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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 WORKSHOP
Clergy Sexual Misconduct
목회자 성추행 특강
WHERE:
McCormick Seminary 맥코믹 신학대학
Northwest Coast Presbytery 노스웨스트 코스트 노회
Seattle Presbytery 시애틀 노회

When: 2008-2017 (2008 년부터 2017 년)
Workshop Leader: Rev. Jean Kim, BD. BA. MSW. D. Min
A Retired Minist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워크샵 인도: 김진숙 목사
(미국장로교 은퇴목사, 신학자, 문학사, 사회사업석사, 목회학박사)

12806 Bothell Everett Highway #311, Everett, WA. 98208
Tel: (425) 563-3006 (cell).
E-Mail: pastorinpurple1935@gmail.com
Website: www.jeankimhome.com

정의, 예방,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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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기도 (Pray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강사 소개 (Introduction of the Workshop Leader)



참석자들 소개 (Introduction of the participants):



본 강의에서의 기대 (Share expectation from this workshop).



본강의는 목양관계에 있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성경 말씀 묵상 과 토론 (Reflection upon Scripture Texts and Discussion)



1.

창 (Gen.) 1: 26-28 -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2.

고전 (I Cor.) 3:16-17 는 무엇을 말합니까?

3.

삼하 (2 Sam.) 11:1-17; 12:1-15 - 다윗이 범한 일은 어떤 것입니까?

4.

시편 (Ps.) 51: 1-17 - 어떤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의 성추행 사건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 것 같습니까? 통계-Percentage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위의 목사, 부목사, 주일학교 교사, 전도사, 찬양대 지휘자 등
교회지도자들이 교인들과 성관계를 가지고 있다 거나, 가진일이 있었다고 알고 계신 분이 몇분이나
되실까요?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참석자의 _______ %



2006 년성추행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목회자에게 성학대 당한 경우에 대해 피해자 본인이 보고한 것이 38.6%에 달했고,



목회자들에게 자신이 아니고 다른 목회자가 교인들과 성 관계를 가진대해 알고 있는가를 보고하라고
했을 때 70%가 알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1



교회직원들 조사 결과: 교회에서 성적인 괴로움을 체험했다 (Marie Fortune)

•

여 목사 - - - - - - - - - -

•

평교인 - - - - -- - - - - -

77.0%
20.0%
2

•

학생 - - - - - - - - - - - - 48.0%



여러분은 추행의 당사자도 될 수 있고, 희생자도 될 수 있고, 추행을 다루는 교회와 교단의
지도자 자리에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 강의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1
2

Pamela Cooper-White, Forward. Beth Ann Gaede, ed., When a Congregation is Betrayed (Alban Institute, 2006), X.
Marie Fortune.

3

세미나의 윤곽 (OUTLINE OF BOUNDARY WORKSHOP)
I.

서론 (INTRODUCTION)
A. 목회자로서의 공동경험 (Common Experience of Ministers)
B. 본 세미나의 목적과 목표 (Goal and Objective of the Workshop)
C. 세미나의 중점 (Focus of the Seminar) - Misconduct 의 도표참조
D. 목회자 성추행에 반응해야 하는 신학적 근거 (Theological Foundations for a Response)

II. 정의 (DEFINITIONS)
A. 성 (Sexuality) 이란 무엇인가?
B. 목회자 (Minister) 란?
C. 목회/목양 (Ministry) 이란?
D. 목양관계 (Ministerial Relationship) 란?
E. 목양관계의 대상들 (Who are in Ministerial Relationship?)은 누구인가?
F. 힘의 불균형 (Power Imbalance) 의 의미
G. 성추행 (Sexual Abuse)의 정의
H. 성희롱 (Sexual Harassment) 의 정의
I. 성적인 죄와 간음의 (Sexual Sin and Adultery) 정의
J.죄 (Sin) -목회자의 성 추행은 누구의 죄인가?
K. 악행 (Evil) -목회자의 성 추행은 악행인가?
L. 윤리적 분석 (Ethical Analysis) 1, 2, 3, 4.

III.

경계선 (BOUNDARIES)
A. 목양관계에 있어서 경계선 (Boundary in Ministerial Relationship)을 넘는 세가지 형.
B. 접촉의 종류 -좋은, 나쁜, 혼동 케 하는 접촉 (Good, bad, confusing touch)
C. 성젹인 행동 (Sexualized behavior)이란 무엇인가?
D. 전문인과 개인과의 관계 (Professional/Personal Relationship) 의 차이.
E. 이중관계 (Dual Relationship) 란 어떤 것인가?

IV.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UNDERSTANDING ABUSERS and VICTIMS)
A. 가해자 (Abuser)
B. 어른 피해자 (Adult Victim)
C. 아동피해자 (Child Victim)

V. 목회자의 성추행이 끼치는 영향 (CONSEQUENCE OF SEXIAL MISCONDUCT)
A. 피해자와 가족에게 (To Victim and family)
B. 아동피해자에게 (To Child victims)
C. 가해자와 가족에게 (To the Offender and family
D. 교회에 (To the Church)
E. 목회/목양에 (To the Ministry)
F. 후임목사에게 (To the Afterpastor)
G. 동료목사들에게 (To Offender's Colleague Ministers)
H. 지역사회에 (To the Local Community)
I. 교단에 (To the Denomination) J. 범사회에 (To the Wide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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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사후 중재 (INTERVENTION AFTER THE FACT)
A. 사후의 처리를 위한 치리기관의 역할 (Role of Judicatory Leaders)
교회를 도와 다음의 사항들을 처리한다 (Cooperate with Churches for the followings).
1.

피해자를 보호한다 (Protect the victim)

2.

가해자를 치우는 일

3.

교회에 알리는 일

4.

공개를 뒷 바침하는 편지를 교인들에게 발송

5.

후임목사를 찾는일 (Seek the after-pastor)

6.

가해자 문제 처리 - Deal with the Offender


서론:



가하자에게 통제를 가하는 경우



정신감정 평가 받게 한다.



치료를 받게한다.



치료의 목표를 정한다



원상복귀의 가능성은?



주의할 점들

7.

가해자 가족을 돕는다 (Help the Offender's Family)

8.

성추행을 공개할 것인가 말것인가?

B. 문제처리방법 (Conflict Management model) 의 예들
여러가지 예들
Trauma Driven Model
Framptom 의 방안
C. 정의구현의 7 가지 요소들 (The 7 Elements of Justice-Making)
D. 용서, 회개, 화해 (Forgiveness, Repentance, Reconciliation)
E. 치유 (Remedy - Healing)
여러가지 방법들
Steven Rossetti 의 치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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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사전 예방 (PREVENTION BEFORE THE FACT)
A. 후임목사들의 입장:
1.

스트레스 관리: 지원그룹필요.

2.
3.
4.
5.

건강관리: 생존에서 성장으로.
잃은 신임회복
해야할 일, 하지말아야 할 일을 구별
경계선 지키기.

B. 자신의 평가 대조표 (Self Assessment check list)
C. 목회자의 한계선 유지를 위한 10 개 지침
1.상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2.상담의 한계를 정하라.
3.성적인 감정을 관리하라.
4.성적화 행동을 금하라.
5.스트레스 관리와 자신을 돌보는 일을 하라.
6.이중관계를 피하라.
7.개인관계, 가족관계, 친밀에 대한 욕구..
8.일중독과 과로를 피하라.
9.규칙적인 감독의 평가를 받으라.
10. 고립을 피하라

D. 예방을 위한 교회의 준비 (Things Churches Prepares)
1. 교회가 알아야할 일
2. 교회의 분위기 (Church Milieu) 를 파악.
3. 분명한 선교사명 (Clear Mission) 확립.
4. 훈련된지도자들 (Disciplined Leaders) 확보.
5. 건전한 대화방법 (Healthy Communication) 습관.
6. 정책과 조치절차 (Policies and Procedures) 설정.
7. 교회의 물리적공관 (Physical Plant of Church) 설치.
8. 교인들을 위한 교육 (Education for Congregation) 제공.

E. 지역적인 종교단체 (교회)의 책임 (Denominational Local Office)
F. 목회자에 대한 교단의 책임 (Institutional Responsibilities to the Individual Minister).
G. 정책과 진행에 대한 지침:
1.형식적인 헌법, 정관등을 소지한 교회.
2.비공식적 – 전체교회가 공인하는 일반적 규칙 소지.
3.무언을 요구하는 규칙.
4.교회의 책임
5.최상의 변호 받기

결론 (Conclusion): 성서본문, 묵상과 기도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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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Introduction)
A. 변화하는 세상 (Spong) “Living in Sin”에서 인용할 것
목회자로서의 공동경험


여러분들은 목양관계에서 교인들에게 성적으로 매력을 느껴 보셨습니까?



목회자로서 우리는 교인들, 학생들, 교회 직원들과 개인적인 친교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성적인 매력과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성적이든 아니든) 목회자의 역할 경계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왜 일까요?



우리들이 하는 사역의 성격이 친밀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사역의 현실이 다양으로 우리들이 섬기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의 생에 친밀하게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그 친밀성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이 섬기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비윤리적이고
부적당한 행위를 행할 위험앞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공통적인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목양관계의
유지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온전성(integrity)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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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본 세미나의 목적과 목표(Goal and Objectives)
1. 목양관계 (ministerial relationship)의 온전(integrity)을 유지.

2. 교인, 피 상담인, 고용인, 학생, 직원 등 목사나 다른 목회자가 상대하는 상처받기 쉬운
약자를 보호.
3. 목양 관계에서 성적 희롱을 포함한 성폭력의 구성요소를 확인.

4. 성폭력(어른과 아동)의 dynamic(원동력)을 이해.
5. 폭력 가해자의 특징과 피해자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

6. 이중관계(dual relationship)의 성격과 위험성을 이해.
7. 왜 목회자들은 목양관계에서 경계선을 범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는가를 이해.

8. 경계선을 범하기 쉬운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움.

9.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제도/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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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본세미나의 중점



목양관계에서 목회자의 신뢰배신 추행은 다방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성폭력, 비밀폭로, 재정부정행위, 근친상간등을 들 수 있습니다.



흔히 한건 이상의 신뢰배신행위가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우리의 강의에서는 목회자의 목양관계에 있어서의 성추행에 중점을 둡니다.



여러가지 추행의 사전 예방이나, 사후 중재 방법이 비슷하므로 한가지를 아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추행을 다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Deborah Pope-Lance, Introduction. Beth Ann Gaede, ed., When a Congregation is Betrayed (Alban Institute, 2006), XVII.

9

D. 목회자 성추행에 반응해야하는 신학적 근거
Theological Ground of Response to Clergy Sexual Misconduct
창 (Gen) 1:27-28: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 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 하시 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 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고전 (I Cor) 3:16-17: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 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신 (Deut) 10:18-19: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너희도 한 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다.
벧전 (I Pet) 5:2-3: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십시오. 그들을 잘 감독하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지배 하려고 하지 말고, 양 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벧전 (I Pet) 1:15: 여러분을 불러 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디후 (II Tim) 1:7: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엡 (Eph) 4:12: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약 (Js) 3:1: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시 (Ps) 146:9: 나그네를 지켜 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롬 (Rom) 2:6-8: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얽매여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을 내리실 것입니다.
눅 (Lk) 17:1-2: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죄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사람 에게는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죄짓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삼하 (II Sam) 11: 1-17; 12: 1-15 - 다윗왕의 성 폭행의 이야기 (King David's misconduct)
시 (Ps) 51: 1-17 - 다윗의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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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의 (DEFINITIONS)


여러종류의 행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 하에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강의는 미국의 십여학자들의 논리와 경험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미국교회와 미국사회에서 성추행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이 소개되겠습니다.



한국도 점점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의 가부장제 /유교윤리 문화권에서는 별 것 아니게 취급되던 것이,
현대의 민주주의의 인권 차원에서, 그리고 기독교 윤리차원에서는 "성희롱" 이 되고
"성폭력"이 됩니다.

 성폭력에 대한 "정의" 를 공부하고 나면 미국사회건, 한국사회건 교회들이 성문제를
시각으로 보고 다루어야 할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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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독교 신앙 차원에서 "성 (Sexuality)" 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과 성을 선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서로간의 정을(intimacy) 그리워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적인 관계는 깊은 정과 사랑의 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우리자신과 남과 하나님을 더 완전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성과 성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성(sexuality)은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면서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으로 부터 남용되고 착취되지 않도록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참하게도 성 혹은 성적인 접촉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을 남용할 때 그는 상대방의 가장 본질적인 영역을 말살해버리거나
훔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나눈 권력과(shared power), 상호 선택이라는 상황에서(mutual choice)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선택해야합니다.



남의선택을 존중하고, 우리들의 정과 성적인 나눔의 충족을 올바르게 추구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B. 목회자 (Minister) 는 누구입니까? 정의를 내려보실까요?




소명 (call) (천직) 받은 목사들.
가르치는 자요, 지도자요, 인도자요, 위로하는 자.
진실과 가치관을 대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대리인들.
목회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
목회자는 그가 섬기는 교인에게 책임을 지는 사람들.
목회자가 가진 힘과 권위는 섬김을 받는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야합니다.
특수한 지식과 이해와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목회자는 사회의 다른 종류의 지도자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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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목회/목양 (Ministry) 이란 무엇입니까?


목양은 목회자와의 관계의 온전(integrity)을 유지하고, 교인, 피상담자 (client),
고용인,학생, 직원등의 상처받기 쉬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D. 목양관계 (Ministerial Relationship)란 어떤 것입니까?


목회자는 교인에게 신용(fiduciary)과 책임 관계를 가집니다.



이 "책임" 관계는 또한 정의실현과 윤리 모델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4



신용(Fiduciary) 이란 용어는 은행산업에서 빌려온 말이랍니다.



이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탁 맡았다 (held in trust for another)" 는 뜻입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의 필요/요구 (Needs)를 성스러운 위탁으로 책임진 사람들입니다.



즉 목회자는 교인들의 필요/목양을 책임진 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인간에 성적행동이 일어날 때, 그 위탁 맡은 책임이 파괴/배신되고,
전 교인(congregation)을 위해 맡아둔 위탁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교인간의 성적인 행동을 이렇게 정의할 때 신용의 의무 (fiduciary duty)를 진
사람이 목양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지켜야할 책임(responsibility) 도
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유혹했으며 (pursued), 어떻게 (how), 누가 성관계가를 시작했고,
(initiated) 계속했는가 (continued) 는 부적절한 (irrelevant)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역할이 (pastoral role) 성 경계선(boundary)을 지켜야할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5

5

Patricia L. Liberty. Power and Abuse: Establishing the Context. . Beth Ann Gaede, ed., When a Congregation is Betrayed (Alban Institute, 2006), 25.
Patricia L. Liberty. Power and Abus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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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목양관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

목회자로부터 지도 (guide)를 추구하는 교인들.

*

목회자의 시중을 드는 제단 봉사자들 (altar server).

*

목회자의 관리 하에 있는 교회의 고용인들.

*

청소년 지도자와 관계에 있는 자원봉사 하는 부모들.

*

성경학교 교사와의 관계에 있는 어린아이들.

*

선임목사 (senior pastor) 의 관리 하에 있는 견습 학생들 .

*

목회자와의 관계에 있는 교회의 비서들.

*

목회자와의 관계에 있는 종교교육 자원 봉사자들의 간사 (coordinator).

*

교회에서 집사와의 관계에 있는 아동들.

이들이 모두 목양관계의 대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이들과의 목양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행을 말하고 있는것입니다.

F. 목회자와 교인간에 힘의 불균형 (Power imbalance)?


목회자의 추행, 특히 성추행을 이해함에 있어서 "권력과 남용 모델" 은
피해자와 회중(congregations)의 회복 (recovery)의 기초 (cornerstone) 가 됩니다. 6



권력남용 모델은 직책상 목회자는 교인보다 더 큰 힘을 가졌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성추행은 그 힘의 남용이라는 정의가 성립됩니다.



