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에 맞서기 
교회를 위한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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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자료가 필요한가? 
1992년 총회는 “성직자가 범한 학대는 목회사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복음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학대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적절히 징계하는 것이 교회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1992년 총회안건집, 352쪽) 고 밝혔습니다.  2010년 총회는 학대 희생자 특별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안을 승인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우리는 교회 지도자의 부당 행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2010년 총회안건집, 477쪽)”고 인정했습니다.  2015년 제안서는 총회에서 북미주 개혁교회도 

교회 리더들이 저지르는 성범죄 사례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문제와 

관련된 교회헌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자료집은 그 제안서에 

대한 응답으로써 2016년 총회에 보고된 여러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이 학대 혐의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제기될 질문들에 대한 응답으로써 사건 초기에 그 역할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2016년 총회의 안전한 교회 보고서 전문은 2016년 총회 회의록 (699-717쪽)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8

년 총회는 북미주 개혁교회의 권력남용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2019

년 총회에 권력 남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총회는 그 권고안을 받아 모두 채택하였습니다. 

북미주 개혁교회에서 우리는 “품위 있고 질서있게” (고전 14:40)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경향성은 우리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일의 과정에만 집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학대에 대응할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필요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고통을 마주하기보다, 용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죄에 적용하기를 더 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애통하며 

슬퍼하고 서로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연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은 죄로 

인해 고난을 받거나 자신의 죄가 아닌 타인의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복된 

소식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2019년에 만든 훌륭하고 여러 전문 분야의 자료의 근간을 이루는 

구성요소이며, 학대받은 자들을 잘 돌보는 교회 되기 라고 부릅니다. 이에 관하여 무료 다운로드 되는 

자료들을 더 찾기 원하시면 잘 돌보기(Caring Well) 이라는 글을 읽어보십시오. (비고: 저희는 “학대를 당한 

사람들“보다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 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사람중심의 언어를 선호합니다.)

열매 맺는 사역을 위한 기회가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학대를 범한 

사람이 학대 행위를 멈추는 것과 혹은 성추행의 습관을 끊는 것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이 스트링어가 쓴 한 자료는 여러 상황에서 성적으로 깨어진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중요사항: 종이문서를 보고 있다면 문단 내 다른 글자 색깔은 온라인 링크를 뜻합니다. 이 온라인 링크는 

다음의 주소로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network.crcna.org/safe-church/guidelines-handling-

abuse-allegations-against-church-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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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twork.crcna.org/safe-church/synod-2016-report-paves-way-abuse-power-discussions
https://www.crcna.org/sites/default/files/safe_church_report_to_synod_2016.pdf
https://network.crcna.org/safe-church/synod-has-spoken-are-we-listening
https://network.crcna.org/safe-church/synod-has-spoken-are-we-listening
https://network.crcna.org/safe-church/synod-2019-acts-addressing-abuse-power-crcna
https://network.crcna.org/safe-church/synod-2019-acts-addressing-abuse-power-crcna
https://network.crcna.org/safe-church/caring-well-new-resource-churches
https://network.crcna.org/safe-church/what%E2%80%99s-name
https://network.crcna.org/safe-church/new-online-interactive-course-sexual-brokenness-jay-stringer
http://crcna.org/safechurch


왜 지금인가?
상황은 늘 변합니다. 성적 학대와 추행이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은 요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타임지는 “침묵을 깨는 사람들” 이라는 주제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적 학대와 추행을 

당한 경험을 가진 2017명의 이야기를 게재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성문제 혐의를 심각하게 다루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연예, 교육, 정부 기관 및 교회 

등지에서 확실히 발생한 공적인 사례들이 이러한 논의를 주류로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자료집이 여러분에게 따를 지침을 주며 학대에 대한 폭로나 혐의가 제기될 때 여러분이 참고할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성적 학대와 권력의 역학 관계
학대는, 성적, 정서적, 신체적 등 어떤 종류의 학대든지, 관계 안에서의 권력의 오남용과 관련 있습니다. 

