 국내 입양은 686명(74.4%)이다. 정부의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 추진과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으로 전체 입양아동에
서 국내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이유이다. 무엇보다 “입양은 제2의 출산”이라
는 올바른 사고에 바탕을 둔 정책이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통계청 사회조사(가정)에 나타난 한국인의 입양에 대한 의식에서 출산 불가능하면
입양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대답은 21.6%이다.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여건 허락하면
입양하고 싶다(15.6%)는 대답보다 많다. 현재는 입양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
답이 56.2%이지만, 연령대별로 19-29세 젊은 층(47.6%) 특히 여자(51.4%)에서 상대
적으로 높아 앞으로 출산이 어려울 경우 입양은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사실, 입양은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적 자세의 불임 해결 방법일 뿐만 아니라 고아
와 버려진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47) 그러므로 교회는 입양을 평신도 가정
사도직의 중요한 소명과 사명이라고 가르친다. 이 가르침에 관해서는 뒤에서 논의할
평신도 가정 사도직 중 다른 가정과의 형제적 친교와 봉사 안에서 자세하게 보게 될
것이다.

4. 상처입고 허약한 가정을 위한 복음화 과제
교회는 많은 상처입고 허약한 가정과 함께 10대 나이의 어린 미혼모들에게 깊은 사
랑의 눈길을 멈춘다. 그들은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아픔과 함께 버림을 받고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임신한 생명을 사랑과 용기로 낳아 기르고 있다. 그러기에 교
회와 사회는 각별한 관심으로 그들을 존중해야 하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가정을
느끼도록 해주야 한다고 촉구한다.48)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10월 18일 세계주교시노드 제3차 임시총회 마지막 날
회의를 모두 마치고 한 연설49) 중의 몇 가지 유혹에 관한 말씀에서 “먼저 상처의 치
료와 처치 없이 싸매는 기만적 자비, 원인과 뿌리가 아닌 증세 처치”는 “선에 대한
47)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79항; ｢2015 의안집｣, 138항 참조.
48) ｢2014 의안집｣, 88항.
49) “Address of His Holiness Pope Francis for the Conclusion of the Third Extraordinary
General Assembly of the Synod of Bishops”, Synod Hall, Saturday, 18 Octo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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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적 성향의 유혹”이라고 경계하였다. 이는 특히 상처입고 허약한 가정의 문제와
복음화 과제에 대한 논의와 사목적 대안의 모색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원인과 고통의
뿌리를 드러내고 근원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보건(응급실 자살시도자 조사 인구학적 분포)에 의하면,
2013년 자살시도자 중 종교를 가진 사람은 30.9%였고 종교가 없는 사람은 58.6%였
다. 종교가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다. ‘자살’에 대해서도 신자와 비신자 간 차이를 보였다. ‘2014 사목연구소-갤럽 조
사’에서 ‘자살을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신자(9.1%)로 비신자
(13.9%)보다 낮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교회가 상처입고 허약한 가정의 문제 해
결에 적극 나서야 할 충분한 현실적 이유가 된다. 교회는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에서 혼인과 가정의 비정상적
상황들을 열거하고,50) 교회가 해야 할 바를 가르쳤다. “교회는 가정이 자신에 대한
심오한 진리의 심장부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서 걸어가야 할 길을 알고 있다. 교회는
그 길을 모든 사람에게 제안해야 한다.”51)고 한 말씀이 그것이다.

5. 교회의 관심과 사목이 필요한 새로운 상황과 과제
세계주교시노드에서 “교회의 관심과 사목이 필요한 새로운 상황”52)으로 인식된 문
제는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나
보편적 윤리에서 벗어난 혼인 문화와 전통, 관행 또는 제도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다.
이들 문제 가운데서 한국 교회에 해당되는 것은 혼인 형식의 문제인 혼종혼인과 종교
간 혼인, 가톨릭 혼인 서약이 없는 ‘사회혼인’ 또는 ‘전통혼인’이다. 가톨릭 혼인 서약
이 없는 ‘사회혼인’ 또는 ‘전통혼인’은 교회법으로 혼인의 효력이 없는 사실상 ‘혼인
없는 동거’이다. 이에 관련된 복음화 과제는 이미 앞에서 다루어졌다.
두 번째 범주인 오늘날 새로이 제기되는 교회의 가르침에 배치되는 혼인에 대한 개
념과 가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들에 대한 복음화 과제도
대부분 앞에서 언급되었다. 앞에서 거론되지 않은 문제는 최근 전쟁과 경제난으로 고
통을 견디지 못하여 목숨을 내걸고 살길을 찾아 나선 난민들과 이주민들의 문제이다.
한국형 생계 이주와 난민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있다.
1) 혼종혼인과 종교간 혼인
종교다원사회인 한국에서 혼종혼과 종교간 혼인은 많을 수밖에 없다. 주교회의가
매년 출간하는 ｢한국 천주교회 통계｣에 나타난 매년 ‘성사혼인’보다 많은 ‘관면혼인’

50) ｢가정 공동체｣, 77항 참조.
51) 위의 주와 같음.
52) ｢2014 예비문서｣, “I. 시노드: 가정과 복음화” 문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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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는 이를 뒷받침해준다. 위 통계에 의한 한국 교회 한 해에 혼인 건수는 2만 건
안팎이고 그 중에 60% 안팎이 ‘관면혼인’이다.
‘관면혼인’은 교회가 신자와 타종교 또는 무종교 배우자 간의 혼인장애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 가톨릭 그리스도교인과의 혼인인 ‘혼종혼인’과 구분되어야 한다.53)
그럼에도 2011년까지 한국 교회 혼인 통계는 관면 혼인에 혼종혼인을 포함시켰다.
2012년 통계부터 ‘혼종혼인’을 따로 구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건수는 2012년에 97
건, 2013년 64건, 그리고 2014년에 90건으로 많지 않다. 이렇게 관면혼인에 비해 혼
종혼인 수가 적은 것은 한국 교회가 성공회를 제외한 그리스도교파들을 형제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 교회 신자와 가톨릭 신자 간의 혼인을 허가가 아니라 관면 대상
으로 처리한 때문이다.
한국 교회에서 ‘혼종혼인’이 포함된 ‘관면혼인’의 추세 변화를 보면, 1990년대 말에
1.6만여 건에서 2000년에 1.4만여 건으로 감소했다가 2001년에는 1.7만여 건으로 급
증한 뒤에 다시 감소하여 2009년까지 1.5~1.6만 건을 유지하였다. 2010년에 1.2만여
건으로 감소하여 2014년까지 큰 변화 없이 그대로이다. 그러나 관면혼인이 전체 교회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율(관면혼율)은 장기적인 일정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1998년에 가장 높은 72.3%를 기록한 관면혼율은 2008년에 58.6%까지 완만하게 감
소하다가 2009년부터는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2012년부터 통계에서 혼종
혼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가추세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면혼인의