이렇게 목회자의 힘(Power) 과 권위(Authority) 와, 경계선을 지켜야할 책임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고 나면 [문제의] 초점은 [인간] 관계의 성적인 (sexual aspect) 관점으로 부터
목양상황 (Patoral context)으로 바꿔지고 (shift),
[문제이해의] 함축성이 더 넓어지고, 성인 피해자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됩다. 7

6
7

Patricia L. Liberty. Power and Abuse, 25.
Patricia L. Liberty. Power and Abus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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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에서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목회의 모형을 살펴보십시다
위에서 지배하는 권력 (Power over)
*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
* 목사의 특권을 보존하려고 한다.
* 힘(세력)은 위계제도(Hierarchy)

남과 나누는 권력 (Power with)
* 지도력을 서로와 나눈다
* 다치기 쉬운 약자를 보호한다.
* 힘(세력)은 공동체로부터 기원한다

로부터 기원한다
* 위계제도나 /조직이 최종책임을 진다

* 공동체가 최종 책임을 진다.

한인교회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위에서 지배하는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모델이라고 보아도
좋겠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에 있어서 힘과 권위
(POWER AND AUTHORITY IN THE MINISTERIAL ROLE).

권력과 권위의 근원
 권력과 권위는 상대적(relational) 개념인 동시에 상황적(contextual) 개념입니다.


"누가 권력을 가졌고 피해자되기 쉬운 사람이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권력을 가지게 되고,
피해자가 되기 쉬운 입장에 있게 되다는 말입니다.



권력(power)은 한사람의 자원을 다른 사람의 자원과 비교할 때 측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원을 더 많이 지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권력을 더
가진 자가 되고, 다른 사람보다 자원을 더 적게 지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 될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입장에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목회자로서 우리는 우리 교인들, 피상담자, 학생, 고용인, 직원과의 관계에서 그들보다
더 권력을 가지게됩다.



그리고 그들은 목회자들과의 관계에서 피해자 되기 쉬운 입장에 있게 됩니다.



분명하게 혹은 암암리에 존재하는 (obvious and subtle) 권력과, 피해자가 될 가능성
혹은 약점의 근원을 인식하는 일이 언제나 가능해 질 수 있는 권력의 남용을 막는 길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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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과 약점 (Power and Vulnerability)
권력(Power)의 근원

약점 (Vulnerability)의 근원

역할 (Role)

전문가로서의 목사의 역할

교인이나 피 상담자로서의 역할

연령 (Age)

어른(단순히 연장자

청소년/소녀,노인(단순이 젊은이/연하인)

성별 (Gender)

남자

여자

성적인 방향 (Sexual orientation)

이성애 (Heterosexual)

동성애의 여성, 남성 (Gay Lesbian)

인종 (Race)

백인

육체적 자원 (Physical Resource)

능력, 큰체구, 근력

유색인종(아세아/태평양인,흑인, 원주민,
히스패닉
장애자, 작은 체구, 육체적 허약

경제적 자원 (Ecoomic Resource)

부, 노동기술, 이력

가난, 노동기술 부족, 이력부족

지적 자원 (Intellectual Resource)

정보와지식,정보로의 접근능력 정보와 지식 부족, 정보로의 접근능력 보족

정신적 자원 (Psychological Resource)

인생경험의 폭, 안정된 생활

인생경험 부족, 생활능력 부족, 생활수단 부족

사회적 자원 (Social Resource)

후원, 공동체, 교제

고립

인생 환경 (Life Circumstances)

안전/보장, 안녕/복지

결핍, 위기



약점이란(vulnerability) 상처받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한다.



폭력(abuse)이란 상황에서, 약점 (vulnerable)은 폭력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있는
사람(피해자)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위험에 있는 사람을(가해자) 말함이 아니다.

목양 관계에서의 성폭력이 근친상간과 유사한 점
유사점

근친상간 성 폭력

목회자와의 관계에서의 성폭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난다

가족/가정 안에서 일어난다.

교회나 성당 공동체에서 일어난다.

권위 있는 자에 의해 범해 진다

대개 나이 많은 남자 친척

목사나 다른 목회자에 의해.

피해자는 상하기 쉬운 사람이다.

어른께 의존하는 어린이

다양한 요소들. 사람들

가해자가 ... 때문에 의심받지 않는다.

가정에서의 역할과 입장 때문.

직책과 교회의 존경을 받아. 의심받지 않아

피해자가 말하는 사실을 안 믿어.

가해자의 위치 와 입장

가해자의 명성, 권위, 지위때문에

가해자는 발뺌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유혹하는 어린애" 비난.

아이/어른이 목사를 유혹했다 비난.

압력을 가해 피해자를 침묵시켜.

위협하고, 아무도 믿지 않을터.

위협하고, 아무도 믿지 않을 터.

가해자가 책임을 느끼고 침묵하게.

가정의 안정, 체면보존 위해 침묵

교회의 안정. 사회에서 교회 체면지키기 위해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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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성추행 (Sexual Abuse)의 정의를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목양 관계의 지도자이거나 목회 상담자(목사, 종교인, 평교인)가
교인, 피상담자, 고용인, 학생, 직원(어른, 청소년/ 소년, 혹은 아동)등 목양 관계/전문직
관계에 있는 사람과 성적 접촉이나 성적 행동을 했을 때 이는 목사의 성추행/ 폭력이 된다
(clergy sexual misconduct). 이런 추행은 목양 관계의 위반이 된다.
이때 종교적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기 쉬운 약한자를 보호하는 대신
그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도모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추행은 목사와 교인
개인간의 문제나,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목양관계 위반이다. 교인들을 목양하겠다는
하나님과 교회와의 약속의 위반이다.

H. 성희롱 (Sexual Harassment) 의 정의를 읽어보실까요?
성적인 희롱은 어느 한사람이 노골적으로나 혹은 암암리에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때 그를 벌하는 데에 자신의 권위나 권력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혹은 구두로나 육체적인, 성적인 성격의 행동을 통해서 위협하고,
적대시하고, 불쾌한 직장 환경을 조성함을 의미한다. 성적인 요구에 대한 순종이
노골적으로나 암암리에 어느 개인의 고용 계약이나 조건을 작정할 때, 성적인 요구에 대한
순종 혹은 불순종이 고용 결정의 근거가 될 때, 성적인 요구가 고용인의 작업수행에 부당하게
지장을 주고 위협하고, 적대시하고, 불쾌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을 가졌거나 그런
효과를 낼 때 이는 성적 희롱이된다. 성적인 희롱은 상사와 고용인 사이에 그리고 동료 간에도
일어날 수있다. 그리고 "직장환경"이란 임금을 받거나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에게까지
동등하게 적용됨을 유의하라.
(U.S. Federal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definition- 미국 연방 평등교용기회 위원회의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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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목양 관계에 있어서 성적인 접촉은 다음의 경우가 아닙니다
*

단순히 바람난 사건 (affair) 이 아니다.

*

연애 사건 ( fall in love) 이 아니다.

*

순간적인 판단의 실수가 아니다.

*

시험에 진 사건이 아니다.

*

배우자의 단점이나 애정 부족의 결과가 아니다.

*

독신주의의 배신이 아니다.

*

간음사건이 아니다.

*

여자의 간계에 넘어간 사건이 아니다.

*

중년기의 위기 (mid-life crisis) 가 아니다.

*

잠시 목회자 관계를 떠나 교인하고 쉬고 있는 것이 아니다.

*

자신의 성적 욕구의 불만을 해소함이 아니다.

*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

교인을 치료함이 아니다.

*

성 중독 (병) 이 아니다.

*

무분별한 행위가 아니다.



위에 나령한 것들은 가해자가 흔히 제시하는 핑계, 정당화, 책임회피를 위한,
그리고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의 진술나다.
전문인으로서의 목회자와의 관계와 그의 책임을 회피하고 무시하는 진술입니다.

목회자가 교인과 성관계를 가짐은 성 추행이 되고,
이 성추행은 목회자로서의 중대한 목양 역할의 위반이고,
목양관계 위반이고, 교인들을 목양하겠다는 하나님과 교회와의 약속의 위반이
된다는 것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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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성적인 죄와 간음 의 정의 Sexual Sin and Adultery 를 보실까요


흔히 사람들은 목회자의 성추행을 "성적인 죄" 나 "간음"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성추행을 거룩한 직무의 배신, 전 교회에 고통을 안겨준 사건으로 보지않고
흔히 두 개인의 행동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목회자의 성추행은 힘(power) 의 남용을 성적인 행위로 사용한 것인데
두사람 사이의 성적 행위로만 취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Patricia L. Liberty 는 다음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내가 Frying pan 으로 그대의 머리를 쳤다면 나는 요리죄를 범한 것인가?"
이와같이 목회자와 교인과의 성적인 관계는 "성적인 죄" 가 아니고 목회자의 권위와
목회자의 직무의 남용이 성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간음"은 교회에 입힌 상처를 말함에 있어서 너무 좁은 의미의 신학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성추행을 이해하는데에 정확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간음" 은 계약관계 밖에서, 즉 결혼관계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행위입니다.



물론 성추행도 결혼계약의 위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목회자의 성추행과 간음을 다 똑 같은 간음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관계의 계약위반을
의미하는 것이지 직무의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사람의 간음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의 문제임을 확실히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간음신학으로 취급하는데에 둘째로 문제되는 점은
1) 목회자와 교인간에 존재하는 권력의 불균형을 명명(name) 하지 못하고,
2) 행실에 대한 책임을 양 측에다 똑같이 지우는 결과가 됩니다.
3) 목회자의 성 추행에서 관계의 계약이 깨진 것은 사실이나
4) "간음"은 추행의 결과이지 추행을 이해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석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8 고 하겠습니다.



8

그래서 목회자의 성추행은 "간음"으로만 해석할 수가 없고, 그 보다 더 큰 하나님과
교회와 교인과의 계약위반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야한다는 말입니다.

Patricia L. Liberty, Theological Reflection: Naming the Problem. Beth Ann Gaede, ed., When a Congregation is Betrayed (Alban
Institute, 20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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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죄 (Sin)


죄는 교회 회중을 위해 더 도움이 되는 신학적인 개념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이며, 누구의 죄인가를 반성해 보는일은



그것이 피해자자와, 그리고 교인들의 괴로움과, 혼동과, 비난과 분노를 [엉뚱한 사람에게로]
돌리고 (displace) 있는 교회가 냉철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empower) 일이됩니다.



교회회중은 흔히 자기들의 분노를 잘못 겨냥합니다.



만일 추행이 성적인 것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목사를 "유혹했다" 고 주장하며 ,
피해자에게 비난을 퍼붓게 됩니다.



피해자도 자신이 왜 좀더 현명하지 못했나, 강하지 못했나, 순수하지 못했나 하면서
자신의 행동과 욕망을 비난하며 죄의식으로 자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권력의 남용과 신뢰의 배신으로 지목함으로서
회중은 정확하게 성폭력을 목회자의 추행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죄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분노와 비난을 남에게 잘못 전위하는 행동을 저지합니다.



여기서 죄는 권위와 직무의 책임을 남용하고, 회중의 신임을 배신하고,
자기를 찾아온 상처받기 쉬운 교인의 약점을 범하고,
성경말씀과 기도를 피해자를 조종하는데에다 오용한 목사의 죄가 됩니다. 9



그러므로 죄를 분명히 정의해야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단을 제대로 못하면 병을 제대로 고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9

Patricia L. Liberty, Theological Reflection,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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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목회자의 성추행은 악행 (Evil)입니까?



추행의 성격이 무엇이던지 간에 여기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악행 (Evil) 은



목사의 직무를 저버리고(shattering), 공동체의 선교와 목양에서 탈선하고



목사의 배신행위의 결과로 인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심오한 손상을 입혔고.



회중으로 부터 목회자의 추행을 숨기기 위해 거짓 (lying), 허위 (deceit), 속임수를 쓴
것이되겠습니다. 이 것들은 악행이라는 말이됩니다.



사람, 보배같이 여기는 종교적인 전통, 성경, 성찬, 기도 모두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조정됩니다



성적추행을 당한 성인 피해자들이 가해자 목사로 부터 자주 들은 말이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누구를 필요한지를 아시고 당신을 보내셨다."
"당신은 나의 기도의 응답이다." 였다고 라고 한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함이 악행의 가장 심호한 측면입니다.



피해자에게 가한 영적 손상이 너무 깊습니다.



피해자는 공동체로 부터 고립되고, 목사의 책임(accountability)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와 악행을 분명하게 지명(naming) 함이 피해자와 회중 모두를 치유하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함은 [피해자가 입은] 깊은 영적인 손상을 확인시켜주고,



가해자 목사가 말하고 행동한 것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구분하는데에 기초
(foundation)를 놓아주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10

10

Patricia L. Liberty, Theological Reflection,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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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Marie Fortune 박사의 윤리적 분석(Ethitical Analysis)
"성폭력에 의해서나, 다른 착취에 의해서 일어난 목회자의 추행은 분명히 목회 윤리 표준의 근본적인
위반이다" 11

윤리적 분석 요소 1:


목회자가 교인과, 피상담자, 고용인, 학생, 직원과 성적인 접촉이나 성적인 행동을 했을 때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 위반이다 (Violation of role).



성적인 접촉이나 성적인 행동은 목회자의 역할의 일부가 아니다.



전문인/목양 관계에서는 부당한 행동이다.

윤리적 분석 요소 2:


목회자의 권위와 권력의 남용이다 (Misuse of authority/power)



목회자의 역할은 도움을 받고자 목회자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의 힘과 원위를 사용 할
책임을 진다. 목회자가 고의적으로나 아니거나 간에 그의 권위를 교인이나 직원과의 성적 접촉을 시도,
추구하는데 사용하면 그의 권력은 쉽게 남용된다. 교인이나 직원 쪽에서 먼저 목회자 하고의 관계를 성적인
것으로 시도했다 할지라도 목회관계에 있어서 경계선을 지켜할 책임은 목회자 에게 있다.

윤리적 분석 요소 3:


목회자가 약한 점(vulnerability)을 이용함이다.



다른 사람에게 약하다(vulnerable) 함은 권력과 자원을 그 보다 적게 가진 결과이다. 교인이나 직원은
목사에게 약자이다(vulnerable). 그들은 목사보다 적은 권력과 자원을 가진 셈이다.
목회회자가 교인이나 직원에게 성적으로 접촉하므로 그들의 약점을 이용한다면 그 목회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접대예법 전통으로부터 온 명령 즉 약자를 해 받지 않게 보호하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윤리적 분석 요소 4:


의미 있는 동의 결여이다(Absence of Meaningful Consent)







의미있는 동등(meaningful equality)에는 강요나 암암리에 강해지는 강제성이 없어야 한다.
두 사람 사이에 각자의 역할에서 기인하는 권력의 불균형이 있다면 거기엔 진정한 동등이 없는 것이다.
목회자와 그가 섬기거나 관리하는 사람 사이에는 권력의 불균형이 있는 것이다.
섬기고 관리하는 두 사람 관계에도 불 평등이 있다 (between two persons who serves or supervises).
동의하는 어른"이라고 자처하는 두 사람 관계에도, 역할의 차이가 (다른 조건들과 함께) 의미 깊은 동의의
가능성을 방해 할 수 있다.



의미 있는 동의는 다음의 것들을 요구한다.




자원의 동등 (Equality of resources).
강제성 결여 (직접 간접의).



선택함에 있어서 강제성 결여(Coercion).




거부(NO) 할 수 있는 능력 (자신감 혹은 성숙)
거부(NO) 할 수 있는 자유 (거부해서 벌 받고, 거절당하고, 수치 당하지 않는)



힘(권력) 의 차이가 날 때 거기엔 의미 있는 동의가 있을 수 없다.



선택함에 있어 잠재적인 강제성(Potential constraints) 있고



잠재적인 강요( Potential coercion)가 있을 때 의미있는 동의가 있을 수 없다.

11

Deborah Pope-Lance. Justicde-Making, Ethics: Defining Expectations. Beth Ann Gaede, ed., When a Congregation is Betrayed
(Alban Institute, 20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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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계선 (BOUNDARIES)
A. 목양관계에 있어서 경계선 (Boundary)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고속도로에서 서로 죽거나, 죽이지 않고 안전하게 차를 몰고 다닐 수 있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경계선을 잘 지키기 때문이다.

 모든 운전사들은 그어진 경계선을 인식하고, 그 선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운전사들은 그어진 경계선의 규칙들을 알아야한다.
 모든 운전사들은 그 규칙들을 지킬 각오, 의도가 있어야한다.
 규칙을 어기고 경계선을 넘을 때 다른 차와 충돌하여 서로를 상하게 하고 죽기까지 할 수
결과를 인식해야한다.
 목양관계에 있어서 경계선을 지키는 일도 이와 같다.