학대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려면 이러한 권력 역학에 대해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가 가진 지위와 권력 

때문에, 어떠한 성적 불법행위라도, 교회의 지도자가 연루되면 권력, 

지위, 권위와 연결됩니다. 2016년 총회는 교회 헌법 83조에 대한 

새로운 보칙을 채택하였습니다. “직분 남용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힘의 불균형과 오용이다. 직분자 사역에 주어진 힘은 

성스러운 위임이며 절대로 오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016년 

총회회의록, 865쪽) 

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는 주와 지역마다 다릅니다. 남용이라는 용어는 

학대에 해당하는 법적 정의 테두리 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행동을 뜻합니다. “성적 불법행위를 성적학대보다 경미한 

범법행위로 보아서는 절대 안된다. 성적 불법행위는 성적학대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쓰이며, 따라서 성적학대는 성적 불법행위의 하위 

개념이다.” (2016년 총회회의록, 702쪽) 이러한 행위는 부적절하고 

사악하며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더 넓은 

문맥이 반드시 언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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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을 

고려할 때 핵심 

역학 중 하나는 

직위 권력의 

불균형과 

남용이다.”

http://time.com/time-person-of-the-year-2017-silence-breakers/
http://time.com/time-person-of-the-year-2017-silence-br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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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혹은 사법제도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은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이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죄와 죄의 

결과, 그리고 은혜와 용서라는 영적인 측면을 가로 막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불법을 

저지를 때, 우리가 교회 시스템 안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사법제도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응해야 

합니다. 교회의 우선적인 관심은 영적인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법행위를 용인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이 두 영역 안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용서에 관한 노트
용서는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용서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적 학대라는 상황에서 그 상처는 깊고 

복잡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용서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경험을 소화하며, 자신이 

받은 피해를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이미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더 무거운 짐을 더하는 것입니다. 치유될 공간, 지지, 확신이 필요한 

상처입은 사람을 존중하며 요구나 정죄함 없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주님의 변화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치유에 필요한 기간과 각 

치유단계를 위한 과정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학대와 깊은 상처에 관한 중요한 주제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네트워크의 Responding to Abuse Toolkit: Forgiveness(학대대응 자료집:용서)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crcna.org/safechurch
https://network.crcna.org/safe-church/responding-abuse-toolkit-forg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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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혐의 혹은 폭로에 대응하기

경청! 경청! 경청!  
첫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는 듣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정죄하지 않고, 듣기에 어렵고 믿을 수 없거나 

충격적으로 보이는 학대 폭로 혹은 혐의에 관해 들어 주십시오. 진심으로 듣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질문과 두려움, 불안은 잠시 제쳐 두어야 합니다. 폭로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것을 들은 후의 우리의 반응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학대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따라서,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생각보다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긍휼히 여기며 경청하는 것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에게 공감하며 무미건조하고 차분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잠시 멈추고 기도하기
잠시 숨을 멈추고,  빠르고, 쉽거나, 경솔한 대답을 피하십시오.  학대와 

관련된 사건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한 쪽의 얘기만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잘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학대 혐의를 

폭로하는 사람과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든지 당신 마음 속으로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든지 그 대화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주님과 주님의 크신 사랑을 피해자에게 대신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그가 겪은 경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경청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
1. 관계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그 행위가 신고를 해야하는 사안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더라도 관계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보거나 들은, 학대나 방치로 의심되는 사건을 기관에 알리고 “

이것이 제가 신고 해야하는 사안인가요?”라고 문의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확인한 정보를 

신고하십시오.  신고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믿으면 됩니다. 신고는 익명으로 

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형사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의심이 되면 즉시 보고하십시오.  여러분이 조사하지 마십시오!  