추세

속에서 2001~2009년에

1.0~1,1만

건이던

성사혼인이

2010~2012년에 8천 건 안팎으로 줄었고 2013~2014년에는 7.5천 건도 채 안 된다.
전체 교회혼인 건수를 보더라도 2001~2009년까지 평균 2.6만 건을 넘었으나
2013~2014년에는 2만 건 미만으로 줄었다. 그런데 이 기간에 혼인시기의 연령으로
추정되는 20~39세 연령층 신자 수는 약 156만 명에서 16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보인 것은 앞에서 본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혼인 기피 현상과 교회의 혼종혼인과 종교간 혼인에 대한 경직된 자세가 원인일 것으
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가정 복음화의 과제는 뚜렷해진다. 통
계상에 나타난 한국 교회의 혼인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혼종혼인과 종교간 혼인 수
요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교회가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한,
교회혼인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세계주교시노드 문헌
에서 말한 혼종혼인과 종교간 혼인의 긍정적인 면, 즉 교회일치 정신과 종교간 대화
에 무게를 둔 혼인사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한국형 생계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고학력화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크게 확대되었다. 통
53) ｢교회법｣ 1124조는 ‘혼종혼인’(matrimonium mixtum)을 신자와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
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에 등록된 자 사이의 혼인”이라 하여 제1059조와 제1086조의 “종교가 다른,
또는 특정 종교 전통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의 혼인”과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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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청 ‘2013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에 의하면, 취업자 79.3만 명 가운데 아시아 국가
출신이 90.4%이다. 중국(조선족: 33.1만명; 중국인: 5.5만명), 베트남(7.6만명), 인도네
시아(2.9만명), 우즈베키스탄(2.7만명), 필리핀(2.5만명), 태국(2.2만명), 몽골(1만명) 등
이다. 대부분 30인 미만의 소규모 작업장에서 일하며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긴 시간
동안 일하고도 낮은 임금을 받는다. 주당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30.7%나 되고
50~60시간 근로자도 21.4%이다. 많은 근로자(65.7%)의 월 평균 급여는 100~200만원
미만이다.
근로자들은 낮은 급여로 매우 빈궁하게 살며, 산업재해나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문
화의 차이에 따른 인격적 무시와 구타 등 인권침해에도 보상이나 구제가 어렵다. 한
국 입국에 많은 비용을 들인 근로자들은 해고가 두려워 신고조차 않는다. 합법적 체
류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자가 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
최근에 불교계 발간자료54)에 의하면,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직장생활에서 겪는
어려움(32.7%), 한국어 의사소통(22.7%), 건강 문제(11.8%)가 힘들다고 답했다. 이밖
에 편견과 차별(7.4%), 여가활동과 사회관계 축소(7.1%), 경제적 어려움(6.5%), 가족
에 대한 그리움(4.7%), 생활방식 및 문화의 차이(4.1%), 주거환경의 열악함(2.9%)을
들었다. 응답자의 71.4%가 진료의 중도 포기 경험을 밝혔는데 사유는 ‘치료비가 없어
서’(27.7%), ‘일을 중단할 수 없어서’(26.6%) 등이다. 또한 응답자의 73.4%가 우울증
을 겪고 있으며 한국 체류기간이 길수록 우울증 정도가 심하고 알코올 의존도도 함께
높아졌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한국생활 적응에 ‘모국인 지인’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사회복
지기관’ 및 ‘종교기관’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도 응답자의 절반
에 가까운 45.5%가 ‘종교 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1순위로 들었다. 사실, 한국
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노동 등에 관한 상담은 주로 종교단체가 담당하
여 왔다. 따라서 이러한 종교단체의 성격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종교에도 영향을 미치
기도 한다. 휴일에 절, 성당, 교회에 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특히 모국
출신 성직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들의 문제에 대한 상담과 함께 ‘모국인 지
인’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선교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소속 국가들의 주요 종교는 필리핀이 가톨릭이고, 인도네시
아는 대표적인 이슬람국가이며, 베트남과 태국은 불교가 다수이다. 중국도 불교가 다
수이기는 하지만 국가체제상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외국인 근
로자들은 한국에 있는 동안 자기 나라의 주요 종교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는 종교에 호감을 갖는다고 말한다.
한국 교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뜻에 따라 2000년 봄 주교회의의 결정으
로 ‘이민의 날’을 정하여 2005년부터 매년 5월 1일(주일인 경우)이나 그 전 주일에
지내오고 있다. 이 날의 의의는 한국 교회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에 대한 사목적 관심을 더욱더 기울인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 날은 전례력에 표시
54) 조계종 국제전법단･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외국인 근로자 기초실태조사 보고서｣ 201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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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되어 있을 뿐, 대부분 본당의 주일 강론에서 언급조차 안 될 만큼 관심이 없는 것
이 사실이다. 이민자들에 대한 특별한 사목적 배려를 요청한 세계주교시노드의 뜻에
따라55) 한국 교회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은 시급히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그 한 예로서, 외국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중국 조선족 근로자를
상대로 ‘지인’의 역할과 중국 동북지방 선교를 목표로 하는 조선족 신학생들의 한국
대신학교 유학 기회의 제도화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3) 한국형 난민: 북한 이탈 주민
한국에서 북한 이탈 주민(탈북자)들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대 중반이후이다. 북한 경제가 극히 어려웠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대거 중국으로 넘어가 머물던 북한 주민들이 1994년부터 매년 40∼80
명 정도씩 한국에 들어온 것이다. 그 이후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형제들을 빼내어 한국으로 데려오는 가족 단위의 북한
이탈이 증가하고, 중국 체류 없이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있는 가족과의 재결합하
기 위해” 또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도 늘었다.
그 결과 2007년에 누적 탈북자 수가 1만 명을 넘은 데 이어 2010년에는 2만 명을
넘었고 2015년 현재는 약 2.7만 명에 달한다. 탈북자의 연령구조는 3/4이 20~40대이
고 성별로는 약 70%가 여자이다.
연간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 수는 2009년에 2천9백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후
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김정은 체제가 안정화되면서 북한 국경의 관리와
탈북자 처벌이 강화된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 해에 1천5백 명 정도
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자유롭고 안정된 삶을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여 온갖 고
생을 무릅쓰고 왔지만, 한국에서의 현실은 이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막상 와서
보니 취직은 어렵고 주위의 냉대와 무시 속에서 살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이다. 더
욱이 자기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북한에 남은 가족과 형제들에 대한 걱정과 외
로움 등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탈북자들도 적지 않다. 북한에서 뚜렷한 위치에
있던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빈곤과 사회 부적응으로 적지 않은 고통
을 받고 있다.
탈북자의 대다수는 북한에서 무직이었거나 단순 노무직 종사자들이고, 경력자일지
라도 한국의 동일 직종과는 기술 격차가 너무 커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여자의
경우는 대부분 육아 때문에 취업은 고사하고 직업 훈련 참가도 쉽지 않다. 이러한 상
황에서 적지 않은 탈북 여성들이 생계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탈북 자금 마련을 위
해 국내외에서 성매매에 종사하거나 인신매매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언론에 의해
밝혀지기도 하였다.
물론 한국에 탈북자들을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다. 이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정부
55) ｢2015 의안집｣, 2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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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의 합동신문을 받은 뒤에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하나원’에서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목표로 3개
월간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이 정도 교육만으로 완전한 사회 적응이 될
리가 없다.
그리고 정부의 탈북자 지원 장려금 제도도 있지만 그것을 받기가 여간 어렵지 않
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장려금을 받으
려면 입국 후 5년 이내에 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훈련 장려금은 6개월 이상의 직업
훈련을 받아야 하고, 자격 취득 장려금은 당연히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취업 장려금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1년 이상 일을 해야 받을 수 있
다. 이 조건 가운데서 특히 “입국 후 5년 이내에 취업”이라는 조건은 체제가 다른 사
회에서 온 이들임에도 충분한 사회 적응 기간을 가질 여유 없이 취업을 서두르게 만
들어 오히려 취업 기회를 얻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에 청년실업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것도 이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
드는 요인이다. 기업들은 탈북자들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탈북자
신분을 숨기고 중국 조선족으로 위장하여 취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취업 상태가 오래 가지 못한다. 직장에서의 적응력 부족으로 인한 다른 종
업원들의 따돌림과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얼마 못가 직장을 그만두기 때문이다. 이
런 퇴직자들은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 최소한의 지원마저
끊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탈북자들은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기초생활비를 타
면서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자 가정의 자녀 교육 문제도 심각하다. 분단 이후 남북한 언어와 체제의 이질
화로 탈북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수업이나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와 내용을 제대로 이
해하지 못하여 학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거기에 더하여 탈북자 자녀라는 부끄러움
으로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고 동급생들의 따돌림으로 상처를 입기도 하는 등 학교생
활에 적응을 못한다. 때로는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
일반 학교에서의 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
는 마련되어 있다. ‘한겨레학교’, ‘대안학교’ 등 중간 단계의 적응 시설에서 교육을 받
을 수 있고, 대학 특례 제도가 있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교적 쉽게 입학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들 대학에 입학한 탈북자 자녀들은 대학이 요
구하는 성취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탈북자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사목적 배려는 단순한 난민의 차원을 넘어서는 한
반도의 통일에 대비한 교회의 통일사목과도 직결된다. 이 때문에 한국 교회는 주교회
의와 각 교구의 민족화해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목적 배려에서 인도적 차원과 북한 복
음화 사업의 일환으로 탈북자들의 어려운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데 심혈
을 기울이고 있다. 탈북자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교구와 수도단
체도 여러 곳이다. ‘하나원’ 교육 이수한 탈북자들 중에 각 교구와 본당을 통해 세례
를 받은 ‘신자새터민’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매년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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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신청을 받아 의료 지원을 비롯하여 결혼, 출산, 사망과 관련된 생활안정 지원
도 한다. 이러한 교회의 탈북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함께 선교에도 불구하고 효
과적인 면에서는 개신교에 못 미치고 있다. 이는 탈북자 가정 자녀들의 교육을 포함
한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교회의 탈북자 가정 복음화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이유이다.

