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fe  
Church  
Ministry

학대에 대해 인식하고, 
예방하며, 대처하는 
교회 환경 만들기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www.crcna.org/safechurch

safechurchministry@crcna.org  

(616) 241-1691 x 2193

사역 디렉터: 보니 니콜라스  
bnicholas@crcna.org  

616-224-0735

http://network.crcna.org/safe-church

CRC 총회는 각 노회가 안전한 교회 사역 
부 (Safe Church Ministry) 를 설립하여, 아 
래의 세 가지 중요한 활동을 통해 지역 교 
회를 지원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1. 교회가 경각심을 같고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교육(Education)의 기회를 제  
공합니다. 이것을 통해 교회는 학대 
(abuse) 를 인식하고, 예방을 위한 전략 
을 수립하며, 사건 발생시 적절히 대응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교회가 학대 당한 사람들 편에 서서 동  
행하며 도움을 주고 학대 피해자들을  
적절히 지원(Support)하도록 각 교회 
를 구비시킵니다.

3. CRC 지도자에 대해 학대 혐의가 
제기될 때 사건이 적절히 다뤄질 수 
있도록 사건 심의 절차(Advisory 

Panel Process)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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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들은 안전하게 거하리니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 하리라.

– 에스겔 34:28

1. 정책
각 교회는 학대 예방 정책/안전한 
교회 정책을 채택하여 어린이, 청소 
년 등 우리 중 가장 학대에 취약한 
이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훌륭한 정 
책은 적절한 신원조회, 연례 훈련, 
상호 신뢰 및 정기적인 점검을 포함 
합니다.

2. 교육
모든 교회는 주일 학교와 청소년 부 
서에서 건강하게 관계를 맺고 증진 
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연령별로 적 
절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입니다. 
안전한 교회 사역부는 Circle of  

Grace 프로그램을 권장합니다.

3. 대응
교회는 추행 및 학대를 매우 엄히 
다루며 결코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 교회는 추행 및 
학대에 대응하는 방침을 준비하여

유사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신중하게 
절차를 따르게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가 승인한 사건 심의 절 
차(The advisory panel process)를 
적용할 것입니다.

4. 인식
학대가 만연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대의 영향력은 교회 안에서 실제적 
이고 매우 심각합니다. 이제는 말해 
야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의 심각성과 
학대의 역동성 및 영향력(dynamics 

and effects of abuse)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의 예방 및 대응 
노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것입니 
다.

5. 헌신

교회의 모든 리더십은 학대방지 사역 
의 중요성에 동의하며 함께 헌신할 것 
입니다. 교회 및 노회 지도부는 안전 
한 교회 사역팀을 격려하고 지원할 것 
입니다.

비전
안전한 교회 사역부는 교회가 학대  
(abuse)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무엇이  
학대인지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며,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  
도록 준비시킵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인격적으로 존중 받고, 학대없이 자유 
롭게 예배하고 성장하며, 학대가 발생 
했을 때 치유가 일어나도록 사랑과 정  
의로 대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돕습니  
다.

안전한 교회 사역부가 추구하는 비전은 
안전한 교회 자원 봉사자들을 훈련하고 
지원하여, 그들이 각 교회와 노회에서 
문제 대처 능력을 가진 리더가 되는 것 
입니다. 팀원들은 자신들이 처한 각 지 
역 상황 안에서 교육 및 지원,  자문을 
제공하게 됩니다.

안전한 교회 사역부는 이 비전을 이루 
기 위해 다음 다섯 가지 핵심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회 사역부 핵심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