유도질문을 하거나 여러분이 직접 조사하다가 형사적 혹은 법적 

절차에 관해 타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조사든지 훈련받은 전문가들에게 맡기십시오! 우리의 첫번째 

우선순위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조사를 돕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어른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반드시 항상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아이를 안심시키십시오. 어린이로부터 직접 학대 사항을 들었을 

경우 우리는 반드시 그 어린이가 어른에게 말한 것이 옳은 일이라고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안전한 교회사역부는 학대를 폭로하는 

어린이에게 반응하기에 관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지침서는 학대를 포착할 만한 몇몇 표시나 징후를 포함합니다. 

3. 교회에서 누구에게 알릴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교회에 학대 

대응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서 대처해야합니다. 많은 교회의 학대 

대응지침에는 학대 대응부서나 안전한 교회 사역부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대응부서는 

안전한 교회 사역부 팀원, 제직회원, 그리고/혹은 이런 문제에 대한 특별한 은사나 경험이 있는 

성숙한 성인으로 구성됩니다. 소규모 대응팀 (3-4인)은 비밀을 유지학고 책임을 다하는데 손색이 

없으면서도 상황전개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고 요한 다양한 관점들을 토의하기에 

좋습니다. 안전한 교회 사역부는 해당 지역노회 담당자을 찾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6

미성년자 학대는 

언제나 반드시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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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twork.crcna.org/safe-church/responding-childs-disclosure-abuse
https://network.crcna.org/safe-church/responding-childs-disclosure-abuse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v0V57IpAMzHmYsSAA70bhEUUX3uQYgUiEbMdlr-yyEc/edit#gid=0
http://crcna.org/safe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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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된 사람을 도우십시오. 교회의 역할은 이 상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개입되고, 조사 과정 중 사태에 관해 말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는 

비밀유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가족이나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안전한 교회 사역부 팀원들은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돕도록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공동체 자원 또한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더 배워야 합니다. 아동 성학대에 관한 추가 안내를 안전한 교회 사역부에서 제공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연루된 경우…
1. 한 발 물러나서 심호흡 하십시오.  교회 지도자의 학대 혐의를 듣는 것은 매우 화나고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리더가 모두 잘 알고 신뢰하는 사람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상황을 폭로하는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염려를 그 사람에게 알게 하고, 

피해자들이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모두 

들으십시오. (위의 경청! 경청! 경청!을 보십시오.)

2. 혐의에 관해 알리려고 온 사람을 안심시키십시오. 자신의 이야기를 알리려고 용기를 낸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거나 헛된 기대를 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시며 그들을 사랑하셔서 학대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최선의 

길을 당신이 알고 있다고 해도, 무엇을 원하는지 힌트를 발견하고 본인이 대화를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학대의 상황에서 극도의 무력함을 경험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가 연루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린이를 대신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어른이 나설 때 어린이에게도 말할 수 있고 스스로 행동하도록 여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교회 내의 누구에게 알려할 지 알아야 합니다. 위의 #3을 참고하십시오. 안전한 교회 사역부에 연락을 

취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전한 교회 사역부 리더는 유용한 관점, 신뢰할 수 있는 상담, 교회 

리더가 학대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문단 조사과정(Advisory Panel 

Process)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문단 조사과정을 요약한 순서도가 유용할 것입니다. 

7

https://network.crcna.org/safe-church/child-abuse-awareness-helpful-books-articles-documents
https://network.crcna.org/safe-church/guidelines-handling-abuse-allegations-against-church-leader
https://network.crcna.org/safe-church/guidelines-handling-abuse-allegations-against-church-leader
https://network.crcna.org/safe-church/app-advisory-panel-process-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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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하면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직접적으로 상황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함께 어려운 상황을 보내며 

비밀을 유지하면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원팀은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팀은 본인을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고 자료를 참조하거나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제직회원은 결정 내리는 사람이므로 어떤 

한 쪽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운영위원들은 그 상황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여 교회 

전체를 섬기는 공정한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불완전한 그림을 제시하게 만드는 어느 한 쪽의 이야기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더라도 운영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입장을 듣고 전체 

상황을 가능한한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의 

직접적인 관련자들이 “그들의 편에 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지자들이 맡은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안전한 교회 사역부는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자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사건의 역학과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사건이 