Ⅳ. 시노드의 가르침에 따른 평신도의 가정 사도직
1. 가정 사도직 소명 의식과 자기 복음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회칙 ｢가정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은 스스로 성
화될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세계를 성화할”56) 소명을 받았다고 가르친다. 또한 시
노드 문헌은 하느님 백성의 책임인 복음화에서 가정의 복음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가
를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복음화는 모든 하느님 백성에게 각자 자기 직
무와 은사에 따라 분담된 책임이다. 혼인한 이들과 가정, 가정 교회의 기쁜 증언 없
이는 선포가 비록 올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오해되거나 오늘의 사회를
특징짓는 언어의 혼돈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57) 그만큼 가정 교회의 기
쁜 증언은 복음화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기지고 있다.
오늘날 교회에서 평신도들은 당연히 복음화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가정 복음화를 위한 “기쁜 증언”을 해야 할 ‘가정 교회’의 주축이다.58)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또한 앞서 2014년 세계주교시노드에서 제기된 가정 문제들에 비추어
본 한국 가정의 문제적 상황에서 비켜서있지 않다. 우리가 비록 그런 문제적 상황을
직접 만들고 동조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방관하거나 무관심했다면 우리 역시 문제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의 가정 문제를 자기 문제가 아닌 남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만다면, 우리는 앞
으로도 계속 이 심각한 상황을 무관심 아니면 피상적인 관심 정도로 지나쳐버리고 말
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2014년 세계평화의 날 메시지’59)는
우리에게 준 큰 가르침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교황은 “가정은 모든 형제애의 원천”이
며 “주변 세상에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을 성소로 받았다”고 강조하고 “이 소명이 ‘무
관심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Indifference)를 특징으로 하는 이 세상에서 빈번하
게 부정되거나 무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 ‘무관심의 세계화’는 우리를
다른 이들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꽉막혀버리게 한다.”60)는 것이
56)
57)
58)
59)