성적인 접촉에 있어서 세가지 종류의 사람

있는

23

B. 접촉의 종류 (Different Touches)
좋은, 나쁜, 혼동 케 하는 접촉 (Good, bad, confusing touch)
좋은 접촉

옆 사람의 어깨를 살짝 만져보라. 기분이 어떠한가?



접촉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확인을(feel affirmed) 느끼게 하는 접촉.



받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게 하는 접촉.



좋은 접촉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따뜻하고, 염려해주고, 도와주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접촉.

나쁜 접촉 : 옆사람의 목 뒤에나 허벅지에 손을 대 보라


접촉을 받는 사람이 불쾌하게 느끼게 하고, 고통을 가하거나, 받는 사람의 감정을 무시는 접촉.



나쁜 접촉은 받는 사람이 조종, 강요, 학대, 겁을 느끼게 한다.

혼동시키는 접촉


접촉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 불편, 혼동, 불 확신을 느끼게 하는 접촉.



접촉을 받는 사람이 그 접촉 자체와 접촉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혼란스럽고
문제를 느끼게 하는 접촉.



어떤 경우일까요?

무엇이/누가 접촉의 성격을 정하는가?


접촉이 좋거나, 나쁘거나 혼동시키는 접촉 이건 간에 접촉을 가하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접촉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 접촉을 느끼고 체험하느냐에 따라 접촉의 성격이 결정된다.



접촉이 후원, 애정 등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지라도 받는 사람이 그 접촉을 어떻게
인식했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접촉을 한사람은 상황을 결정하고 지배 할 수 없다.



접촉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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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접촉하는 의도가 좋은, 나쁜, 혼동시키는 접촉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 요소가 되지 못하는가?


인간은 성적인 동물이라 성을 원하고 말로나 말없이 행동으로 성을 표현한다.



성적인 행동이 좋으냐, 나쁘냐, 윤리적인가, 비 윤리 적인가, 적당하냐, 부적당하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달렸다: 즉 권력 (power)의 균형에 달렸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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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젹인 행동 (Sexualized behavior)
말로 하는 성적인행동(Verbal)



문란한 농담, 성적인 유머.
개인생활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노출시키거나 질문.



온탕, 마사지, 나체로 수영하는 바다 체험 (nude beach) 등 나체를 수반하는 체험을
나누자고 사람을 초대.





성적인 암시(sexual innuendo).
놀리는 일.
어느 누구의 배우자의 성적인 불충분함 (inadequacy)에 대해 동정을 말함.



자신의 성적인 부족(inadequacy)과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직접, 간접으로)
요청.



몸의 치수, 몸집, 옷, 풍채에 대해 암시적인 표현.



성적인 착취/체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말 없이 하는(육체적으로) 성적인 행동 (non-verbal)
1. 사람을 구석에 몰아넣고 그에게 기대는 행동.
2. 껴안는 것이 습관인 경우, 너무 오랫동안 껴안거나 ,
껴안는 동안 상대방의 몸을 누르는 행동.
3.
4.
5.
6.
7.

뺨에다 키스하는 것이 상예인 경우 입술에다 키스하는 행동.
인사 카드 안에다 콘돔 (condom)을 넣어 보내는 행동.
누구하고 호색적인 춤을 추는 행동.
누구에게 속옷을 선물.
귀여워 해주고 어루만지는 행동.

8. 장기간 쳐다보거나 주의를 끄는 눈 맞춤.
9. 간지르고 장난끼찬 공격 (aggression-레스링 등).
10. 우연인 것처럼 하면서 젖가슴, 성기, 엉덩이, 넓적다리 등 상대방 몸의 성적 부분을
스치거나 부딪히는 행동. 이런 행동들은 어떤 문화권에서는 성적인 행동이고 다른
곳에서는 아닐 수 도.
11.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를 성적인 행동으로 간주.
워싱턴주 주지사의 경우.
여직원의 목덜미에 손을 얹어 고소를 당해 주지사의 자리를 내 놓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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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전문인과 개인과의 관계 (Professoinal/Personal Relationship)
 전문적인 관계에서는 교인, 피상담자의 요구 (Need) 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가의 도움과 봉사를 필요로 함.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개입된 사람 개인들 서로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목적이다.

E. 이중관계 (DUAL RELATIONSHIP)

전문적인 관계의 특징

개인적인 관계의 특징

누가 누구를 섬기는가?

전문인이 교인이나 피상담자 섬김.

상호 협조를 필요로 한다.

누구의 욕구가 우선인가?

교인이나 피상담자 의 결핍 충족 우선.

모두가 결핍을 표현하고, 협상.

누가 권력을 장악?

불균등한 권력

동등하고 상호 나누는 권력, 권위

경계선이 있는가?

경계선이 확실히 그어져 있다.

경계선의 변경이 가능하다.

경계선 지킴은 누구의 책임?

전문인이 경계선을 지킬 우선의 책임

상호 책임.

얼마나 정서적 거리를 필요로?

정서적 거리를 필요로 한다.

가까운 정서적 거리, 성적개입 가능.

자신에 한한 노출이 적절한가?

정보나, 예를 들기 위한 목적으로 만.

친밀감 증가/개인결핍충족을 위함.

신용(fiduciary)책임 있는가?

교인의 유익을 위해 전문인은 신용책임을 진다.

신용책임 안 진다.

이중 관계(dual relatioship)는 위험하다


이중관계는 어느 한사람이 같은 사람과 두 가지의 역할을 성취하려고 시도할 때 일어나는
관계이다. 예를 들면, 같은 사람과 전문인으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관계를 가질 때.




전문인으로서의 관계에서의 성적 행동, 혹은 전문인 관계를 성적화 할때 이중관계가 이루어진다.
소위, 전문인과 교인 즉 피 상담자와의 관계에 있으면서, 애인 관계도 갖는 이중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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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관계의 예


영어교수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하고 애인 관계를 가질 때.



박사과정의 학생과 그의 지도교수가 "술친구" 가될 때.



정신과 의사가 가까운 친구를 치료할 때.



의사가 자기 가족을 치료할 때.



의학 실험가 가 그의 직원 중의 한사람을 연구 과제의 재료로 사용할 때.



자기 자식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교의 학생이고 교장과 자신과의 관계.



목회자가 자기교회 교인중의 한 사람이나 피상담자에게서 경제적 자문을 구할 때
그리고 그는 주식 중개인일 때.



목회자가 교인중의 한사람과 데이트 할 때.



목회자가 자기교회 가족들 중의 하나와 가족 친구가 될 때.



목회자가 자기 가족에게 목회자 역할을 할 때.



목회자가 교인, 피상담자, 종업원, 학생이나 직원과 이중관계를 맺으려고 시도 할때
목회 관계는 위험에 빠진다.



시도한 이중 관계가 성적 행동을 포함할 때 교인이나 피상담자는 몇 가지 수준에서 신뢰의
배신을 체험한다. 교인이나 피상담자가 영적인 위로를 얻으 려고 의지했던 관계가 파괴되고
상실될 때 흔히 영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또 어떤 때는 육체적 고통까지도 초래한다.
 어떤 미국교회에서 목회자가 교인중에 비율빈에서 이민온 소녀를 도와준다며 관계.
 남편이 술 중독자로 앓고 있어 괴롭고 외로운 자기 교회 비서하고 관계.
 자기 교회에서 학생목사로 훈련을 받는 신학생, 그가 부목사가 된다음에도 관계.
 이는 상습적인 범죄행위.
 연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을 이용,
 자기의 성적 욕구를 채웠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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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UNDERSTANDING ABUSERS and VICTIMS)

A. 가해자 (Abuser)는 어떤 사람일까요?
가해자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째 형은 경계선에서 방황하고 (Wanderer) 경계선에서 헤매는 사람입니다.
1. 껴안는 인사 다음에 여성교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사람.
2. 하지만 여교인을 성추행 할 계획 같은 것 세우지 않습니다.
3.
4.
5.
6.

피해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자와 똑같이 행동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방황하 다가 성추행으로 빠져들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사람은 치료가능성이 양호하다고 봅니다.

둘째 형은 범죄자들 (Predators) 입니다.
1. 성추행을 의도적으로 계획하는 사람들입니다.
2. 범죄자는 성추행을 할 상대를 찾아 선택합니다.
3. 성추행 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만듭니다.
4. 상처 입기 쉬운 약한 여교인을 찾아 유인합니다.
5. 강박충동(compulsively seek out victims) 적으로 성추행 상대를 찾습니다.
6. 어린이들을 성추행하는 자는범죄자들 에 속합니다.
7. Sociopathic (정신장애자)는 성추행이 발각되었을 때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이들은 치료 가능성이 빈약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계선을 헤매는 사람이나 성 범죄자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희생자될 가능성 있는 약자들을 찾는점(May seek out vulnerable people)입니다.
희생자될 가능성 있는 약자들을 매혹합니다. (Attract vulnerable people)
숨기고, 솔직하지 않고, 비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Secretive)







남을 교묘히 조종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Manipulative)
경시하고, 부인하고, 합리화하고, 남을 비난, 나무라는 경향의 사람들입니다.
일벌레,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술과 마약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관리부족하고, 고립되고, 결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 많은 사람들입니다,
욕구불만하고, 중요한 개인 관계 부족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폭력을 할 가능성을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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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게 능력이 있거나 모자라는 Overfunctioning and Underfunctioning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일을 혼자 다 해 버릴 때 교인들의 기능은 점점 마비될 것입니다.



교인들은 자신의 영성생활과 선교와 교회의 건강을 위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때
교인들의 신앙은 시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Disciples of Christ 의 목사인 Frank A. Thomsas 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과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Overfunctioning) 목사는 시간이 가면 갈 수록
교인들이 자신에게 너무 의존하고, 목회의 양과 무계가 너무 무거워서
화나고, 상처입고 비참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무능력한 쪽도 자신들이 너무 남에게 의존하므로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못하고 동등하게 참여못함에 대해 화나고, 상처입고, 비참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자나, 무능력한 편 모두가 함께 피해를 입게된다는
것입니다.



과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는 남의 일을 과하게 다 하다보니 기도하고, 성경읽고,
안식일에쉬고, 놀고, 운동등을 통해 오는 성령님의 활동과 생명을 주는 다른 활동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가족제도의 전문가인 Edwin Frieman 는 말합니다.


과다한 능력발휘의 가장 포착하기 어려우면서도 근본적인 결과는 영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즉 그것이 과다능력자의 영성의 질을 파괴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중심의 교회는 이런길로 접어들어, 쉽게 목회자와 그의 가족과 교회에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대개 경계선을 범하는 목사는 과다능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을 즐겁게 하려고 애쓰고, 남의 문제를 자기 문제인 것처럼 도맡아 안습니다.



이렇게 과다능력자는 (Overfunctioning one) 지쳐버리거나 (Burn out)
행동으로 발산 (Act out)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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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양에서 성추행 가해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에 대해 Marie Fortune 은 말합니다.


상대방을 제지하고 지배한다. 자아 인식(Self-awareness) 부족하다.



경계선(Boundary)문제데 대한 인식이 부족 하던가 없던가 이다.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손상에 대한 인식이 없다.



판단력이 빈약하다. 강박관념 제지 능력이 부족하다(Poor impulse control)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이해 부족하다.



흔히 대중을 끄는 힘이 있고(Charismatic), 민감하고, 재주 있고, 감화력이 있고, 목회에
효과적인 사람이다,



자신의 권력(힘-Power)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



자신의 성욕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



성(Sex)과 애정(Affection)관계를 혼동한다.



관리부족, 고립, 비밀이 많고, 결과에 대한 인식 부족,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과의 접촉이
가능하고, 기회 많아. 경계선을 범하고 = 성폭행 할 위험 높다는 것입니다.



성 폭행자들의 특징: 일벌레, 스트레스, 술, 마약, 욕구불만, 중요한 개인 관계부족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 정서적으로 분열되어 있기도 하고, 전적으로
부인거나,

 자신들의 추행이 자기가 응당 받아야 하는 대우라고 정당회하기도 하는데 이는 몹씨
심호하게 파괴된 정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남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모릅니다.
 이들의 행동의 밑바닥을 이해하고 고치려면
필요로한다고 합니다. 12

12

좋은 정신과 진단과 일생동안의 치료를

Nancy Myer Hopkins. Remembering the Victim. Beth Ann Gaede, ed., When a Congregation is Betrayed (Alban Institute, 2006),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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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어른 피해자 (Adult Victim)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목회자 추행의 피해자/생존자는 다양하다:



모든 경제적인 계급과 다양한 종교적 배경에서 온다.



절은이, 젊지않은이, 기혼자, 미혼자, 동성연애자, 이성연애자, 가정주부, 회사중역, 목사,
교육가, 의료계 전문인, 노동자등 다양한 사람들일 수 있다.



그들은 신교, 구교인, 유태인, 불신자일 수도 있다.



생존자들은 커다란 육체적, 정서적, 심리적, 영적,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안지만
그들은 또한 매우 강하고, 충실하고, committed, 통찰력있는 사람들이도 하다.



목회자 성추행의 피해자들은 "피해자"라는 이름외의 다른 신원은 (identity) 모두 잃은
사람들이지만 그 많은 아픔과 괴로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자식을 키우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자신들의 전문직이나 직장에서 일을 한다.



저의 친구중에 성폭행의 생존자로 여목사로 사역을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다양한 배경에서 오지만 한가지 공통점은 목양관계에서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목회자를 만났다는 점이다.



이들은 모두가 자신들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교회와 종교기관이 가해자들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줄 것과, 목회자의 잘못을 피해자에 덮어씨워 비난하는
태도를 멈출 것을 요청한다.



각자의 치유과정은 그들의 손금만큼이나 독특하고,



자신들의 아픔에 대한 표현과 그들의 치유여정 역시 매우 다르다. 13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나 어느 환경에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무엇이 사람을 피해자가 되기 쉽게 하는가?



상처받기 쉬운( vulnerability) 상태가 사람을 희생자가 되기 쉽게 하고 강요당하고,
조종 받기 쉽게 만든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관심을 열망(Crave) 한다.




특히 여성들은 자기들이 누구인가, 자기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진가를 인정받고싶고,
친절과 사랑을 받고싶고, 남을 돌보고 싶어하는 요구가 있다.

13

Patricia L. Liberty. Victims/Survivors: The Healing Journey. Beth Ann Gaede, ed., When a Congregation is Betrayed (Alban Institute,
2006),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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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환경에서 이런 것들에 걸리게하는 낙시는 (Hooks) 유급직원자리, 아름다운 사무실
환경을 제공하거나, 사사로히 점심을 사 주거나, 여성을 전문직으로
발전시켜준다는
약속, 교인의 사생활 (비밀) 에 대한 "상의" 와 목양을 원하는 교인측의 탄원등이다.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체험을 못한 여성들이 유혹에 약하다. 14

다음의 약점 때문에 (vulnerability) 피해자가 되기 쉽다.


남자보다 힘( 권력) 부족, 여성, 자원부족, 정서적 결핍 (배우자를 잃고 상담 받는 입장)



목회자에 대한 기대와 감정:

 목회자를 신임하고 존경받을 만한 권위자로 인정,
 목회자들을그들의 지위 때문에 안전한 상대로 신임한다.
 목회자의 민감하고, 걱정해주는 태도와 혹은 그들의 권위에 매력을 느낀다,
1) 사람의 약점 (Vulnerabiltity) 을 만들어내는 (Contribute) 고정 변수(Variables)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목회자와 교인간의 힘의 불균형을 만든다.


인종 (Race), 계급, 성별, 나이, 수입, 민족의 (Ethnic background)배경, 성향,
과거에 학대나 소흘한 취급 (Neglect)이나 유기 (Abandon) 등을 당한 경력들이 목회자와
교인간의 불균형을 이루고 성추행을 당하기에 쉬운 자리에 놓이게 한다.



상처입는데 (Vulnerability)한 몫을 하는 환경의 변수들 (Variables) 은 최근의 결혼문제,
가족문제, 관계문제, 가족가운데 중병, 가족이나 애완동물의 최근의 죽음, 최근의 경제적 역전
(Financial reverse), 실직등을 포함한다. 15

2) 우리는 흔히 목회자가 평교인 보다 더 권력을 가졌다고 가정하지만 환경이 그 힘의
균형이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나이를 더 먹고, 더 부유하고, 더 나은 교육을 받은 남자 목사가 자기 지위의
성스러운 힘을 사용해서 젊고, 가난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 교인을 착취 할 수 있는 것이
흔한경우라면 ,



또 다른 경우는 금방 신학을 졸업한, 학비대부금으로 인한 빚에 쫓기는 젊은 여성목사가
더 나이먹은, 부유한 남자 평신도에게 성추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된다.