전개될 때 해결책들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5. 다른 사람들과 연계하십시오.  안수받은 교회 리더가 연루되었다면 교회헌법의 특정한 조항이 적용될 

것입니다. 특히, 직분자에 대한 훈계와 처벌에 관한 82-84조가 그 예입니다. 헌법 82조는 모든 

직분자들은 직무 정지 및 면직과 같은 특별한 처벌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헌법 제83조는 직분자들이 

직무를 남용한 사실이 확실할 경우 특별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그것은 성적 범죄와 같은 

상황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학대대응 자료집: 교단 입장선언 및 

학대에 관한 교회헌법 요약을 네트워크에서 참고하십시오. 

목회자 교회 지원부(Pastor Church Resource)는 종종 안전한 교회 사역부와 협력하여 안수받은 

리더들과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6. 공동체 외부의 도움을 고려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는 상담 및 위기 센터, 

가정폭력쉼터, 사법제도 혹은 변호사 등이 있습니다. 지역의 안전한 교회 사역자와 팀 리더들은 

이러한 공동체 자원을 인지하고 이용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일하는 동안 

얻은 전문성은 전인적인 치유와 더 나은 결과로 이끌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교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만이 회복과 치유를 향한 장기간의 

여정에 크게 필요한 그 무언가를 줄 수 있습니다. 

http://crcna.org/safechurch
https://network.crcna.org/safe-church/responding-abuse-toolkit-denominational-position-statement-and-summary-church-order
https://network.crcna.org/safe-church/responding-abuse-toolkit-denominational-position-statement-and-summary-church-order


추가적인 단계  (위의 두 상황 모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미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접근하십시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예방 차원에서 즉시 교회 내의 모든 지위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유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심각하게 다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목양 또한 

이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조심스럽게 의사소통하십시오. 다음의 유용한 팁을 숙지하십시오. 

l	 사건 내용과 발생 시간에 대해 누가 알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

문은 대답하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공적인 정보만 공개하면

서도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언제나 공동체에 긴장감을 줍니다. 

의사소통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

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사항을 염두에 두십시오.   

l	l	 우리가 미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가? 

l	l	 이 상황을 공개하여 생길 수 있는 법적 위험은 무엇인가? 공

개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법적 위험은 무엇인가? 

l	l	 정보가 공개되면 누가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가? 건

강한 수준의 공개는 교회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

도록 돕습니다. 보통 미리 잘 준비된 성명서가 가장 좋으며 

그 성명서는 교회가 사건을 잘 알고 있으며 어떤 조사에도 

철저하게 협조할 것임을 확증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l	l	 대응팀이 이미 자리를 잡고 함께 일하는 것에 익숙하면 그런 

어려운 질문을 다루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미 상황이 많이 진

행된 상태에서 대응팀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은 좋

은 시점이 아닙니다. 

9

미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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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도움이 되지 않는 추측을 삼가도록 교회에 요청하십시오. 그 대신 교회와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l	 공공/언론사 대응을 위한 대변인을 임명하십시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질문을 받게 될 경우 대

변인에게 넘기도록 주지시켜 주십시오. (상황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해서 초래하는 

언론사태를 예방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성실히 조사하십시오. 안타깝게도 공개된 사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용의자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이 또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 과거에 

학대를 겪었던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사건이 그들에게 계기가 되어 오랫동안 묻어 둔 

극심한 감정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아올 수 있을지 혹은 그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거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에는 특정한 개인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담 혹은 정신건강을 

위한 자원을 공유해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목양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든지 상관 없이 말입니다. 모든 잘못은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까지 

포함합니다. 교회가 고통보다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쉬워보이겠지만 우리의 신학은 둘 다 

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들의 회개나 그들에 대한 용서를 위한 공간도 

제공해야 하지만 그 결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애통하며 그들을 치유해야 합니다. 학대를 저지른 

사람들과 학대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스스로 치유의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고 교회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연구 결과는 학대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그룹의 도움이 개인 

상담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를 제출했습니다. 