｢가정 공동체｣, 55항.
｢2014 시노드 보고서｣, 30항 또는 ｢2015 의안집｣, 71항 참조.
｢2015 의안집｣, 48항 참조.
Cf. “Fraternity, the Foundation and Pathway to Peace”, Message tf His Holiness Francis
for the Celebration of the World Day of Peace, 1 January 2014. 이하 ‘2014년 평화의 날 메시
지’로 표기.
60) ‘2014년 평화의 날 메시지’, 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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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황의 ‘무관심의 세계화’ 언급은 ‘2015년 사순절 메시지’61) 첫머리에서도 거듭 강
조되었다. 교황은 “내가 비교적 건강하고 편안하면, 잘 지내지 못하는 이들을 생각하
지 않는다. 오늘날 이런 이기적 무관심의 태도는 무관심의 세계화에 관해 말할 수 있
을 정도로 세계적이게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서 싸워야 할 문제”라고 단정
함으로써 무관심과의 싸움을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선포하였다.
가정 복음화의 과제에서 자기 복음화 사명은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는 그런 관념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 2014년 세계주교시노드는 이 점을 지적한다.
“교회의 도덕적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문제로서 “교회 내부의 성추문(특히
소아 성애)”과 “지나친 사치 생활”과 함께 “일부 평신도는 ‘과시적’ 신앙생활을 하며,
정작 복음 정신이 요구하는 진리와 겸손은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62)는 것이다. 또
다른 지적은 “별거, 이혼, 외짝인 부모들이 본당 공동체에서 반갑지 않게 느낌을 받
는” 등, “교회가 여러모로 배타적이고, 현재적이며 도움을 주는데 충분하지 못한 감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사목자의 “적극적인 열린 사목” 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으
로서 평신도들의 “신뢰할만한 증언을 통해 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63)
는 세계주교시노드의 요청은 바로 우리들이 각자의 본당에서 해야 할 사명이다.

2. 혼인과 가정의 아름다움에 대한 증언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오늘날 한국 가정들에서 혼인과 가정의 아름다움에 대한
도전은 실로 심각하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의
과제에서 평신도들, 특히 부부들의 가정의 아름다움에 대한 증언의 사명이 해결책으
로 제시된다. ｢2014 의안집｣은 “부부의 삶의 증언이 진정하고 정확한 가정 사목 증진
의 핵심”이라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밝힌다. “이 증언은 가정에 대한 그
리스도교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복음 선포가 혼인과 가정생활 안에 받아들여질 때 생
겨나는 아름다움과 기쁨과 일맥상통한다.”64)는 것이다.
교회는 성공적인 혼인과 가정생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혼인과 가정의 아름다움
을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젊은이들이 결혼 후 오랜 세월 동안
사랑과 신의로 함께 삶을 계속해온 부부들을 높게 평가하는 데서 찾는다. 이런 삶을
살아온 부부의 사랑은 임신과 출산을 통하여 퍼져나가지만, 그 사랑은 거룩한 삶의
은사와도 관련된 생명과 애정과 가치를 전해주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어 자녀를 출산
할 수 없는 부부들도 경험하게 되며, 그러한 빛으로 가득 찬 모험을 실천하는 부부들
은 모든 사람, 특히 젊은이들에게 표징이 된다고 가르친다.65)
61)
62)
63)
64)
65)

프란치스코 교황의 ‘2015년 사순절 메시지’
｢2014 의안집｣, 75항.
위의 주와 같음.
｢2014 의안집｣, 59항.
｢2014 메시지｣, 문단 1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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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많은 교구들은 교구장 주교가 참석한 가운데 오랜 결혼생활을 함께 해온 부
부들을 위해 감사의 표시로서 결혼기념일과 감사축일을 거행하기도 한다.66) 시노드
문헌은 “내적 기쁨과 깊은 위로로, 교회는 복음의 가르침에 충실한 가정들을 바라보
며 그들의 증언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들 덕분으로 해소될 수 없
고 영원히 충실한 혼인의 아름다움이 믿을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67)라는 말로 가
정에서 부부의 삶의 증언에 치하를 아끼지 않는다. 이는 부부들이 결혼의 신의를 지
키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가정의 아름다움에 대한 훌륭한 증언임을 말하는 것이다.
혼인과 가정의 아름다움에 대한 증언은 기혼자들의 사명만은 아니다. “혼인을 준비
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약혼 시기를 보내는 많은 젊은이들의 귀중한 증언”도 당연히
포함된다.68) 이러한 미혼자들의 귀중한 증언을 할 수 있게 하는 소명 의식은 어려서
부터 혼인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가르쳐져야 한다. 이는 부모와 교회
의 사명이다. 시노드 문헌들은 이들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혼인과 가정 사목을 위한
사제와 일꾼들을 양성을 사목적 접근법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 하고 있다.69) 여기에
미혼 자녀들을 둔 가정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3. 혼인과 가정에 관한 지적 소양
가정의 자기 복음화와 세상을 향한 가정 복음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혼인과
가정에 관한 지적 소양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교리와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얻어진
다. 그러나 가르침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70) 혼인과 가정에 관
한 교도권의 공의회 문헌들과 그 이후에 나온 문헌들71)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심지
어 전혀 모르고, 특히 사전 지식이 없는 평신도들은 이 문헌들을 예외적인 소수에게
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72) 이러한 혼인과 가정에 관한 가르침과 교회 문헌에
잘못된 인식은 한국 교회의 많은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이다.
평신도들이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리와 교회 문헌을 통한 가르침을 숙지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그것이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당면한 가정 문제에 대한 교회의 사명에 협조해야 하는 평신도 사도직의 의무 때문이
기도 하다. ｢2014 의안집｣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성직자들은 성과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일들을 다루기에 부적합하고, 또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고 느껴 종종 이 문
66)
67)
68)
69)
70)
71)

｢2014 의안집｣, 60항 참조.
｢2014 시노드 보고서｣, 23항 또는 ｢2015 의안집｣, 58항.
｢2014 시노드 보고서｣, 39항; ｢2015 의안집｣, 94-95항 참조.
｢2014 의안집｣, 82항; ｢2014 시노드 보고서｣, 37항; ｢2015 의안집｣, 87-89항 참조.
｢2014 의안집｣, 8항.
이에 해당되는 문헌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으로 ｢사목 헌장｣, ｢교회 헌장｣, ｢평신도 교령｣ 등
이 있고, 그 이후 문헌으로는 복자 바오로 6세 교황의 회칙 ｢인간 생명｣,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 교서 ｢여성의 존엄｣, 회칙 ｢가정 교서｣와 ｢생명의 복음｣,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사회회칙 ｢진리 안의 사랑｣과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신앙의 빛｣
등이 있으며,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주요한 문헌이다.
72) ｢2014 의안집｣, 1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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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을 회피하려 한다.”73) 이럴 때 평신도가 그 일을 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명
이다. 또한 피임, 이혼과 재혼, 동성애, 동거, 부부의 신의, 혼전 성관계, 체외수정 등
도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오늘날 교회의 혼인과 가정 교
리에 대한 중요한 도전적 주제로서 이에 관한 교리와 교회의 가르침을 정확히 모르고
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