누구의 책임인가?



관계의 온전성 (integrity of relationship)을 보호하는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

14
15

Nancy Myer Hopkins. Remembering the Victim, 142.
Nancy Myer Hopkins. Remembering the Victim,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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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아동피해자 (Child Victim) 는 누구일까?
아이들, 청소년, 소녀들은 다음의 약점 때문에 피해자 가 되기 쉽습니다.


나이, 몸집 크기, 이해부족, 경험부족.



어른들의 시인(approval) 이 필요해서, 본능적으 로 어른을 신임해서,



감정, 사고, 경험 등에 대해서 어른들의 해석에 의존하고,



관계된 어른들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교회 목사, 선생님),



어른들에게 의존하므로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약점 가지게 됩니다.

추행자의 행동에도 어떤 특징들이 있다.


교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힘을 남용해서 유익을 취하고자 할 때 인간추행자들은
사람의 약점 (Vulnerabilty) 을 목표로 해서 친절을 베푼다.



아이들의 경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행동으로 시작한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관심을 열망(Crave) 한다.



재미나는 곳에 데리고 가 주고, 맛 있는 것을 것을 사 주며, 선물을 주며 특히 어려운
가정환경을 피하게 해주며,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어른에게 쉽게 정을 느끼게한다.



특히 성적인 행동이 서서히 진행된다면, 아이들은 이렇게 자가기 신임하는 어른의 성적인
행동의 진행을 쉽게 견딘다.



지속적이고, 더 심하고, 비열한 형태의 추행을 하려고 위협하 하고, 비열하게
구걸/호소하면서 흔히 "친절"로 시작한 행동이 결국 강요/ 위압적인 성적인
행동에 이르게 된다. 16

16

Nancy Myer Hopkins. Remembering the Victim,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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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목회자의 성추행이 끼치는 영향
A. 어른 피해자와 가족에게 끼치는 영향

















분노합니다.
관계 분열과 상실이 옵니다.
만일 기혼자였으면 자신과 가정도 깨질 우려가 있다.
수치감 - 더러워 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울중, 죄의식,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따릅니다.
교회가 믿어주지 않을까봐 혹은 피해자를 나무랄까봐 공포를 느낍니다.
성적인 혹은 정서적 친밀감을 손상합니다.
계속적인 폭행 관계를 맺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적인 번민과 혼란을 체험할 것입니다.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했던 교회를 상실하게됩니다.
몸, 마음, 정서의 분열을 체험할 것입니다.
본래 문제해결에 도움 못받습니다.
신임의 배신을 경험(violate trust) 을 하게됩니다.
* 믿음을 상실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신임 상실합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죄인 된 기분을 가지게 됩니다.




가해자와 교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배신감 느낄것입니다.
계약 위반 (예: 간음) (violation of covenant)을 체험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과거의 정신문제가 더 악화되어 입원가료와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생긴다.



성학대로 인해 피해자에게 새로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우울증
(처음이고 단한번의 경우이면 그 이후에 정상회복이 가능하다).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가 올 수도 있다.
당장 고통을 잊기 위해 약을 먹다가 후에 다른 문제로 번져갈 수 도 있다. 17



카도릭 교회의 신부이고, 심리학자인 Stephen J. Rossetti 는 말한다:



목회자는 신의 형상 지참인이고, 진실과 현실의 상징적 대표라고 말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힘을 악용(Abuse)할 때 그 악용은 변호사나, 의사나,
치료자등 다른 직종의 전문인이 악용했을 때와는 절대로, 근본적으로 다르다.



목회자가 학대 (Abuse) 할 때는 하나님의 모습이 깨지기 때문이다. 18

17

Patricia L. Liberty. Victims/Survivor, 74.

18

Patricia L. Liberty. Victims/Survivor,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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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의 특징 (Characteristics of Trauma)과 비슷하다.
 목회자의 성추행이나 다른종류의 착취사건의 여파(Aftermath) 는 외상 (Trauma) 의 여파와
비슷하다.
 목회자의 추행을 경험한 개인들의 행동이나 반응은 큰회오리바람 (Tornado), 기차 난파(Train wreck),
폭행, 강간당했을 때와 비슷하다. 19
 우선 추행에 직접피해를 입은사람(들) 그 가족들과 친구들이 겪는 충격이 크다.
 Trauma 는 한 사건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난 수년 후 까지 그 영향이
계속하기도 한다 (Post-traumatic stress discorder).
 그 증상으로는 과민(Irritablity), 분노(Anger), 집중력 저하 (Difficulty of concentrating),
초경게태세 (Hypervigilance), 과장반응 (exaggerated/startled response)등이다.
 이와 함께 우울증(Depression), 불안증(Anxiety), 분노(Anger),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 전환
(Flashbacks), 꿈과 악몽 (Dreams and nightmares), 관계없는 일에 격렬한 반응 (Intense reactions to
apparently unrelated phenomenon), 도피 (avoidance), 분열 (dissociation) 등의 다른 증상들을 동반할
수 도 있다.
 외상의 피해자들은 자살기도하기가 쉽다.
 불면증과 두통도 흔히있는 증상이다. \
 외상이 심한 횡포, 상해, 소름이 끼치는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경우 PTSD 증상이 증가할 수 도 있다.
 외상 생존자들의 일상생활기능이 감소되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저하를 체험할 것이다.
 육신적, 정신적 치료는 일과나 직장일의 책임완수에 지장을 줄 수 도 있고, 결국 실직으로 이어지고,
재산피해까지 볼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정한 마음의 상태 (unstable mood)는 사물을 잘못 판단하게 하고, 더 혼란
스럽게 할 수도 있다.
 자신감 저하와 남을 의심하게 되어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상처를 가져올 수 있다. 20
 성추행 희생자들도 이와 같은 충격을 겪는다는 것이다.

19
20

Deborah Pope-Lance. Trauma Intevention. Beth Ann Gaede, ed., When a Congregation is Betrayed (Alban Institute, 2006), 48.
Deborah Pope-Lance. Trauma Intevention,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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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로 부터 입는 상처
 목회자로 부터 상처입은, 특히 성추행의 희생자들은 영적인 성장이 장려되는 곳인 교회를 찾지않는다.
 그 이유는 교회가 그들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과, 보편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교회의 태도 때문이다.
 교회는 대개 피해자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피해자의 성학대로 부터의 치유에 필요한 본질을 이해하고 도와주기 위해 장기간을 피해자와
함께해주는 교회지도자가 드믈다는 것이다.
 이는 판결과정이 피해자가 아니라 고소당한 목회자의 [재판] 결과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고소가 되어 재판이 종결지을 때 까지 흔히 피해자는 스스로 치유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상례이다. 21
 불행하게도 피해자에게 피해의 책임을 지우는 일은 ( Blaming the victim) 북미주에서는 하나의
상예로 높여지고있다.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이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행동하는 대로 세상은 안전과 성공을 보장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아야한다고 믿는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는한 모든 불행은 불행한 사람이 자신에게 스스로 초래한 것이므로
우리는 그 불행을 초래한 근본요인을 변화시켜야할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믿는다.



예를 들면, 빈곤, 착취, 억압, 성적인 추행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으려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 모두 사용해서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려고 한다.



세속적인 기관들이 (Secular institution) 변화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무료급식소 (soup kitchen), 무료식품실 (food pantries), 성학대 긴급 직통 전화선 (Sexual abuse
hotline) 와 같은 임시 방편책/미봉책이다. 22

21
22

Patricia L. Liberty. Victims/Survivors, 74.
Nancy Myer Hopkins. Remembering the Victim,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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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아동피해자에게 끼치는 영향



자신의 감정을 신임 못하게 되고 그들(감정)로부터 격리 된다
어린이는 성적인 감정을 수치감, 죄의식, 자책감과 연결하게 된다.



흔히 성폭력 경험이 어린아이의 첫 성경험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의 미래의 성경험에 대한 기대가
왜곡된다.



어린이는 성에 대해서와 친밀 관계에 대해 왜곡된 견해를 갖게 된다.



어린아이와 성폭력 가해자와의 관계가 사랑과 미움의 모호한 이중감정으로 발전하게 되어 미래의
친밀 관계를 맺음에 있어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어린아이는 어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자신의 책임으로 알게 된다.

 신임할 수 있고, 보호해주고 사랑하는 분으로 알던 어린아이의 하나님 이해가 자신의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

경험에 의해



만일 어린아이가 교회 안에서 폭력을 경험하면 교회는 아이에게 피난처 대신 위험한 곳이 되어
버린다.



어린아이는 자신을 죄인으로 간주하게 된다.



어린아이일 때 이렇게 성적인 학대를 체험한 사람은 성(Sexuality)과 정 (Intimacy),
신뢰(Trust)와 자기를 돌보는 모든 어른에 대해 일생동안 매우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그들의 반응은 비교적 가볍기도 하고 몹씨 심하기도 한데, 이런 장기적인 반응은 그
23

측량하기 어렵다.

23

Nancy Myer Hopkins. Remembering the Victim, 142.

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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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가해자와 가족에게 끼치는 영향
가해자에게는











소명과 목회를 배신한 것이다.
전문적인 온전성(Professional integrity)을 배신한 것이다.
서약 파괴( 결혼, 독신생활 등)한 것이다.
동역자들, 동료들, 교인들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다.
수치감과 죄의식을 느낀다.
더 노출 될까봐 공포심을 느낄 것이다.
명성과 신뢰 상실을 체험한다.
일자리 (목회), 생계, 가족 상실의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교인들, 교회와의 관계 파괴, 상실한다.
법적인 책임을 지게된다.



성추행을 범한 목회자의 여러가지 상실- 수입, 사택, 건강보험, 은퇴보험, 지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상실은 치명상이다.

가해자의 가족에게는






이사를 해야할 가능성이 크고,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안정 상실한다.
혼동하고 혼란스러워 지고, 분노와 수치감을 느껴 번민 (conflict)에 빠질 수 있다.
교회를 잃게되고, 수입을 잃게되고,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과의 관게 를 잃는다.
불신 (Disbelief), 슬픔 (Grief), 분노 (Anger), 수치감 등을 체험하게 된다.



범법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성적욕구를 만족시켜주지 않았다고 배우자를
원망하는 경우에 감정은 몹씨 복잡해 진다.



흔히 교회도 목사의 추행의 책임을 목사의 배우자에게 씨워 그를 잘 못대하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의 보통 반응은 공포, 혼동, 아픔, 믿을수 없는 심정의 복합이다.



배우자가 잃는 것이 너무 많다.



그리고 가해자 (the accused) 에게서 진실을 듣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배우자는

피해자를 원망하고교단책임자를 원망하게 된다. 교회지도자들이 도움이 되어주는일을 힘들게
만든다. 24

24

Nancy Myer Hopkins. The Wider Community: Toward Recovery for All. Beth Ann Gaede, ed., When a Congregation is Betrayed (Alban Institute, 2006),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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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자녀들과 부모들에게도 성추행은 큰 도전이 된다.


만일 그들과 교회와의 과거의 관계가 서로 협조하고 부양적 (Nurturing)이였다면
그들은 교회로 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관계였다면 그들도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만일 중재자가 훈련된 사람이라면 가족에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회복하는 기간은 매우 길 것이다.
급히 치유되는 방법은 없다.






D

교회에 끼치는 영향







한 Trauma 는 교회로 하여금 여러겹으로 Trauma 를 겪게한다:
개인과 교회는 우선 목회자와의 관계를 잃게 된다.
자신들이 믿을만한 사람으로 목사에게 가졌던 신임을 상실한다.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과의 관계를 잃게되고, 친구를 잃게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상실도 경험을 한다. 25



자기들이 신임하던 목회자의 비윤리적인 행동이 넓게 지역사회가 알게 되었을 때
교회의 충격이 크다.



교회와 교단의 지도층들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며, 개인의 간음사건으로 보고
목회자의 윤리를 범한 사실을 인정안하고, 숨기려고 하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때
교회가 겪는 충격이 크다.





범법자에 대한 지당한 치리함이 없이 서뿔리 용서하고 잊으라고 할 때 --이렇게 처리하면 희생자나 교회가 더 큰 화를 입게되고 치유에 이르지 못한다. 26
목회자의 추행이 알려지지 않고 토론의 대상이 되지않을 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










교회는 공공연한 수치로 경험한다.
피해자가 경험하는 가해자와 교인들이 경험하는 가해자의 차이에서 오는 혼동이 생긴다.
목회자(목회자)에게 배신당한 기분을 체험한다.
목회자에 대한 신뢰 상실을 체험한다.
교인들이 피해자를 나무라고 싶은 시험에 든다.
교인들이 지도자를 평가할 자신을 상실 한다.
교회 분열과 불화를 초래할 수 있다.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다. * 목양을 상실한다.

25
26

Deborah Pope-Lance. Trauma Intevention, 48.
Deborah Pope-Lance. Trauma Intevention,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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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목회/목양에 끼치는 영향


공중(Public) 신뢰 상실한다.



전도의 길 막힌다.



지역사회에서 명성 파괴한다.



동역자들의 불신을 얻게된다.



목회자를 상실한다.



법적인 책임을 진다.



교인들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접촉의 정당성에 대한 혼동이 온다.

41

F. 성추행으 로 상처입은 교회에 부임해 온
후임목사에게 끼치는 영향


목회자의 여러가지 추행으로 상처입은 교회에 부임해 온 후임목사가 겪는 체험과
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후임목사는 부임해 오기전에 전임목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교회중진들이나,
교단 책임자나, 지역 책임자가 미리 말해주어 알고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후임목사가 과거에 이교회에 있었던 추행사건을 모르고 청빙을 받은 후에 알아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후임목사는 와서 우연히 발견하기도 하고, 한참 목회하다가 알아내기도
한답니다.



지역의 동료 목사들이 이야기 해 주어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후임목사는 이전의 신문기사에서 발견하기도 하고,



법정증인으로 불려가면서 알게 되기도 한답니다.



또 어떤 후임목사는 목회하는 중에 교인들과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그 교회의
비 정상적인 문제해결에서 눈치를 채기도 한답니다.



어떤 후임목사는 자신이 부임해 온 교회에 과거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영영 모른체
지나기도 한답니다. 27

 과거의 추행사건을 묻어두고 새로운 후임목사에게 그동안 전임 목사에게 느꼈던 불신과,
분노와, 건전치 못했던 관계를 단체적으로 쏟아붓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새 후임목사가 오자 마자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시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후임목사는 흔히 교회의 옛 상처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면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시각에서 만사를 평가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28

27
28

Deborah Pope-Lance, Introduction. Beth Ann Gaede, ed., When a Congregation is Betrayed (Alban Institute, 2006), XVIII.
Nancy Myer Hopkins. The First Response. Beth Ann Gaede, ed., When a Congregation is Betrayed (Alban Institute, 20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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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목사들은 어떤 공통적인 체험을 하게 될까요?


추행사건을 경헌한 교회들이 오랫동안 감추고 이야기를 안하거나,
시작은 했는데 해결을 못보고 다투고 싸우면서 파괴적으로 끝났거나 할 경우
교회가 입은 상처, 목회자에게 당한 아픔과 분노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존재하는데,
후임목사에게 노골적으로나 , 암암리에 다 퍼붓게 되고,
후임목사를 신임못하게 되니 후임목사가 겪는 고난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29



목회자의 배신을 체험한 교회에 부임해 온 후임목사들은 불신(distrust)과
의심(suspicion)이 교인들의 특징임을 체험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들은 존경과 신임으로 목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doubt) 과 불안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후임목사들은 흔히 교회 중진들이나, 교인들이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못듣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흔히 교인들이 듣는척도 안 할뿐더러 분노의 대상이 된답니다.



교인 리더들이 흔히 후임목사를 조종하고, 억누르고 , 방해하려고 한답니다.



회의를 엉터리로 진행하고, 일처리를 부진하게 해서 일을 그릇치기도 한답니다.



회의 공고와 보고등을 목사에게 제일 마지막으로 해 주고,



교회나 교단 회의에서 목사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반대하고,



전 회의의 결정을 뒤집어 계획적으로 목사를 손상시켜 바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역할과 권위에 대한 혼동이 이러한 교인들의 역할에 혼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임 목사들의 스트레스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30

29

Nancy Myer Hopkins. Congregations: Further Steps in Healing. Beth Ann Gaede, ed., When a Congregation is Betrayed (Alban
Institute, 2006), 71.
30
Deborah Pope-Lance, Introduction, XVIII-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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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목사들은 어떻게 반응 할까요? (How Afterpastors Respond?)