5. 이차적인 정신적 외상을 인지하고 대응하십시오. 이차적 혹은 간접적인 정신적 외상, 혹은 동정의 

피로감으로 알려진 이것은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관여할 때 발생합니다. 그 영향은 심각할 

수 있고, 직접적인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과 비슷한 징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저지른 

학대 혐의에 대응하는 것은 길고 어려운 과정이고 매우 소모적일 수 있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상황이 전개되면서 기다림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빠른 해결을 선호하지만 과정을 

속전속결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위원들과 관련된 사람들은 때때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잘 돌보고 건강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 더 배우십시오. 웹세미나, 기사, 주보 삽지, 그리고 유용한 웹사이트를 포함하는  안전한 교회 

사역부의 교회 지도자의 불법행위에 관한 자원 이라는 추가적인 자료를 사용하십시오. 

http://crcna.org/safechurch
https://network.crcna.org/safe-church/abuse-clergy-or-ministry-leaders-awareness-articles-books-and-other-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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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1.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우리 주님을 몹시 필요로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의 사랑과 공의, 자비를 도구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모여 그의 몸이 됩니다. 학대에 관련된 사람이 어린 아이든지 교회 리더든지 (혹은 둘 다 이든지), 

교회 안에서 발생했든지 밖에서 발생했든지 간에 우리의 부르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이는 학대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학대를 저지른 사람들 모두 포함합니다. 과정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만큼 열매 

맺는 사역을 위한 기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그의 백성들과 치유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2. 보다 안전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협력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각자의 은사를 나누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일하는 등 함께 지지하고 

격려할 때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노회 안에 안전한 교회팀을 세워서 이 사역에 

누구도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십시오. 안전한 교회 부서에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십시오.   

3. 안전한 교회 사역에 헌신하십시오. 한 사람의 가치가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자유롭게 예배하고 학대가 없는 곳에서 성장하며, 

학대에 긍휼과 정의로 대응하여 치유를 가져오는 공동체를 세우는 

이 사명에 동참하십시오.  

4. 다음 세대에 투자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편에 

서서 학대를 예방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와 더 나은 미래를 세울 

수 있을까요? 안전한 교회 사역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들 

자신과 타인을 위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은혜의 영역 프로그램(Circle of Grace 

program) 을 추천합니다.   

5. 더 잘 준비되도록 계속 배우십시오. 예방과 대응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배울 수록 개선됩니다. 가능한 자료를 통해 여러분의 

지식을 넓히십시오. 책, 기사, 경험담 등을 읽으십시오. 교회와 

공동체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이 자료집의 온라인에 있는 링크를 탐색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https://network.crcna.org/safe-church/safe-church-team-purpose-congregation-safe-church-team
https://network.crcna.org/safe-church/safe-church-teams-purpose-classis-safe-church-team
https://www.crcna.org/SafeChurch/circle-grace
https://www.crcna.org/SafeChurch/circle-g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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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자료집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는데 사용되기 바라며,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트워크의 다음 기사들 찾아보십시오.  

l	 학대 대응 자료집 1단계: Be Prepared (준비하십시오) 

l	 학대 대응 자료집 2단계: Understanding the Power Dynamic (권력의 역학 이해하기) 

l	 학대 대응 자료집 3단계: Meeting Immediate Needs (즉각적인 필요를 채우기)

l	 학대 대응 자료집 4단계: What Are the Options? (또 다른 선택지) 

https://network.crcna.org/safe-church/responding-abuse-toolkit-step-1-be-prepared
https://network.crcna.org/safe-church/responding-abuse-toolkit-step-2-understanding-power-dynamic
https://network.crcna.org/safe-church/responding-abuse-toolkit-step-2-understanding-power-dynamic
https://network.crcna.org/safe-church/responding-abuse-toolkit-step-3-meeting-immediate-needs
https://network.crcna.org/safe-church/responding-abuse-toolkit-step-4-what-are-op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