4. 혼인과 가정에 관한 가정교육
가정은 젊은 세대들의 정서 형성에 직접적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74) 특히
‘가정 교회’에서 부모는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첫 강론자가 되어야 한
다.75) 세계시노드 문헌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가정이 당면한 근본적 도전들
가운데 하나인 교육적 도전은 현대의 문화적 현실과 매체들의 강한 영향 때문에 더
어렵고 복잡해졌다.76) 이에 따라 가정이 “매일의 삶 안에서 성장의 장소가 되고 삶에
형태를 부여하는 덕들을 구체적이고 실존적으로 전달하는 장소가 될 수” 있게 하려
면, “부모들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77)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은 다름 아닌 평신도 가정교육 사명의 재확인이다.
복음과 교회 교도권의 문헌이 전하는 가정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어야 하는 오늘날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리 교육은 역동적이며 개인적 증언들을 통한 체험적인 성격을
지닌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78) 이 프로그램이 증언들을 통한 체험적인 성격을 지닌
다는 것은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말함이다.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해야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부모의 역할이며 사명이다. 부모는 이
임무를 통해 혼인 준비를 하는 예비부부 자녀뿐만 아니라 혼기에 이르기 훨씬 이전부
터 교회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왜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는지를 전하고, 혼인 생활에서
혼인과 가정의 아름다움을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사춘기와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사랑 안에서 성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79)
이렇게 “가정 안의 그리스도교 교육은 무엇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삶의 증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80)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삶의 증언은 “부부 성화의 활동, 개인 기도와 가정 기도 시
간, 하느님 말씀 경청, 자선의 증언 등으로 나타난다.”81) 교회는 ‘가정 기도의 문화’
를 키우기 위하여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82)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다운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2014 의안집｣, 12항.
｢2015 의안집｣, 32항.
｢교회 헌장｣, 11항 참조.
｢2014 시노드 보고서｣, 60항 또는 ｢2015 의안집｣, 142항 참조.
위의 주와 같음.
｢2014 의안집｣, 19항 참조.
｢2015 의안집｣, 86항.
｢2014 의안집｣, 134항.
위의 주와 같음.
｢교회 헌장｣, 1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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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 가정 안에서 개인기도, 특히 가정기도로 길러지며,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가정
기도의 형식과 예식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
다. 성경 함께 읽기, 식사 전후 기도와 묵주기도와 같은 다른 형태의 기도들도 매우
중요시됨은 물론이다.83)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 교회일지라도 결코 본당 공동체를 대신할 수 없음을 자녀들
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하며, 성사 생활과 주일 성찬례, 그리고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
들에 가정이 참여한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다.84) “비록 자녀가 부
모의 신앙의 전수에 반대되는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생활 방식을 따르면
신앙의 전수는 확실히 이루어진다.”85)
“가정은 신앙 교육을 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삶과 거룩한 삶의 아름다움을 가르칠
때 날마다 하느님을 발견하게 된다.”86)고 한다. 이런 가정은 가정 기도를 드리고 하
느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느님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사랑과 신앙을 전수한
조부모의 삶과 헌신에 감사하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들 간 애정과 대
화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이다. 특히, “신앙의 전수와 종교적 전통과 헌
신에서 조부모의 역할이 잊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되고 있다.87)이렇게 “가정은 가정
교회가 되어 가정들의 가정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젊은
부부들에게 신앙과 사랑의 교사가 되라는 부름을 받는다.”고 시노드 교부들은 가르친
다.88)
시노드 문헌은 젊은이들의 사랑에 대한 사목적 접근법89)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
은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 안에 그대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인간의 사랑과 감정에 대한 교육으로서, 젊은이들이 사랑에 대한 지나친 낭만
적 시각, 곧 사랑을 오로지 상대방을 향한 강렬한 감정으로 생각하는 시각에서 젊은
이들이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
신 큰 신비와 원대한 약속이 펼쳐질 공동의 인생 계획의 틀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
격적 응답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둘째, 이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고, 약혼 시기 동안 공동체적이고 전례적인 측
면을 강조하여 젊은 예비부부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사랑 안에
드러난 창조주의 신비에 마음을 여는 법을 가르쳐, 혼인 합의의 의미를 충분히 깨달
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젊은이들이 그들의 가정을 꾸리는 데에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
줌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관계를 회복하여 사랑에 대한 고립된 시각에서 벗어나게 해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예비부부들은 그들이 서로에게, 또한 다른 이들과 함께 인
83)
84)
85)
86)
87)
88)
89)

｢2014 의안집｣, 42항 참조.
위의 주와 같음.
｢2014 의안집｣, 134항.
｢2014 메시지｣, 문단 13.
｢2015 의안집｣, 146항.
위의 주와 같음.
｢2014 의안집｣, 8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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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여정의 동반자가 되도록 격려 받게 된다. 특히, 교회와의 관계에서 교회가 ‘가정들
의 가정’으로서 그들 곁에 있으며 예비부부들을 특별히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교회
의 현존을 드러내는 동행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신혼부
부들에게도 그대로 요구된다. ｢가정 공동체｣에서 언급된 대로,90) 혼인성사 후 처음
몇 년간은 신혼부부들에게 “혼인의 도전과 의미를 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 지극히 중
요하고 민감한 기간”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91)

5. 다른 가정과의 형제적 친교와 봉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평신도 교령｣은 ‘가정 사도직’ 활동으로서 남을 돕는 일
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버림받은 어린이들의 입양, 나그네들에 대한 친절한 접대,
학교 운영의 보조, 청소년들에 대한 조언과 물질적 도움, 약혼자들의 결혼 준비 돕기,
교리 공부 거들어주기, 경제적 윤리적 위기에 처한 부부와 가정 돕기, 노인 수요 물
품과 노인들에 대한 공평한 경제발전 혜택의 제공 등이다.92)
복자 바오로 6세 교황의 회칙 ｢인간 생명｣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인 ｢교회 헌
장｣(35, 41항), ｢사목 헌장｣(48-49항), 그리고 ｢평신도 교령｣(11항)을 근거로 하여 다
음과 같이 가르친다. “하느님의 법을 충실히 지키는 데에서 거둘 수 있는 결실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은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경험을 나누어주려는 원의이다. 이
로써 광범한 평신도 사도직 분야에 또 하나의 새로운 사도직 형태인 ‘상호 봉사’가
추가된다. 즉 부부는 다른 부부를 위해서 사도가 되고 인도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야말로 여러 가지 사도직 형태 중에서 가장 현시대에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93)
시노드 문헌도 모든 신앙인들이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생각하도록 초대될 때, 가정
은 복음화 사업에서의 그 존재성이 부각됨을 강조한다.94) “부부의 유대 안에서도 점
점 더 깊이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점점 더 충만하게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애정을 성숙
의 길로 살아가도록 돕는” 평신도의 필요성 강조이다.95) 다시 말해, “부부 생활을 길
러 주는 양성의 길들을 제공할 필요성과 살아있는 증언으로 동반을 해 줄 평신도들의
중요성을 강조함”96)이다.
시노드 교부들은 “형제적 친교의 또 다른 표현은 자선”이라고 말하고, “낙오된 이
들,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들, 외로운 이들, 아픈 이들, 이방인들, 위기에 처한 가정
들과 함께하며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선의, 우정, 사랑과 자비의 은사이며, 또
한 진리와 빛과 삶의 의미를 증언한다.”고 가르친다.97)
90)
91)
92)
93)
94)
95)
96)
97)