성추행이 있었던 교회에 부임해 온 후임 목사들은 교인들의 반동과 여러가지 불신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일찍 사표를 내거나, 짧은 기간 섬기고 끝나는 것이 보편적이랍니다.



어떤 후임 목사들은 시작하자 마자 심한 비판으로 일찍 떠나기로 약속을 하거나,



전 목사의 추행을 비밀에 붙인 교회는 비밀이 탄로나기전에 후임목사를 떠나보내기도
한답니다.



혹은 후임목사의 시간을 줄여 스스로 떠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전 목회자에게서 배신을 경험한 교회에 부임한 후임목사들중 에는
"목회가 이런 것인줄 몰랐다. 나는 잔인한 대우를 받았고, 패배했고, 전적으로 쓸모없이
되었다" 면서 아예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직종으로 바꾸는 사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추행이 경험된 교회에 부임해 온 스트레스 많이 받은 후임목사들은 여러가지 몸의 병증세를
체험하기도 한답니다:



우울증 (depression), 불안증세 (anxiety), 블면증, 어지로운 꿈, 만성피로, 자주 걸리는 감기,
sinus 문제, 두통, 불가해한 발진, 관절과 신경통, 위장장해, 가슴통증 (chest pain)을 체험했다.
몇명은 과거에 있던 병증세의 재발이나, 과거에 가지고 있던 만성질환들의 악화, 충동적인
식사 (compulsive eating), 몸무계 늘거나, 줄거나, 당뇨병, 고혈압, 과거치료받은
허리통증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임시목사로 들어간 어떤 목회자는 자신이 그런 교회의 후임목사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겨우 4 개월째 되던 때 사임하라는 강압에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후임목사 임무는 개인의 대인 관계와 결혼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는 스테스와 ,과도한 일양으로 가정을 위한 시긴을 뺏기거나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풀거나, 가족에게 더 의존하거나 ,



일과 가정과의 시간 균형이 깨져서 가정불화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을 가진 가장은 위와같은 교회에 후임목사로 가는 일을 재고할
일이랍니다. 31

31

Deborah Pope-Lance, Introduction, X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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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동료목사들에게 끼치는 영향
 성추행 후 목회자의 성추행이 동료목사들과 다른 목회전문가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료목사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한 목회자가 치리를 받을 때 다른 목회자들도 누가 자기들을 고소하지 않을까 등뒤를
살피며 조심하게 되므로 목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웃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고발을 알리는 회의를 열때 그들의 배우자들을 포함하는 것이
좋은데 위와 같은 공포를 늦추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랍니다.



왜 이 경우가 심하게 치리받았고, 벌을 받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전하게 경계를 지키는 일과 목회자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Self care) 중요함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가와 교육이 필요함을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평교인들은 교단지도자들이 성적추행 경우에만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성문제 고발을 목회자와 평신도 자신간의 지속적인 쟁에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32



목회자를 싫어하는 평신도가 교단지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으로 무고하게
목사가 성문제가 있다고 무기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32



자신도 현재 비윤리적 행동을 하고 있으면 자신도 범법자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동료는 자신도 감추어진 추행의 희생자임을 재 인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Nancy Myer Hopkins. The Wider Community,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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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목사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목회자의 성추행 사건이 발표되었을 때 어떤 동료목사들은 자신의 과거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동료목회자가 유죄판결을 받고 수년 후 까지 추행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자신들도 언젠가는 책임을 면치못할 것이라고 혼자 생각하게 됨. 33



둘째로, 대부분의 동료들은 동역자의 비행을 이미 알고있었다는 통계가 나와있다.



한 조사 에서 76.5%의 목회자들이 자기 동료들이 교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70.4%가 알았다고 했답니다.



최근의 조사에서는 한사람도 동료목사의 비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멈추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관계 치리기관에 보고도 하지않았다고 말했답니다. 34

만일 누군가가 목사에게 와서 그 목사의 동료목사가 자신과 성추행을 하고있다고
보고하면 그 말을 들은 목사는 어찌해야 할까요?


첫째로, 들은 목사는 우선 먼저 그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믿어주어야 한다.



둘째로, 그 피해자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부양/옹호자 (support) 를 찾아주고,



셋째로, 그 고발을 접수하여 진행시킬 수 있는 책임자에게 인도해 주어야한다.



그 고발을 들은 목사는 그 피해자에게 적합한 부양/옹호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추행사건을 보고하고 옹호를 받고 중재를 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도리이다. 35



동료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수행함으로서 윤리수준을 지키고, 성추행을 범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36

33

Deborah Pope-Lance. Clergy Colleagues. Responding from a Unique Perspective. Beth Ann Gaede, ed., When a Congregation is Betrayed (Alban
Institute, 2006), 97-98.
34
Pope-Lance. Clergy Colleagues, 98.
35
Pope-Lance. Clergy Colleagues, 98.
36
Pope-Lance. Clergy Colleagues,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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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목회자들의 윤리문제
1) 그러므로 동료 목회자들도 성추행의 제 2 의희생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자기동료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는 목회자는
모든 종류의 추행을 범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7
3) 동료목회자들도 다른 제 2 의 희장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충격받고 믿을 수 없어하고, (disbelief).



자신들도 성스러운 전문직 임무를 맡은 동료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적목양을 책임진자가 자기가 책임맡은 사람들을
자기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가 의아해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안수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자가 이렇게 잔인하고
비참하게 실패할 수가 있는가" 라고 반문하며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추행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8

다른 목회자들도 심히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건의 여러 희생자들의 상실을 인식하게 된다.



회중은 목사를 잃었고, 제일의 희생자들은 해를 당했고, 교회와 직장,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상실했음을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도 잃는 것이 많은데, 자신 스스로의 행동으로 괴로워지고, 직업을 잃고,
지위와 명성과 목회를 하면서 얻은 열망 모두를 잃게되었으니
동료목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보고 인정하면서 다른 이들과 자신을 위해 아파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회경험에 대해 낙담하던지, 자신의 소명과 직업에 대해
회의를 느끼던가 하면서다른 목사의 추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이
자신들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자신들이 받은 소명과 목회직에 대해 적임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더 잃게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같이 목회자들의 성 추행 사건이 잦은 세대에 잘 나가는 목회자들에게 주목 할만한
절망감을 안겨주고, 이미 불안한 목회자들에게는 심한 우울증 까지 초래할 수 있어.

37

Deborah Pope-Lance. Clergy Colleagues, 99.
Deborah Pope-Lance. Clergy Colleagues, 95.
39
Deborah Pope-Lance. Clergy Colleagues, 95-96.
3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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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목사들은 선하고, 자신있고, 순수하고, 신뢰할만한 사람으로 자신들을
내세워왔었기 때문에, 추행후에 동료목사들은 자기들의 친구이고 학교동급생이였던 목회자
친구가 그동인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자기 친구에
대해 실망한 너머지,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동료목사들은 개인적이고 전문인으로서의 배신을 체험한다.



그러므로 동료목사의 성추행은 다른 동료목사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킨다. 40



전임자의 성폭행경우를 묻어두었다가 후임자가 온 후에 계속해서 후임목사를 반대하고
괴롭히는 경우가 흔하다는 말이다.



과거전임자와의 나쁜관계를 새로온 후임목사와도 계속하므로 무조건 목사를 반대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도 많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다른 목회자들도 동료목사가 치리를 받을 경우 자신의
위치에 대해 매우 민감해지고 상처받기 쉬운사람이 되어갈 수 도 있다.



성폭행에 대한 교인의 하찮은 (무고한) 주장(고발)들이 슬프게도 우리사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법정투쟁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 [무고한] 주장/고발은 신속히 판결나고, 원고는 혐의를 벗는다 해도
고발당한 목회자가 겪는 대가는 너무도 크다. 그러나 고발이 사실로 판결받고 벌을 받을
정도로 심각했다면 다른 목회자들은 비교적 극심한 벌이 지당했는지 그리고 왜
고발이 하찮은 (Frivolous) 것이 아니였는지를 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범법자가 섬긴 모든 교회도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만일 교단책임자가 범법을 했으면
손상은 더 복합적이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교회 (교단)제도 전체가 지당한 치유과정을
밟아야한다. 41

40
41

Deborah Pope-Lance. Clergy Colleagues, 96.
Nancy Myer Hopkins. The Wider Community,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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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


지역사회와 일반 대중의 신뢰 상실.



교회리더들이 성추행 사건을 교회안에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않는 일이 거의
없으나 교회밖의 범사회에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결단이 더한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흔히 범법자들은 상담역이나 가르치는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죄인은 지역사회에 그대로 남아있고,



교회가 사회에 정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사업기관은 눈을 가리운 경우가 되어



한번 범법한자가 또다른 희생자를 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지도자들은 법적 고문의 지식과 축복하에 범죄자가 알려진 모든 다른
교회와 지역사회 기관에 알려서 그 목사는 왜 해고를 당했는지를 말해준다.



성추행을 노출할 때 교단 지도자들이 고발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를
받도록하는 교단의 정책이 있다.



그러므로 절대로 법적 고문과 의논해야 한다.



교회는 원고에게 명예손상으로 고소당할 두려움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훗날 또다시
성폭행을 당한사람이 교회를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균형을 마추도록 해야한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가 또 당하면 문제를
노출시키지 않은 교회가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출시키지않는 일도 역시 윤리도덕문제이다.



그러나 목회자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때 많은 교회지도자들은 신문에 알리는 일에 대해
꺼린다.

42

Nancy Myer Hopkins. The Wider Community, 12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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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교회가 신문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다면 이런일이 생길 때 더 이상 이런 문제를
덮어두지 아니하고 고발자와 고발당한자 양편 모두에게 공평하게 보도하도록 한다.



완전한 보도는 모든사람이 안전하게 사는데에 도움을 준다.



신문기자들이 기사를 공평하게 쓰려고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 머리기사를 쓰는 사람이
기사내용을 좌우하기도 해서



교회는 윤리도덕적으로 공평하게 기사가 쓰여지도록 신문과 협상하는 일도 가능하다. 43



요악하면 목회자의 성추행 고발에 반응하는 전 작업은 모든 관계된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한다.



성추행에 대한 고발과 원고는 교회지도자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한다.



그리고 긴 과정을 거쳐야한다.



교회의 치유와 회복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회복능력에 많이 달려있다.



여기에서 바울의 말이 생각난다: "한지체가 고통을 당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고전 12:26). 44

43
44

Nancy Myer Hopkins. The Wider Community, 121.
Nancy Myer Hopkins. The Wider Community,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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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교단에 끼치는 영향


경우에 따라서는 교단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생기고 교단의 명예가 손상되기도 한다.



카도릭 교회가 그 예이다.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성폭력을 많이 하는 교단으로 소문났음을 의미한다.

J. 범 사회에 끼치는 영향


사회가 교회에 대한 신망을 잃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대해 온사회가 실망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희생자들/생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더 큰 상처를 경험하고 생명의
위협이 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그 위협은 교회는 물론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고 처리해서 정의를 실현해야하는 지도자들,
다른 목회자들, 지역사회에 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너무 오래 지속될 것이고,



이는 모든 지도 자들에게 대한 신임상실이 되고,



영성과 성 (spirituality and sexuality)관계가 몹씨 위태로워지고,



그리고 교회제도의 반응의 소용돌이에 말려 드러간 사람들은 정서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장해 등을 체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처를 입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도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표면 밑에 잠복해 있는 해결되지 않은 슬픔과 분노의 짐을 지도록
요청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45

결론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성 폭행은 위에서 열거한 것 처럼 그 끼치는 영향이 너무 막대합니다.
이런 막대한 손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신학교에서는 이런 과정을 넣어서 교육하고, 대부분의
교단들은 현직목회자들에게 이런 과정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45

Nancy Myer Hopkins. The First Respon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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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사후 중재

(INTERVENTION AFTER THE FACT)

A. 치리기관의 역할 (Role of the Judicatory Leaders)


Nancy Myer Hopkins 는 목회자의 성추행을 위기로 보고 "의학 용어로 Triage 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위험한 사건이 많은 사람을 상처입혔을 때, 그 고통에서 견뎌나도록 돕기 위해 부족한
자원을 잘 할당함을 의미한다" 고 정의하고,



가장 심하게 상처를 입었으나 절망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상대부터 돕는다" 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자가 폭탄을 터뜨려 죄없는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가득찬 빌딩을
파괴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범인을 잘 아는 경찰관들이 오랜동안 혼동하고, 흥분한 후에 겨우 구급차 한대가 나타나
그 범인만을 잡아간다면?



그러는 동안 그 사건으로 인해 철저하게 상해를 입은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fend for themselves) 내버려둔다면 어찌될
것인가라고 반문합니다.

성폭행/추행 문제에 대한 재래식 해결방법은


가해자에게는 경제적 도움을 주어 치료받으러 보내서 표면적인 치유를 도모했습니다.



피해자/생존자를 위한 최상의 방법은 작은 금액의 돈을 주고 화해를 시키고
그 대가로 희생자가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간접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 (제 2 의 희생자들) 을 모두 무시해 버렸습니다.



사건이 공개되었다 할지라도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46

46

Nancy Myer Hopkins. The First Respon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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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효과적인 현대식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간접적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다른 사람들의 필요 (Need) 를
가해자의 필요 보다 우선으로 취급하므로서 재래식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누구보다 도움을 휠씬 많이 필요로 합니다.



종교적인 전통이 살아남고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로운 반응으로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7
 사건 직후에는 중재자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치료 (Therapy) 는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Healing) 절대로 필요한데
대개 성학대의 피해자는 사건 후 5 년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합니다.



위기가 시작되면 (The Crisis Begins)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문제를 밝히고자 할때 까지 상처의 부담을 제일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사건이 밝혀지면 그 소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서 조직 전체가 위기를 맞게도됩니다.



그러나 조사결과와 지당하고 조심스러운 징계과정을 교회와 교회가 속한 상부조직기관이
취하고, 발표할 때 위기는 끝납니다.



이렇게 되기 까지 많은 시간을 요하지만 사건 진행과정을 알 권리를 가진 관계된 모든
당사자들은 서서히 조심스럽게 소식을 흡수하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48

47

48

Nancy Myer Hopkins. The First Response, 3.
Nancy Myer Hopkins. The First Respons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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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기관은 교회를 도와 다음의 일을 처리해야합니다 :
사려깊은 치리기관의 리더들은 교회의치유를 정진하도록 과정을 만들어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이 해야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합니다



가해자에게 노출된 모든 다른 사람들 (다른 피해자 등) 을 보호하는 일,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가해자를 돌보는 일보다 앞서야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다루어 지지않으면 피해자와 온 교회의 치유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해자를 내버려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가해자를 누군가가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범법한 목회자를 보내기가
쉬워집니다. 49



누군가가 가해자와 계속 연락하며, 자주 봐주고, 위로해 주고, 상담에 안내해 주는 일등
많은 후원과 지원을 제공해야합니다.

2. 둘째는 범법한 목회자를 치우는 일입니다.
 범죄자를 다룸에 있어서 치리기관의 역할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를 옮기는 (떠나게하는) 일.
 문제가 알려진 순간 부터 그는 강단에 설 수가 없고 흔히 유급으로 휴가를 보냅니다.
 둘째는 그에게 어떤형태로라도 지속적인 목양을 제공해주는 일입니다.
 죄가 인정되었을 때 주류 교단에서 그리고 흔히 그들이 섬기던 교회에서 면직당함은 물론,
목사명단에서 삭제되기도 합니다.
3. 셋째는 교회에 이 사실을 알리는 일입니다.
 [노회의] 치리기관과 교회는 함께 가해자 목사가 휴가를 떠난 다음 주일에 문제를
교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희생자의 신분을 밝히기 전에, 교회에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범죄자 목사에게
결과가 올 것인지를 교인 모두에게 신속히 알리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49
50

어떤

전문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교인들에게 사건을 알리지 않고 비밀로 감춘 교회들은
오히려 여러대를 거쳐서 교회로서의 목양을 수행하는 능력에 손상을 입는 부정적인
결과를 나았다고 합니다. 50

E. Larraine Frampton. Responding to the Offender and Family. Beth Ann Gaede, ed., When a Congregation is Betrayed (Alban Institute, 2006), 156.
Nancy Myer Hopkins. The First Respon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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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 가 끝난 후 교인들이 2-3 시간씩 모여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식사와 함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때에 목사와 교인간의 성 관계는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목 사와 교인간의 연애가 아니라 윤리적인 경계선을 지켜야함은
목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목사외 교인간의 권력문제이고 목사의 권력 남용문제이기 때문이다. 51


교인들에게 공개하는 과정이 교인을 교육하고, 교인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자신들의 질적인,
영적인 생활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인도합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계심을 아는가를 확인시켜주고,
 익숙한 찬송이나 성경구절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임시로 시무할 목사가 이미 정해졌으면 그 임시 목사는 매우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로 참석합니다.