｢가정 공동체｣, 제3부.
｢2014 시노드 보고서｣, 40항; ｢2015 의안집｣, 96-97항 참조.
｢평신도 교령｣, 11항 참조.
｢인간 생명｣, 26항.
｢2014 시노드 보고서｣, 2항 또는 ｢2015 의안집｣, 2항 참조.
｢2014 시노드 보고서｣, 59항 또는 ｢2015 의안집｣, 139항.
위의 주와 같음.
｢2014 메시지｣, 문단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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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상은 자기중심적 삶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앙
인들은 자기를 내어주는 삶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시노드 문헌은 개인주의의 위험과
이기주의적인 삶의 위험은 이 문제에 연관되어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기적 개인주의
유혹에 대한 강력한 처방약”으로서 “그리스도교 혼인에서 요구되는 전적인 투신”임을
강조한다.”98) 그 투신은 물론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평생 지켜나가는 부부의
헌신적 사랑, 자녀의 출산 양육과 교육, 봉사와 자선이다. “시간과 함께 성장할 수 있
고 자애로움과 존경으로 이루어진 충실하고 깊은 사랑, 생명의 출산에 구체적으로 자
신을 열어 놓음으로써 우리를 초월하는 신비를 체험하는 사랑의 모범은 큰 도움이 되
어”99) 그 효과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퍼져나간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가정의 이러한 전적인 투신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신자로서 기본적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신자 비율은 25%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는
신자들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말이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
는 이러한 신앙의 위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시노드 문헌도 “상당히 많은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서 증언되고 있는 바, 신앙의 위기는 혼인과 가정의 위기를 조장한다
.”100)고 지적한다. 신앙의 위기는 혼인의 실패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시노드의 질문에 많은 답변들은 신앙의 위기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음도 인정한다. “신앙의 위기는 혼인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지만, 경
우에 따라서 성장의 기회가 되고 혼인 서약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치관이 상실되고 가정이 붕괴된 경우까지도 혼인의 유대를 강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101)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
정 교회’를 이루고 있는 평신도 가정이다. 앞의 많은 답변들은 이런 평신도 가정들이
이 “힘든 상황에 놓인 부부들과 기꺼이 동행하여 줄 때,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될 것이며, 특히 본당은 ‘가정들의 가정’으로 부부들과 가정에 가까이 다가가야 한
다.”102)고 말하고 있다.
시노드 문헌은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모든 가
정에게 길동무가 되며 존경과 사랑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르친 ‘동행의 예술’을 이 사명 수행의 방법으로 제시한다.103) 시노드 문헌은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그대로 옮기고 있다. “교회는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 들을
모두 이러한 ‘동행의 예술’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 예술은 우리가 다른 이의 거룩한
땅에서 우리의 신을 벗으라고 가르칩니다(탈출 3,5 참조). 이 동행은 힘차고 꾸준한
발걸음으로 이루어지고 존중과 연민으로 가득 찬 시선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시선이 치유하고 해방시키며 그리스도인 생활의 성숙을 독려합니다.”104)
98) ｢2014 시노드 보고서｣, 9항 또는 ｢2015 의안집｣, 31항 참조.
99) ｢2014 시노드 보고서｣, 59항 또는 ｢2015 의안집｣, 139항.
100) ｢2014 시노드 보고서｣, 5항, 36항 또는 ｢2015 의안집｣, 6항, 63항.
101) ｢2014 의안집｣, 63항.
102) 위의 주와 같음.
103) ｢2014 시노드 보고서｣, 46항 또는 ｢2015 의안집｣, 109항 참조.
104) 「복음의 기쁨」, 16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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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의 삶의 동행 실천으로 고아와 버려진 아이들의 입양을 생각해볼 수 있
다. 시노드 문헌은 “고아와 버려진 아이들, 어린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입
양”이 교회의 가르침105)임을 상기시키면서, “입양과 위탁을 선택하는 것은 불임의 경
우가 아닐 때에도 부부 체험의 특별한 출산력을 표현”106)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혼
인생활의 특별한 결실”과 “가족 사랑의 강력한 표징”이며, “신앙의 증언과 자녀의 존
엄성을 빼앗겼던 이에게 그 존엄성을 회복시켜주는 기회”라고 강조한다.107) 이 또한
부부의 직접 출산과 같이 소중한 생명을 전달하는 가정의 소명과 사명의 근본 요소이
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평신도 교령｣은 버려진 아이들의 입양을 가정 사도직 활동의 첫
번째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입양이 가정의 진리와 아름다움 수호의 사명의
첫 자리를 차지함을 말한다. 체외수정을 통한 시험관 아기나 대리모 출산 아기와 같
이 반생명적이고 비윤리적인 관행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입양은 신앙적으로 가정의 진리와 아름다움 수호의 사명을 다하는 가정 복음화의
증언일 뿐만 아니라 애국의 길이기도 하다. 한국의 해외 입양은 줄었다고는 하나 여
전히 해외 입양아 공급국에 속한다. 오랜 해외 입양 전통의 상처는 계속 아물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은 국내 입양을 더욱 늘여야 한다는 것이
다. 혈통주의가 매우 강한 한국의 가정에서 입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지금은 과거와 같은 전쟁고아들이 아니고 혼외 출생아이거나 장애아로서 버려질 운명
에 처한 아이들이다. 최근에 해외 입양보다 국내 입양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
무적이다. 앞으로는 한국도 해외로부터도 입양아동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다문화 가정이 확산과 함께 그 가능성도 제기된다. 입양이 하느님으로부터 평
신도들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의 하나라는 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나자렛의 성가정을 경탄할 만한 모델이
되게 한 성 요셉을 따르는 길이기도 하다.

6. 시노드의 가정 복음화 방법의 제도적 접근 제안
1) 평신도 가정 사도직 전문가 양성
시노드의 질문에 대한 “많은 답변들은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전달하
려면 새로운 방법들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그것은 주로 개별 교회의 활기
와 전통, 그리고 효과적인 가용 자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특히 일부 답변들은 그
리스도교 메시지를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목 종사자들 양성”의 필요
성을 제기하고 있다.108) 이에 앞서 이미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세계와 교회의
105)
106)
107)
108)

｢평신도 교령｣(11항), 「가정 공동체」(41항) 및 「생명의 복음」(93항)이 인용되고 있다.
｢2014 시노드 보고서｣, 58항 또는 ｢2015 의안집｣, 136항.
위의 주 참조,
｢2014 의안집｣, 17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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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가정에 도움을 주는 평신도 전문
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109)
그리고 “많은 답변들은 가정에 관련하여 교리적, 영성적, 사목적 차원에서 준비가
적절히 이루어진 교육 기관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주 중요”함을 강조한 가운데, 일부
답변은 대학교 연구소와 교구들 사이에, 특히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통한 혼인과 가
정에 관한 수준 높은 교육 과정의 촉진이 이루어지고 있음“110)을 상기시킨다. 그 예
가 로마 라테라노대학교의 혼인과 가정을 위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대학원’ 세계 분
교들과의 협력이다.
여기에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몸의 신학’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러 주
교회의의 제안도 들어 있다.111) 교황은 ‘몸의 신학’을 통하여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새로운 요구들에 열려 있는 실존적이고 인간학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가정이라는 주제
에 효과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탁월한 가르침을 준다는 것이 제안 이유이다.
한국 교회에서 평신도 사도직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한결같이 제기되
고 있다.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교구 시노드 문헌에서 평신도 사도직 수행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이 시급하다는 내용은 빠지지 않는다. 서울대교구 시노드 최종 문헌을
예로 들면, 세상 복음화의 일꾼이자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평신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며, 평신도 사도직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직무를 맡는 지도급 평신도들의 교육과 양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였
다.112)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의안｣은 “광범위한 전문분야나
학문 영역에 걸쳐 더욱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한 종합대학 설립을 건의한바 있
다.113) 이는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양성 공교육화의 논점에 매우 근접한다. 평신
도 사도직 전문 영역에 가정 사도직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양성 공교육화의 관점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대학원’ 한국 분교의 설립도 고려해
볼 만하다.
2) 행복한 가정 정책 개발 지원 시스템의 상설화
시노드 문헌은 삶의 향상과 방어를 위한 법안의 통과에 그리스도인들의 개입울 요
구한다.114) “사람들은 교회가 국가와 관계 당국과 대화를 통하여 좋은 일자리, 정당한
임금, 가정 우대 조세 정책, 가정과 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실질적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115) 이와 관련한 구체적 제안들도 있다. “노동 분야에서 가정을 보호
하는 법률, 특히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법률”의 필요성, “가정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참여에 교회가 함께 일할 기회 제공이나, 이 분야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비슷
109)
110)
111)
112)
113)
114)
115)

｢가정 공동체｣, 75항 참조.
｢2014 의안집｣, 18항.
위의 주 참조.
｢천주교 서울대교구 시노드 최종 건의안｣, 4-5쪽.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의안｣, 144쪽.
｢2015 의안집｣, 135항 참조.
｢2014 의안집｣, 7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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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관들과의 연계는 현명하고 생산적”이라고도 한다.116) 가정협회와 가톨릭운동 단
체들이 사회와 민간단체들과 함께 가정의 안정에 영향을 주는 현실을 타개에 나서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교리를 반영시
켜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117)
세계주교시노드에 제시된 “많은 답변과 의견들은 생명에 대한 개방과 사회적, 직업
적 문제의 관계”를 지적하면서 “젊은 부부들에 대한 출산 권유는 본질적으로 그들이
자유와 책임과 평화를 느끼면서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에 달려 있
음”을 강조한다.118) “이와 관련하여 탁아소, 탄력 근무제, 육아 휴직, 용이한 산후 복
직이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장려
하는 법과 제도를 촉진할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권고한다.119)
세계주교시노드 의안에 포함된 이러한 제안들은 한국의 상황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나 다름없다. 교회가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 가정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도록 요
구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가정 복음화 차원에서 필요하며 평신도 가정 사도직의 일환
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일깨워준다.
한국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는 이러한 필요성의 충족에는 크게 미흡하지만, 이미 이
일을 시작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 사회교리의 관점에서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공약을
평가한 바 있고, 또 같은 관점에서 국회의원들의 발의한 법안에 대해 분석평가가 그
것이다. 한국 교회의 가정 복음화 차원에서 이러한 활동은 평신도 사도직의 일환으로
더욱 조직화하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행복한 가정 정책 개
발 지원시스템’의 상설화도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2014 의안집｣이 사목적 관점
에서 제안한 “가정을 돌보는 협회와 교구에 가정 상담사 배치의 유용성”120)도 ‘행복
한 가정 정책 개발 지원시스템’의 상설화 구도 안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Ⅴ. 끝내는 말
전통적으로 대가족 중심이던 한국사회에서 급격한 핵가족화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가정 질서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 가정 질서의 변화에 따라 신자
들의 가정에서조차 교회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성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는 한
국 교회의 가정 복음화가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 문제를 주제로 하는 2014-2015 세계주교시노드는 한국의 가정
에 더 큰 복음으로 다가온다. 현대 가정의 위기적 상황을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
서 진단하고 “혼인의 불가해소성과 함께 사는 기쁨”과 “가정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재확인 하면서 “상처 입고 허약한 가정에 대한 자비”를 위한 사목적 방안을 모색하려
116)
117)
118)
119)
120)