 이 목사로 하여금 교회의 예배를 끝마치듯이 회의를 끝내도록 할 수 도 있습니다.

52

공개하는 공동회의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가 나와서 증거하려고 해도 공개하는 회의 전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그런 회의에 참석하는 일은 절대로 저지해야합니다.



왜냐하면 피히자들은 사건이 공개된 다음 부터 심기가 몹씨 불편하기 시작하고
교회는 그들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성 추행이 피히자에게 얼마나 큰 손상을 입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나무라게 되고,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일을 할 뿐인데,
이런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이니 가별히 조심을 해야합니다.

한사람 이상의 피해자가 있을 때 이들이 함께라면 강해질 수 있고,
 회복을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고,
 함께 나와서 증거할 수 있으면 두번 죽는 위험성을 염려하지 않아도 돱니다.
 이들은 서로를 북돋아 주고, 성적인 추행이 얼마나 이들에게 상해를 입혔는지를 함께
교회를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피해자라기 보다 증인으로 선다는 심정을 가지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드믈고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잘 선택되고 준비된 작은 그룹에 피해자들을 초청해서 말을 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 문제에 대한 비데오를 통해서나 자료를 읽혀서 교인들을 교육하는
방법도 있고,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된 생존자들이 나와 증인설 수 있습니다. 53
51
52

Nancy Myer Hopkins. The First Response, 6.
Nancy Myer Hopkins. The First Respons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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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넷째는 공개를 뒷바침하는 편지를 교인들에게 발송합니다.
5. 다섯째는 후임목사를 찾는 일입니다,
 후임목사는 아무나 안된다. 훈련받지 않은, 경험이 없는 목사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경우에 후임목사로 섬기는 일은 대단한 기술과 정력을 요한다.


그러므로 후임목사는 구별되고 (Differencitated), 차분하고, 솔직하나 공격적이
아니고, 자기의 한계를 잘알고, 자신의 목회를 위해 건재해 할수 있는 목사라야한다.



만일 노회가 무 경험자를 후임목사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를 지도할 수 있는
경험있는 Mentor 를 붙여주어야한다. ..



성추행이 일어난 교회목사는 여러가지 종류의 경게선을 범했기 때문에 치리기관 (노회)
은 교회직원들에게 경계에 대한 훈련을 실시해야한다. 54

6. 여섯째는 가해자 문제 처리 (Deal With the Offender) 입니다.
서론: 법법한 목회자를 벌을 주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가해자에게도 다음과 같은 많은 도움과 안내를 제공합니다.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면서 치리기관은 가해자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목사 명단에서 삭제되었다면 치리기관은 가해자를 돌봐주어야할 법적인
책임을 지지않는다.



치리기관은 가해자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3-6 개월 간의 제한된 시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한다. 55



이 때, 치리기관 책임자들은 가해자에게 치리하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돌보는 사람으로
이중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치리기관을 다른 목회자가 가해자를
돌보도록 지정할 수 도 있고, 가해자 자신이 자기가 신뢰할 수 있고 지지를 제공할 인물을
선택할 수 도 있다. 이렇게 하므로서 치리기관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감정 없이 가해자를
지당하게 치리할 수 있다. 56



교단의 목회자 직을 떠나는 범법자들은 직업상담을 받도록하고,



치료자 (Therapist)를 만나도록 주선하고,



범법자의 가족들은 자기 [남편이] 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출석하지 않도록 한다.



계속교회에 남아있으면 교회가 이 문제를 열어놓고 다루는데에 지장이 되고



피해자도 안전한 곳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53
54

Nancy Myer Hopkins. The First Response, 6.

Glenndy Sculley. Judicatory Leaders: A Resource for Healing. Beth Ann Gaede, ed., When a Congregation is Betrayed (Alban Institute, 2006), 109.
55
E. Larraine Frampton. Responding to the Offender and Family, 156.
56
E. Larraine Frampton. Responding to the Offender and Family,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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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범법자의 배우자가 교회를 옮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한다. 57



가해자가 언제나 목사명단에서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건을 진술하기를 거부하면 치리기관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명단에서 삭제할 수 도 없다.


때로는 피해자가 추행의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다고 생각하거나, 가해자를 향해 사랑과
미움의 혼란한 감정을 가지기도 한다.



때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관계를 계속하거나, 결혼하기도 한다.

목사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성이 없다고 간주될 때에는 가해자를 면직하는일이 불가능해 진다.


예를 들면 조사결과 추행의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추행의 고발을 당한 당사자가
범법사실을 부인하고, 고발한 사람이 정신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가해자를 면직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고, 교인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응에서 큰 상처를 받을 것을 염려해서 가해자를 면직하지말아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어떤 교단의 성직자 정책 (Ecclesiastical Polity) 은 범법한 목사를 교회목회에서만
면직시키고, 목사명단에서 삭제시키지는 않는경우도 있다.
 어떤교단은 범법한 목회자가 건강보험이나 은퇴수당을 잃기 때문에 목사명단에서는
삭제시키지 않는다.
 가벼운 위반일 경우 - 직접 성교한 경우가 아니고, 단지 성적인 농담이나 성적 인 암시
같은 부적당한 성적인 행실일 때 범법목회자를 목사명단에서 삭제하지 않는다. 58

57

58

Glenndy Sculley. Judicatory Leaders, 108.

E. Larraine Frampton. Responding to the Offender and Family,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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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를 가한다:
치리기관 담당자들이 범법자들을 교회에서 면직시키지 못했을 때는
그들의 힘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제재 (Limitation)를 가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인과 혼자 만나 상담하거나, 혼자 심방하는 일을 금하는 "두어른 규칙"을
확립해서 더 이상 이런일이 반복되지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금한다. * 정규적으로 지정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매년 실적(Performance) 을 평가한다. * 치료 (Therapy)를 받게한다. 59



목회 특권과 목양관계를 포기한다.



성추행의 결과로 목회자가 교회로 부터 면직당했거나 자신이 사표를 냈거나 했으면
그와 교회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그 가 목회자로서 아무런 목양의 기능도 해서는 안되고, 자신이 교인을
추행하고 그 피해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교회의 어떤행사에도 참석해서는 안된다.



성추행 사건으로 교회에서 면직당한 목회자는 어느교회의 혼례식, 장례식, 세례식,
병원심방, 교인집으로 심방을 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추행이 일어난 교회의 어떤교인과도 접촉해서는 안된다



만일 교인이 그를 접촉하면 그는 어떤 목양임무를 볼 수 없으며, 사교적인 자리에도
참석할 수 없다고 답을 해야한다.



범법자는 피해자를 접촉해서도 안되고, 그가 접촉해 오면 피해자는 치리기관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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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후임목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추행이 일어난 교회의 추행의 책임자가 교회행사에
참석하므로 교회의 회복을 방해하고 후임목사와 정드리는 일에 지장을 주었다는 것이다.



어떤 범법자들은 자기가 섬기던 교회의 교인들을 교회밖에서 계속해서 만나면서 자신의
비행을 부인하기도 한다.



이런 행동은 교인들로 하여금 사건을 현실적으로 받아드리고, 과거의 목사를 보내고
새로들어온 후임목사와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를 맺도록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



교인들은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범법한 목사와 관계를 정리해야한다.



위에 열거한 조건들이 확실하게 지켜지게 하기위하여 치리기관은 추행한 목사와 교회
양자가 약속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범법한 목사에게 요청한다.



범법한 목사가 이를 지키도록하는 법적인 권한이 치리기관은 가지고 있지않지만
적어도 교인들은 자신들과 피하자/생존자의 유익을 위해 지킬 것이기 때문에
해야하하고 필요합니다. 6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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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평가 (Independent Psychological Evaluation)


대체로, 범법자들은 성적인 이탈 영역에 체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정신평가를 받아야한다.



그 전문인은 범법자의 치료자도 아니고, 치리기관에 고용된 사람도 아닌 독자적인
인물이어야합니다.



이런 평가는 추행한 목회자의 정신상태를 진단함에 도움을 준다.



어떤 범법자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런 정신 평가는 자살방지도 된다.



심리 평가 (psychological evaluation) 는 범법자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다른 직종] 구직에
안내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교단에 복직규정이 있으면 처음 정신평가는 그 사람의 정신 기준선(Baseline)을
확립할 수 있어서 후에 범법자가 복직을 요청할 때 처음에 정신평가를 해 준 같은 전문인이
다시 한번 정신평가를 해서 그간 발전이 있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그의 복직을장려
혹은 단념시킬 수 있다.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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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받도록합니다 (Therapeutic Treatment)
 목사명단에서 삭제당한 목사들은 독자적인 정신평가와 상관없이 치료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복직할 수 있으리라는 소망 때문이다.
 치리기관 리더들은 목사명단에서 삭제되지 않았으나 여러가지 제한/구속에 살고
있는 목사들에게도 치료를 받으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치리기관 리더들은 범법자가 복직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와 치료를 받는다면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야한다.

61

치료의 목표:
만일 ,복직의 가능성이 있고, 범법자가 그것을 원한다면
치리기관은 범법자가 치료에서 얻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한다:




권력(Power)의 악용에 대해 알아야 한다.
접촉 (Touch) 이나 조정(Manipulation)을 사용하는 행동에 대해 알아야 한다.
범법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양심의 가책 (Remorse)을 느끼고 범죄의 범위와 크기(Magnitude) 를
알아야 한다.



피해자에게 배상(Restitution) 을 해야한다.



친밀감 (Intimacy) 에 대한 욕구와 자신을 돌봄(Self-care) 에 대해 반성이 있어야 한다.



전문인으로서나 개인적으로 건전한 경계 (Boundary) 를 확립해야한다.



현재의 가정과 결혼관계의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태생(가문)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해 탐구해 (Explore) 보아야 한다.



적당하다면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한다. 62



치리기관 리더들은 목사가 자신의 성격과 행실에 맞는 치료모델을 선택하도록 격려한다.



다루어야할 문제에 따라 개별, 그룹치료, 입원, 외래 치료, 정신치료 (psychotherapy),
행동수정 (Behavior modification), 직업상담, 중독상담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만일 중독이 있다면 그의 중독종류의 전문인을 택해 치료를 받도록해야한다.



만일 죄인이 치료를 받게 되면 치리기관 대표들은 두개의 정보양도 양식 (Release of
information) 에 죄인이 서명하도록하는데,
그 하나는 치리기관 대표들이 범죄자의 정보를 그의 치료자와 나누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치료자가 범죄자의 정보를 치리기관대표들과 나누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정보교환은 치리기관 리다들로 하여금 범죄자의 정신상태를 측정하고,
치료목표와 치료과정과 치료효과와 미래의 목회의 가능성에 대해 측정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또한 이런 정보는 치리기관 대표들로 하여금 현재 제한된 목회를 하고 있는 범법자가
그리고 만일 목회에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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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62

원상복귀(Reinstatement)


범법자의 치료에 관해 논의하는 이유는 어떤 범법자들은 직접성교를 하지않았고,
상습성폭행범이 아니지만 온당하지 않은 성적행위를 과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사람들은 치료를 받으며 계속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과 치리기관 리더들에게
신뢰받는 입장에 (Accountable)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에 대해 논의해야 되는 또하나의 이유는 어떤 교파에는 복귀 규정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안전하고 범법자가 신뢰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지침 (Guideline) 이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복귀는 흔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개 장려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정의와 안전이 체험되어야하며, 피해자의 안전과 감정이
무엇보다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범법자는 다시 성추행을 반복할 수 있으며, 얼마의 치료와 평가도 그들이 다시 성추행을
하지않는다는 보장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다.



만일 범법자가 복귀해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그 때는 고용인 (교회 혹은 노회의
치리기관)이 법적으로 교인들을 위험에 빠뜨린 법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단에 복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다음의 지침이 그 규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에 열거한 치료과정을 따릅니다.



목사명단에서 삭제된 후 적어도 5 년간은 복귀를 허락하지 않아야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복귀를 허락하는지 의논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반대하면 복귀를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수 후보자를 거치는 것과 같은 면접과 시험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복귀되면 치리기관 리더들은 그 목사를 후보자로 생각하고 있는 교회에 그의 과거의
범법행위를 노출시키라는 것입니다.



치료전문가에게 지속적으로 감독을 받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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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상항 (A Note of Caution)


어느 한 전문가는 치료를 받고있으면서 복귀하기를 원하는 범법자들을 여러해 동안
면담했는데 그들이 진실인지 조정하고 있는지를 가려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자들의 추천을 받아드리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에게
치료받는 사람들의 치료효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추가 정보를 필요로 한답니다.



성추행 전문인이 행한 가장 최근의 정신평가서가 필요하고,



그대의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허락하는 그룹의 평가서 양식을 획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법자의 제안을 거부하거나 ,복귀를 고려하기 전에 오랫동안 범법자의 행동을
지켜보아온 그의 가족과 지역사회 여러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라는 거입니다.



목회자의 성추행은 매우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문인의 윤리를 범한일이고,



그 결과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면직당하는 일이고,



이 추행은 사적이고, 심리적이고,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치리기관 리더들은 이 문제를 범법자가 받는 벌이 없이 치료가 되는 정신문제로나,
용서받을 수 있는 죄로 간주하지말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진실과, 정의, 보상을 받도록
함이 높이 고수되어야할 (Upheld)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지상명령이기 때문입니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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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가해자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에 대해 주의할 점


교인들은 목회자의 추행과 자기들의 목사를 잃어버리는 두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추행한 목사는 즉시로 교회를 떠나게 되므로 교인들이 작별인사를 할
기회를 가지지 못합니다.



교인들은 목사와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인들은 흔히 치리기관 리더들이나 고문 (Consultant) 에게 자기네 목사가 어찌
지나는지 어떻게 교인들이 그를 돌볼 수있겠는가를 문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치리기관 리더들이나 고문들은 기회를 만들어 교인들이 떠나가는 목사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법한 목사의 상태에 대해 자주 보고를 해 줄 것.
 범법한 목사의 동의하에 교인들이 작별인사 편지를 떠나가는 목사에게 쓸 수 있도록.
 범법자와 교인간의 대화를 Role-play 할 기회를 만들되 이때 치리기관 리더가 떠나가는
목사 역할을 맡으라.


떠나가는 목사와 직접적인 접촉 없이 교인들이 어떻게 그에게 작별인사를
하고싶어하는지 잘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가는 범법자와의 작별을 계획함은 교인들이 회복하는 방향으로 옮겨 가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 작별다음에 교인들의 보고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는 것임. 66
가해자 처리가 이렇게 복잡하여 이만큼 시간을 많이 보냈느데 다음

66

E. Larraine Frampton. Responding to the Offender and Family, 162.

65

7. 일곱번 째는 가해자의 가족을 돌보는 일입니다.


목회자의 추행, 특히 성추행은 그의 가족에게 치명상이 됩니다.



목양적인 의미에서 가해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손길을 줄 수 있습니다.



범법자의 가족은 목양도 필요로 하고 경제적 도움도 필요로 합니다. 67



처음에 성추행 사건이 밝혀졌을 때 치리기관 지도자들은 범법자의 가족들과 만나
기도해 주고, 그들을 목양할 목사를 지정해 줌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 그 목사는 범법자에게 지정해 준 같은 목사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에는 성추행 사건에 훈련받은 목사가 있어서 범법자의 가족을 위해 중재역할을
하고 영적인 정신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기도 합니다. 68



목회자가 목회에서 면직당했을 때 가족을 위한 단기간의 경제적 문제를 고려할 일이다.
건강보험료, 집세, 여러가지 매일 필요한 생활비와 상담료등의 도움을 단기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흔히 치리기관은 이런 자원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사건이 났을 때 도움의 손길을 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9



교회의 반응에 따라 가해자 가족의 역할은 교회에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가족은 추행이 벌어진 교회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지 말지를 결정해야한다.