위의 주 참조.
｢2015 의안집｣, 91-92항 참조.
｢2014 의안집｣, 131항 참조.
위의 주와 같음.
｢2014 의안집｣, 13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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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121) 것이 2014-2015 세계주교시노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노드의 가정 복음화 소명과 사명에 관한 가르침은 가정 사도직을 수행
해야 하는 한국 교회의 평신도들에게 더없이 소중하다. 평신도들이 가정 복음화에 앞
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가정 안에서의 자기 복음화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정 안
에서의 자기 복음화 방법을 간단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것은 “가정 안에서 사
랑을 간직하고 키워 나가는 삶의 방식”으로서, 가족 간에 “허락을 청하고(chiedere

permesso, ‘Can I? May I?’), 감사를 드리며(ringraziare, ‘Thank you’), 용서를 구
하면서(chiedere perdono, ‘I’m sorry‘), 해가 지기 전에 다툼이나 오해를 풀어 나중
에 굴욕적으로 용서를 구걸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122)는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2015 의안집｣이 지적한 대로 “가정 안에서 잘 그리고 평화롭게 사는
방법인 이 표현은 간단하지만 실천은 쉽지 않다!”123)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정
으로 이웃 가정의 아픔을 나누고 가정 복음화에 나서려면 내 가정이 먼저 이 가르침
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혼인의 신비
에 바탕을 둔 가정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회복한 ‘가정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평
신도들이 만들고 증언으로 보여야 할 가정의 모습은 바로 ‘가정 교회’이다.
‘가정 교회’는 찾아오신 주님을 기꺼이 맞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데 본질적
의미가 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묵시 3,20) 시노드 교부들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지로 가
시는 도중에 마을에 있는 집에 들어가곤 하셨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도시들의 거리를 지나가고 계신다고 우리를 일깨운다.124)
매일 예수님을 집안으로 맞아들여 그분을 식탁에 모시고 온 가족이 둘러 앉아 함께
기도를 드리고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정 교회’를 시노드 교부님들은 “날마다
영혼을 위로하는 작은 오아시스”125)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작은 오아시스’는 “저녁이
되면 도시에 있는 집들, 교외와 마을의 소박한 집들, 작은 판잣집들의 창문이지만 몸
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불빛이 환하게 흘러나오는” 가정이다. “이 불빛은 혼인 생
활에서 부부가 마주하면서 빛난다.”126) 부부의 화목은 ‘가정 교회’의 빛이라는 말이
다. ｢교회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에서 부부의 사명이 특별히 언급된
것127)은 부부가 만드는 ‘가정 교회’의 빛이 인류의 빛인 교회를 빛나게 하기 때문이
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가정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언
제나 모든 이를 환대하기 위하여 문을 열어 놓은 집이 되기를 바라셨음”128)을 깊이
121)
122)
123)
124)
125)
126)
127)

이 말씀은 ｢2015 의안집｣ 1항에도 그대로 실려 있다.
｢2014 의안집｣, 서언.
｢2015 의안집｣, 43항.
｢2014 메시지｣, 문단 4 참조.
｢2014 메시지｣, 문단 13 참조.
｢2014 메시지｣, 문단 10.
｢교회 헌장｣, 1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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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으며 상처 받은 이웃 가정들을 보듬고 사랑을 증언하는 것이다. 교회의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것은 ‘가정 교회’가 만드는 빛과
행복이 계속 전파되고 확산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 믿음은 단순한 신앙적 믿음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실증된 믿음이다.
한 사람 또는 한 가정의 행복은 그 사람이나 가족에 국한되지 않고 직접적인 인간
관계를 맺고 사는 친구나 주위 사람들과 가정에 2단계, 3단계로 전파되고 확산된다는
것이다. 행복의 전파는 비단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성당 안에
서 더 기도가 잘 되듯이 공간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른바 행복의 “연결
성” 가설은 최근에 위상수학의 이론과 의학적 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
다.129)
같은 논리로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가정 교회’ 안에서 만드는 빛과 행복을 실천으로
증언하는 가정 복음화의 효과도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다. 곧,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6)는 말씀을 이룸이다. 그 관건은 확고한 믿음과 실천으로 행복한
모습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이 먼저 진정으로 행복해져야 한다. 그래야 남에게 다정다감하고 ‘기꺼
이 저 주는 사람’(마태 5,39-42 참조)이 될 수 있다. 바로 ｢2015 의안집｣의 지적대로
“다정다감함은 기꺼이 주고, 그에 따라, 다른 사람 안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의 기쁨
을 불러일으키는”130)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 교회’의 복음
전파자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대로 ‘복음의 기쁨’을 먼저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처럼 핵가족 문화 속에서 가정과 가정, 가족과 가족 간
소통이 단절된 위기의 가정들을 복음화 해야 하는데 더욱 그러하다.

128) ｢2014 메시지｣, 문단 9.
129) Nicholas Christakis and James Fowler, Connected: The Surprising Power of Our Social
Networks and How They Shape Our Lives. (New York: Back Bay Books, 2009); 니컬러스 크
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저, 이충호 역 ｢행복은 전염된다｣(서울: 김영사, 2010) 참조.
130) ｢2015 의안집｣, 7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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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ngelization Task and Lay Apostolate for Family in Korea Based on
Awareness of Family Problems in the 2014-2015 Synods of Bishops
Francis Xavier Y.S. Oh
(Head of SARI, Professor Emeritus of Kyungsung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rediscover the essential agent and the new direction in the
work of evangelization for family in Korea today as indicated by the teachings of
the Synods of Bishops convened by Pope Francis in 2014 and 2015. For it, first of
all, the problems with Korean families are to be considered in the light of the
awareness of family problems in these Synods of Bishops. Accordingly, the
evangelization task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for family is to be checked on.
And lastly it is to be pointed out what are the vocation and the mission of the lay
apostolate for family given by the teachings of the 2014-2015 Synods of Bishops.
The awareness of family problems today in the 2014-2015 Synods of Bishops
falls into four categories. The first category is serious challenges to the Mystery of
Matrimony such as evasion of marriage and cohabitation without marriage(De facto
unions), and homosexuality and unions of persons of the same sex. The second
one is challenge to the unity and the insolubility of marriage, which divorce and
remarriage correspond to. The third one is challenge to the truth and the beauty
of the family, which comes from premarital sex, abortion, artificial birth control,
vitro fertilization etc. And the last one is problems of wounded and weak families
caused by family jar and violence, domestic abuse and cruelty, victims of which
are women, children, the old and the other infirm including single parenthood (a
mother only or a teen mother),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children of
families without parents, and broken multi-cultural families particularly in Korea.
All the above challenges and problems are posing the evangelization task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for family in relation with Matrimony, attempting to
provide appropriate pastoral care which takes every aspect of the person in
difficulties into consideration, and promoting mentality of an openness to life, etc.
According to the teachings of the Church, in particular, of the 2014-2015
Synods of Bishops, there are at least five vocational missions to be carried out in
the lay apostolate for family in posing the evangelization task of the ‘domestic
Curch’ of the family. Those are: having a vocational consciousness and being
evangelized, bearing witness to the mystery of Matrimony and the beauty of family,
having knowledge of Matrimony and the family, having domestic upbringing on
marriage and family, willing to offer support to families in difficulties with fraternal
communion. In order to perform these missions of the ‘domestic Church’ of the
family, it is necessary in the Church to form specialized lay apostolate workers on
the topics of marriage and family, and to establish the permanent systems for
developing adequate policies of support for families in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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