가해자의 가족이 그냥 그 교회에 남아있는 경우 추행의 상처 때문에 교회와의 관계가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교회 모두가 추행의 피해자임을 인식해야합니다.
결국엔 가해자의 가족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합니다. 70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도 가해자의 가족과의 관계에 변화를 체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가족은 교회에 친구가 많을 것이고 아직도 그들은 교회의 교인일 것입니다.
가해자가 교회를 떠난 다음 교인들은 그의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동이 올 것이다.
만일 가족이 계속해서 교회에 남아있으면 쉽게 교인들의 분노와 불안감의 대상이 될 것임
가족은 가해자와의 접촉을 쉽게하기 때문에 교회의 마무리에 지장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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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arraine Frampton. Responding to the Offender and Family, 161.
E. Larraine Frampton. Responding to the Offender and Family,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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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arraine Frampton. Responding to the Offender and Family,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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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arraine Frampton. Responding to the Offender and Family,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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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교인들이 마무리를 짓게 하기 위해 치리기관리더들은
가해자 가족이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추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도 피해자이고, 그들은 추행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손실을 보고그 결과적으로 굴욕을 체험합니다.
그들은 교인들로 부터 다음과 같은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가해자의 추행으로 빚어진 비용지불에 도움이 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는 일.
작별인사를 하는 일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





가족을 통해 가해자와 통화하는 일을 피하라.
어려운 시기에 가해자 가족들은 교회로 부터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목회자 추행은 교회로 부터 여러가지 다른 양상의 반응을 야기하는데
파괴적이거나 치유에 도움이 되거나입니다. 71

8. 과거의 성추행 사건을 공개하는 것이 현명한가?


과거의 상처를 열려면 그 이전에 몇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런 경우를 열려면 어느정도의 조사가 필요한데 " 말하지 말자"는 교회의 불문률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임목사는 절대로 이일을 혼자 시작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교단 직원이나 목회자 징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과 펑신도를 포함해서 함께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2



다음 단계는 과거의 추행사건을 재개하므로서 가장 상처를 입을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 지역에 아직 살고 있으면, 방문이 가능한지, 비밀을 지킴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들이 나와 증인설 수 있겠는지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만일 피해자가 엣날 사건을 다시 열면 피해자가 누구였는지를 당장 알게 되므로
"절대로 싫다" 고 하면 그 사건은 다시 열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필요가 사건에 대해 알아야할 교회의 필요보다 우선(선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는 것입니다. 73 항상 피해자의 평안이 우선이니까요.

71

72
73

E. Larraine Frampton. Responding to the Offender and Family, 162.

Nancy Myer Hopkins. The First Response, 11.
Nancy Myer Hopkins. The First Respons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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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해자/생존자를 두번 죽이는 일 없이 공개가 안전하게 되어질 수 있다면 창피한
부정적인 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전 역사를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열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들하고
어느 하루나 주말에 수양회를 가지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이면 전체를 [수양회에] 초청할 수 도 있습니다.



엣날 사건을 여는 것을 저지하는 교인도 있을 것입니다.



옛 사건을 여는 것도 [처음] 현재 사건을 공개할 때와 같이 하면 됩니다.



교회 회중은 좋은 관계에 함께 할 수 있는지, 서로의 한계를 지키고 존중하면서 회의를
하려면 그 교회의 문화 분위기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회중이 과거의 목회자의 성추행 사건에서 치유받기를 선택하면 결과는 놀랍게도
긍정적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은 아프지만 결과는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Reward].



심호한 영적인 여정을 함께 걷고 나면 교회는 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4

74

Nancy Myer Hopkins. The First Respons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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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문제해결방법 (CONFLICT MANAGEMENT)의 예들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도구 선택 (SELECTING THE RIGHT TOOLS)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성 추행이 발표되자 마자 다음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 회중과 추행을 행한 목회자와 의관계, 그리고 희생자와의 관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2. 목회자 범인을 처벌하고 해직시키는 과정에서 재판관계 지도자들 (judicatory leaders)이
어떻게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회중의 생각과 감정이 셍길 것입니다.
3. 이 때, 문제의 심각성은 회중의 불안감과, 목회자 상실에 대한 회중의 경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4. 문제의 해결 방법에 있어서 후임목사나, 교회의 리더들, 외부 협의자들이 사용하는
문제해결 방법이 각각 다르겠으나, 그들은 성추행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할
문제해결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5. 대부분의 문제해결사들의 목적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의 당사자들간의 관계를 재 확립하는
것이 상례인데, 각각 강조점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조정 (Mediation): 화해(Reconciliation)를 통해 [당사자들의] 차이점을 조정하는 방법.
 협상 (Negotiation): 흥정(Bargain)을 통해 동의(Agrement) 에 이르는 방법/
 중재 (Arbitratoin): 중재자 (판사) 가 판단한 해결방법을 채택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75
6. 그러나 목회자의 추행의 경우에는 더 많은 문제점들을 포함하므로, 위의 방법이 적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번 반복이 됩니다만, 목회자 성 추행은,
 목회자, 전문인의 윤리표준을 위반(Violation of ethical standard)함이고,
 힘을악용 (Abuse of power)이고,
 교인의 신뢰(Trust) 와 신용(Fiduciary) 의 배신이고,
 믿음의 위기를 맞고, 죄를 지음이고,
 신경쇠약 (Psychological breakdown)을 초래하는 일이고,


각 주의 법과, 희생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법의 위반 (Breaking of the law) 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의 조정, 협상, 중재의 방법이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됩니다. 76

7. 어떤 문제해결사 (Consultatnt) 는 이중에서 하나를 택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다루기도 하지만, 긍국적으로는 목사가 목회자의 자리를 지키거나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75

E. Larraine Frampton. Conflect Management.. Beth Ann Gaede, ed., When a Congregation is Betrayed (Alban Institute, 2006), 28.

76

E. Larraine Frampton. Conflect Management,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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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또 어떤 해결사 는 범죄자의 죄에다 주의(attend)를 집중하고, 피해자와 작업하고,
회중이 범죄자를 용서하도록 - 결국에는 목사가 그의 목회자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9. 또 다른 전문가는 범죄자의 신앙의 위기에다 중점을 두고, 영적갱신 (Spiritual renewal)을
추천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역시 목사가 그의 자리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0.

또 어떤 전문가는 범죄자의 정서적인 상태 (Psychological condition)에 중점을 두고, 자활을
추천하는데, 이도 결과적으로 목회자의 복직을 위함입니다. 77

A Trauma-Driven Conflict Model 이 있습니다.
 목회자 성추행은 직접 학대를 받은 제 1 의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데 ,이들은 [성적]
행위가 들어나면 자기네 인생이 끝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추행은 또한 제 2 의 희생자 가 되는 교인들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회자를 해직하면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까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추행은 제 1, 제 2 피해자 모두에게 상당한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떠나야한다고 생각하는 교인들과 ,남아있어야 한다로 교회의 의견은 갈라지고,




추행한 목사와 함께 떠나, 새로은 교회를 시작하는 교인들도 생길 것입니다.
저자는 Truama-driven recovery model 을 사용해야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78

1. 과정 (The Process)


Judicatory leader 들은 교인들이 다음의 지침에 동의하도록 인도하면,



교인들이 참을 수 있고 (being contained) 문제는 오래 지속되지 않고 짧게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복할 수 있다.




보고를 듣고, 회복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목회자를 면직하는 과정을 잘 통과하자.
교회가 회복하는 동안 자신을 강건하게 지키기 위해 영적인 자원을 사용한다.

77
78

* 과정을 신임하자.

E. Larraine Frampton. Conflect Management, 29.
E. Larraine Frampton. Conflect Managemen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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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인 규칙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자.



"나"의 입장에서만 말한다. (남을 비판하지 않고).



서로다른 정서적인 입장에 있을 것임을 동의한다.



이런 기본 규칙을 지킬 수 없어도 다른 사람이나 그룹과정에 방해가 되지말라.



개인적으로 consultant 를 만날 수 있다.



질문이나 걱정은 consultant 나 judicatory leader 들이 지정한 사람에게만 돌리라.



주의하고 기도하라.



이 단계에서는 중대한 결정도 내리지 말라 등입니다. 79

3. 문제가 발표된 후 앞으로 수개월간
 교회의 지도급들은 judicatory response team 이나, 외부의 consultant 와 함께 작업을
하게 될 때 다음의 사항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의식 (rituals) 이나, 예배나 또는 다른 영적인 자료들을 사용해서 교인들을 목양하고,



피해자를 돌보고 그의 요구를 돌봐주고,



조직으로서의 교회의 기능에 대해 교육하고,



불안감이 덜해졌을 때, 목회자의 추행에 대한 안전한 실행과 정책 (safe practices and
policies) 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80

4. Tools from Conflict Management Models


관계가 문제가 되었을 때 힘들지만 문제를 사람들로 부터 구별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피해자(들)가 목사를 빗나가도록한 "유혹자" (seducer)이다.



Judicatory leaders 들은 가기들의 목사를 용서와 사랑가지고 대하지않 범죄자들이다.



그러므로 범죄자가 된 목사는 유혹하는 자와 judicatory leader 들의 희생양이다" 라고



사람과 문제가 구별되지않고, 범법자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될 때 극심한 문제가
대두되고, 교인들은 갈라지고, 목사편, 노회대표편, 혹은 피해자 편이 생기게 됩니다.

79
80

E. Larraine Frampton. Conflect Management, 31.
E. Larraine Frampton. Conflect Management,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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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문제와 사람을 구별해야하며, 적어도 다음과 같이 이해를 촉구해야합니다.



목사는 전문인으로서 목회윤리를 범했으며, 목사 직책이 가진 힘과 권리를 악용했다.



목사가 목회를 잘한 것도 있겠으나 범한 위반 때문에 해직당해야 한다.



피해자는 목사의 추행으로 상처를 입었으므로 돌봐주어야 한다고 교회를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1



문제의 중립 Neutralizing the Issue 을 지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추행건에 있어서 중립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재자나 리더들이 처음에 "목회윤리를 범했다"는 한가지 문제에 치중하므로서
교인들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상담다, 변호사, 의사, 간호사, 교사들이 그들의 전문인의 윤리의 표준을
범했을 때 면직당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면직은 범죄자들이 과거에 자기교인을 잘 돌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기로 약속한 전문인 윤리를 범한 것이라고 교육을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윤리 범행에 중점을 두면, 권력의 악용과 피해자가 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덜 폭팔적이고, 교인들이 자신들의 감정처리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82



성학대는 피해자 전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치료에 배우자나 다른 가족들을 동반할
수 도 있다고 합니다.83



피해자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기혼자인 경우 결혼생활에 파탄이 올 수도 있습니다.

81

E. Larraine Frampton. Conflect Management, 32.
E. Larraine Frampton. Conflect Management, 33.
83
Patricia L. Liberty. Victims/Survivors, 74.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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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rampton 목사는 다음가 같이 주장합니다 (Minister of ELCA)
 문제해결의 첫 단계에 있어서 해결사의 목적이 범죄자가 피해자와, 회중과, 교회와 관계
유지(Matintaining) 나 , 회복(Reestablishment) 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추행사건에 있어서 관계나, 결정과정에서 일어나는 우선적인 문제점을 다룰 때, 목적을
회중과 피해자의 회복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중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피해자에게 정의를 행하기
위해 전문인으로서의 윤리를 범한 목회자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범죄한 목회자가 해직되지않은 교회는 잘 회복하지 못함을 보았다고
합니다.



돌봄(care) 과 정의를 체험하지않은 피해자도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목회자의 추행이 교회에 발표된 후 일어나는 시초의 문제점을 다룸에 있어서
평상적인 문제해결방법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84



저자의 "회복 방법 (Recovery approach)" 은 목회자는 교인보다 힘을 더 많이 가졌다는
전제 (Premise)에 둔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자기들의 지위에서 힘을 얻게되기 때문.



믿음의 공동체는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고, 죄를 용서하고, 성예전을 행하며, 지도력을
행사하고, 교인들을 돌보고, 그외 다른 책음을 수행하도록 힘과 권위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자리는 그 자체가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권위(Relational power) 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85

84
85

E. Larraine Frampton. Conflect Management, 29.
E. Larraine Frampton. Conflect Management,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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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정의구현의 7 가지 요소들 (The 7 Elements of Justice-Making)
1.



진실을 말하기(TruthTelling)
폭력의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내라.
폭력에 대해 피해자가 말하도록 허락하고 들어주고, 믿어주고, 짐을 덜어주라.

2.





폭행을 인정하라(Acknowledge the violation)
사실을 듣고, 폭행을 이름하고, 잘못이라 정죄하라.
일어났던 일이 폭력임을 인정하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절대로 잘못된 일 이었음을 인정해 주고,
손상을 입었음을 인정해 주라.

3.


자비/긍휼을 느끼라(Compassion)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피해자와 함께 아파하라.

 피해자의 아픔을 축소하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서뿔리, 쉽사리 해결하려고도
하지 말고,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 이것이 상처 치유의 첫걸음이 된다.
4.




약한 이(vulnerable)를 보호하라(Protecting the vulnerable)
피해자와 다른 사람이 더 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라.
피해자를 낸 교회나 또 다른 교회에서 같은 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가해자를 그 지위에서 임시로 쉬게 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다.

5. 책임을 지우라(Accountability)
 가해자와 맞서서(confront) 부정적인 결과를 가하라.
 이 조치는 회개를 가능케 한다.
 가해자가 속해 있는 기관(교회)은 가해자를 공적으로 대면하여 사실을 밝히고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한다.
 벌이 작으면 같은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적절한 벌은 가해자를 회개하게 하는 방법도 된다.
 겔 18:30-31 말씀대로 새 마음을 얻는 길을 열어주라.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회복하게 하고 치유케 하는 첫걸음이다.




6. 배상하게 하라(Restitution_
폭행의 잘못과 해를 끼친데 대해 인정하는 뜻으로 그리고 치유를 초래하기 위해서
유형의 배상을 하게 하라(예: 치료비 담당 등).



목양 관계에서의 성폭행은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지만 배상은 잃어버린 것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효과를 잴 수
있다.



상담 비, 치료비, 직장을 쉬는 동안 생활비, 손해 배상비등을 지불케 할 것.







7. 명예 회복(Vindication-to set free)
To set free-불명예를 씻고 자유로워지게 하라.
폭행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피해자를 자유 하게 해 주라.
피해자의 명예회복은 정의구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Vindication 과 vindictive (원수 갚음)와 관계없는 말이다.
Vindication/vindicate 는 라틴어 "set free" 혹은 "to claim" 이라는 어원에서 기인한 말.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치유를 체험하고 이는 곧 여러층의 아픔에서 풀려나는
결과가 된다. 명예회복은 앞의 6 가지가 이루어진 후에야 올 수 있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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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용서, 회개, 화해 (Forgiveness, Repentance, Reconciliation)
용서의 조건에 관해서






Miami 대학의 McCullough 심리학 교수에 의하면
용서도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본능인데,
동물들도 싸우고 난 다음 화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과의 귀중한 관계가 충돌로 인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화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Stanford Forgiveness Projects 의 책임자인 Fred Luskin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용서는 스트레스, 혈압, 분노, 우울증, 상처를 줄이고,
낙천주의, 희망, 긍휼한 마음, 자비심, 몸의 활력을 증진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육신과 정신건강에, 그리고 인간관계에 심호한 유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Massachusetts 의과 대학의 정신과 교수인 Aaron Lazare 박사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가해자의 사과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사과는 용서와 화해를 낳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를 치유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고 자기의 행동이 잘못됨과 양심의 가책과 수치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 에게 준 큰 상처를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무슨 방법으로든지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과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성이 회복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벌하고 싶은 마음에서 해방하니
두사람 모두에게 화해와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눅 17:1-4 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실까요?
죄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죄짓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다른 제자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네게 하루에
일곱 번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서 회개한다고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겔 18:26-32 을 읽어보실까요?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짓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대로 살며, 의를 행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전할 것이다. 그가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켰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요, 죽지 않을 것이다...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
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 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 죽을죄를 지은 사람이라 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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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과 예언서를 통해 기독교 전통은 불의와 고통을 명백하게 이름합니다.
이와 동시에, 남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 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심판은 가해자가 회개하고 피해자에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의 동정과 연민은 어려운 환경을 쉽게 빠져 나가게 함이 아니라,
고통 하는 이들과 함께 고통 함입니다.
공동체 안에 혼돈과, 아픔과, 적개심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가해자 목사를 동정한다함은, 그가 회개하게 하고, 자신의 행동의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함입니다.
회개하고, 행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값싼 은혜와, 거짓 화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종국에는 치유와 회복의 수단으로 정의가 실현되고, 불명예로부터의 회복이 약속됩니다.
정의 구현은 개입된 사람들 모두의 치유의
길이됩니다.








목양관계 안에서의 성추행에 대한 용서는 그 경험을 잊어버리거나,
그 추행이 용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한사람이 믿고 영적인 지도를 받으려고 의지한 그가(목회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으로 개입했다면
이는 흔히 중상을 입는 경험이지, 쉽게 잊을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항상 비윤리적인 행동입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는 무조건이 아니고, 용서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충분한 정의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피해자에게 힘(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empowered).
피해자는 고통과 분노에서 자유해질 수 있기 위해서 충분한 치유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없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용서하려는 노력 일뿐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피해자가 분노와 아픔에서 노임을 얻는 충분한 정의, 은혜, 치유를
가능합니다.

경험할 때

배신당한 교회가 들어야하고, 이해해야 할 것은


범법자 (Predator) 가 교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권력을 악용했다는 사실을
지당한 처벌을 체험할 때 까지 의식하고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교회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순간적 기분은 즉시 용서를 하자는 것인데



이 것은 흔히 "값싼 은혜"라는 것으로서 범법자에게 더 해가 되지 도움은 되지못한다는 사실. 86



자신들을 범한 죄인들을 이렇게 쉽게 이미 준비된 용서를 해 주었다는 말을 듣는 피해자들이나
생존자들은 또한번 뺨을 맞는 체험을 하게된다는 사실입니다.


86

범죄자 목사에게 (Offender) 계속해서 매혹되어있는 교인들은 정서적으로 그에게 유혹을 받아왔기

Nancy Myer Hopkins. Remembering the Victim,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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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쉽게 범죄자를 용서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피해의 책임을 돌리므로서 자신들의
착각(Illusion) 을 방어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87


대부분의 회중은 자신들의 불안감을 감소하고, 깊은 신학적 사고와 회복을 피하기 위해
용서와 화해를 서두릅니다. 이는 실패를 의미하고,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는 일입니다.

종교적인 기관들의 주요한 회피대책 (Major avoidance strategy) 은 위기감소인데
실제로 피해자가 났을 때 저자가 직면했던 비합리적인 반응 (Nonrational respnses) 은


그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그들의 체험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말고,



성적인 착취나 학대를 "정사(Affair)"로 재조정하되



피해자가 유혹한 것으로하라.



피해자의 성격을 재해석하여, 그녀가 (피해여성) 사람들의 마음에 위험하고, 앙심품은,



잔재주를 부리는 사람이 되게하라 였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인종차별주의자나, 남녀차별주의자나, 성적인 농이나 언급과
마찬가지로, 묵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현재 교회가 겪고 있는 혼란, 고통은 범법한 목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피해자가 자진해서 앞으로 나선 [고발] 지점에서 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잘못을 제대 로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8

87
88

Nancy Myer Hopkins. Remembering the Victim, 143.
Nancy Myer Hopkins. Remembering the Victim,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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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




가해자에게 있어서 회개는 단순히 고백, 사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도의 표시가 아니라,
회개한다함은 완전히 돌아서서, 그의 행실/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성서 본문이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피해자의 용서할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의 회개에 달린
것입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기 전에 피해자가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도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징조는 무엇인가?


폭행을 인정, 배상 등을 포함한 추행을 정정하기 위한 정의를 구현하는 데에 필요한
일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추행 배경에 놓여있는 (그릇된) 신념과, 태도를 인정하고
그들을 버릴 수 있음을 말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추행배경에 놓여있는 욕구/결핍을 인정하고 그를 충족하는 윤리적
찾음을 말합니다.

 가해자는 추행이 일어나도록 한 조건들은 인정하고, 미래의 추행을 방지하기 위해 구
정정함을 의미합니다.


고백 (confession) 은 미안하다는 말로 충분치 않습니다.



고백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와 하나님께 [회중이]마음을 여는 것을 요구합니다.



마찬가지고 회개(repentance)는 어떤행동으로 부터 완전히 돌아섬을 의하고, 새로이



총체적인 삶 ( wholeness) 을 추구함 을 의미합니다. 화해 (reconciliation) 는 모든 사람이



서로 "만회 ( making up)" 하고 "서로를 용서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 이상입니다.

절차를 밟는

방법을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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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화해는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는 깨진 신임을 회복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깨진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먼저 정의가 구현되기 전엔 화해가 이루어 질 수 가 없습니다.



정의가 구현 됐다 할지라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화해는 오직 가해자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용서 할 수 있을 때에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회개 와 화해) 위에 열거한 조건에 달려있고,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이 자유로이 화해하고 다시 관계를 가지기로



선택할 때에만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화해가 결코 재판과정( judicial process)이나 목회자 중재 ( pastoral intervention) 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돈다는 것입니다.



만일 화해가 이루어 지려면 가해자 자신이 가한 상해에 대해 완전히 인정하고,



그 상해에 대해 확고하게 책임을 지는일에 근거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89

Patricia L. Liberty, Theological Reflection,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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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치유 (The Remedy)


성추행을 죄와 악행으로 단정하므로서 치유 (inherrent remedy) 를 가져온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에 의해 표현될 수 있고, 위로하고 도전하는 종교적인 의식에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예배의식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고, 충실하게 시행하면, 회중으로
하여금 죄, 고백, 회개, 그리고 은혜에 대한 최상의 이해를 똑똑히 표현도록 도전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회중이 충분하고, 깊은 신학적 사고를 할 때 자신들의 치유를 위한 충분한
기초가 마련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필요를 이해하는 틀(framework) 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중이 죄, 악행, 고백, 회계, 화해의 성격에 대해 의도적이고 (purposeful), 숙련되고
(skillfull), 정확한(directed) 사고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회중을 성적인 죄와, 간음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으로 부터 치유작업을 지지하고, 지금까지 오랫 동안 간직해 온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넓은 토대(broader foundation) 위로 옮겨준다는 것입니다. 90



그러니까 회중은 계속해서 신학적 사고를 하여 일어난 모든일을 신학적으로
이해해야한다는 말이되겠습니다.

피해자들의 영성치유


피해자들의 추행 체험, 특히 성적추행 체험 후의 영적 치유를 위한 시금석 (표준)은
영성과 종교의 구별, 비탄(Grief) 의 이해, 하나님의 모습(Image)의 재정립, 예배와 공동체를
회복 등을 포함합니다.



종교와 영성의 차이를 이해함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전의 관계가 추행으로 인해 심히 외곡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선의로 (Well-meaning pastors) 피해자들을 교회에 나오라, 혹은 종교적인 의식에
참석하라고 격려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어른이던 아이이던 간에 교회빌딩은 이전의 상처를 회상시킵니다.
만일 추행사건이 법정투쟁으로 인해 널리 홍보되었다던가,
교회가 건전하게 사건을 노출시키지 못했다거나,
피해자가 몹씨 비난을 받은 경우라면 피해자들이 교회와 공동체로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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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cia L. Liberty, Theological Reflection, 18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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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노력에 있어서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서의 교회를
상실했다는 사실은 무시하거나 부인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91



그러나 생존자들(Survivors) 흔히 영적지원 (Spiritual support)을원합니다.



영성은 신을 어떻게 이해하던, 우리 인간을 신에게 연결하는 인간의 근본적 부분입니다.



우리들의 지성과 감성과 함께 존재의 핵심(Core) 입니다.



종교는 신에 대한 공동체의 이해를 중심으로 생기는 제도입다.



종교는 개인의 신에 대한 의식과 신과의 연결을 시켜주고, 자신과 연결, 그리고 남과의
연결까지를 키워줍니다.




종교는 종교가 섬긴다고 주장하는 목적으로 부터 이탈해서 종교자체의 목적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이 추행당한 후에 교회를 영성의 치유의 장소로 연결하기 어려워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교회가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한 후에 정의(성추행 목회자에 대한 책임, 치료비 보조, 그들에게
저지른 잘못을 인정)를 구하려고 교회에 가면, 오히려 교회는 성추행의 고발해결에 있어
사회기관들이 가지는 태도나 다를바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유와 지원을 제공하기는 커녕 또 하나의 상처의 근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추행한 목회자에게서 받은 상처에다, 교회가 주는 상처까지 더해서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면에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어도 영성의 치유는 가장 무시된 부분이
되어비린다는 말입니다.

92



목회자 성추행의 생존자들에게 영성은 가장 연하고 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인들의 영성의 성장을 위한 성스러운 책임을 맡은 목회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것을 착취했을 때 피해자가 가졌던 하나님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깊이 상처를 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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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cia L. Liberty. Victims/Survivors, 75.
Patricia L. Liberty. Victims/Survivors,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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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도릭 교회의 신부이고 심리학자인 Stephen J. Rossetti 는 말합니다.


목회자는 신의 형상 지참인 (Bearer)이고, 진실과 현실의 상징적 대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힘을 악용(Abuse)할 때 그 악용은 변호사나, 의사나,
치료자 등 다른 직종의 전문인이 악용했을 때와는 절대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학대 (Abuse) 할 때는 하나님의 모습이 깨지기 때문이리고 했습니다. 93



그래서 영성치료는 바로 그 토대(Foundation), 즉 인간 존재의 기본 (Bedrock)의
재건입니다.



바로 그 수준에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의 행동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을 때 한개인이 그동안 보유했던
가치관과 믿음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처를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피해자들더러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라고 한들 그 토대(Foundation)가 묺어졌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성치유는 목회자 성추행의 결과로 얻은 심호한 아픔, 슬픔, 혼동,
노여움 (Anger), 격노 (Rage), 공포, 절망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으로 부터 나오는 (Out of) 길은 그 고통을 통과하므로 (Through) 서입니다.



시편기자는 "나의 심오한 가슴 깊이에서 부르짖는다"고 했습다.



그래서 치유는 그런 깊이에서 시작합니다.



치유는 구해내고 (Saving), 분류하고(Sorting), 무엇을 도둑맞았는지, 무엇이 아직 남아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구조될 수 있는지, (Salvageable), 무엇이 회복될 수 없을만큼 파괴되었는지를
정밀이 조사하는 (Sifting) 작업입니다. 94

93

94

Patricia L. Liberty. Victims/Survivors, 76

Patricia L. Liberty. Victims/Survivors,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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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사전 예방 (PREVENTION BEFORE THE FACT)


목회자로서 우리는 우리 모두의 역할을 저버리고 우리들에게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범하면서 우리들 목회 관계의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위험에 서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자의 성 폭행사건이 일어날 때 모두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앞장에서 너무도 잘 알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알고, 자신을 돌본다면 우리들이 섬기고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들 개인의 결핍을 알고 그것을 절절하게 관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우리들의 목양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부당하게 강요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에 있어서 우리들의 힘/권력을 인식하고 그 힘이 우리들이
섬기고 감독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인식한다면 우리들은 그 힘을 남용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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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후임목사들의 입장:
1) 스트레스 관리 필요: 후임목사들을 위한 지원그룹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성폭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애도 (Grief) 하게 됩니다.



과거의 목사로 부터 받은 상처는 완전히 무시하고 현재의 후임목사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분노와 실망을 후임목사에게 모두 전위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임목사는 이런 중상을 입은 교회의 역동력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치료자나 목회상담자나 종교상담자 (Spiritual Director) 를 맞나보아야 합니다.



노회의 해당위원회가 지원모임을 시작할 수 도 있고,



몇명의 후임목사 자신들이 함께 지원모임을 시작할 수 도 있습니다.

Hopkins, Patricia Liberty 와 Deborah Pope-Lance 등이 개발한 지원그룹의
지원모임형성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회자 성추행에 대한 지식과 이로 인해 상처를 입은 교회를 이해하는 전문인 지원모임
지도자를 찾으십시요.


그리고 그에게 현재 상처를 입은 교회사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요.



당신 지역에서 초교파적으로 하십시요. 이방법은 창피를 줄이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의 그룹형성 참석자들을 모으십시요.
응급을 제외하고는 빠지지 않도록 결의하십시요.



참석자들로 하여금 자기들 교회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주고
성폭행으로 인해 얻은 여러가지 문제해결을 위해 그룹의 지혜를 얻게 하십시요.



이 것은 목회자들의 모임이므로 치료 그룹이 아니지만 참석자들의 가족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노출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누구의 격려로, 가족중에서는 누구의 후원으로 목사가 되었는지,
 자신들이 성장한 가정에서는 스트레스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현재 가정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며, 가족관계는 어떠한지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후임목사로서 얼마나 분노를 겪는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95

95

Deborah Pope-Lance, Introduction, X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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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관리: 생존에서 성장으로 (From Surviving to Thriving) - 옮겨가야합니다.


정규적으로 지원모임에 참여하는 일 외에 후임목사는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챙겨켜야합니다.



정규적으로 운동하고, 묵상하고, 계획된 여가시간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규칙적으로 수면하고, 식사하는 습관등은 목회자 전문직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는데에 지대한 도움이 됩니다.



즉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관리를 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후원을 충분히 받는 후임목사가 교회를 목양하면 교회는 과거에 체험한 배신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의 지시를 따라 자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으로 부터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96



후임목사는 자신 개인의 생활과 목사로서의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므로서 교회의 신뢰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추행이 있었던 자리에 후임목사로 섬기는 일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도 생존하고, 교회도 회복해야 합니다.



후임목사가 성공적으로, 건강하게 살아남는 길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모든 자원 (Resource) 을 찾아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잘 활용해야한다.



대개 후임목사들은 일에 너무 쫓겨 자신이나 가족을 등한시 하게됩니다.



후임목사는 교회와 교단 리더들과 자주 교통하여 목회자의 추행의 특수성에 대해
교육받고, Coach 가 필요하고, 자신과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교단지도자들은 후임목사를 위해 가능한 자원들을 찾아주는 일을 해야합니다.



자신이 후임목사로 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런 자원들을 찾아놓고 살아남을 준비를 해
놓고 그자리에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일 후임목사가 성공적으로 살아남지 못하면 교회에 더 큰 화를 미치게 하고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하는데에 지장을 줄 뿐입니다.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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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임목사는 목회자가 잃은 신임을 회복해야합니다.


성추행 사건 후에 부임되어온 후임목사는 사고현장에 처음에 달려간 응급의료치료반과
같이 느낄 것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달려간 응급의료치료반은 모든 것에 다 주의를 기우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과 경험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말라고 가르칩니다.



응급의료치료팀은 파손된 자동차의 파편들을 치우려고 하지말고,



교통정리도 하지말고, 오직 의료팀으로서 해야할 일만을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즉 사고 피해자의 의료위급사태 치료에만 정신을 모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추행사건 후에 온 후임목사들도 응급치료팀 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음.



후임목사는 목사의 직분만 수행하고, 교인들에게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해야합니다.

4)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할 일을 현명하게 가려낼 줄을 알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인도, 가르침, 여러가지 의식의 지도, 행정관리, 상담 등 목사가 하는 일상적인 요구
위에 복합적인 위기상황과 요구 (Demand)가 후임목사에게 제시될 것입니다.



후임목사에게 매스컴이 이야기 하자고 부를 것이고, 목사는 나쁜소문을 저지시키고,
떠나가는 교인들을 붙들어야하고, 헌금하강을 회복하고, 교회조직의 활력 (Viability)을
회복하고, 무능한 리더들을 대치하고, 교인들의 실망과 분노와 비탄 (Grief)을 가라앉히는
일등을 해야하는 입장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후임목사는 사건의 제일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방관자들,
교회전체와 , 지역사회, 동역자 목사들, 그리고 추행한 목회자의 가족을 영적으로 목양하라고
요구될 것입니다.







후임목사는 범법자를 책임지는 치리작업에 조사관과 협력해야하고,
교단지도자들에게 알리고,
[사건을] 노출시키는 회의에 참석하고,
정식으로 고소를 준비하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고소와 소송절차를 도와주고,



교인들과 친구들의 질문과 관심에 답을 하도록 말려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추행이 일어난 후 개인들과 교회에 도움은 되겠으나
후임목사는 목사와 목회자 임무의 입장의 신뢰회복이라는 큰 과제가 주언진 이상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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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일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지를 가려내야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합니다.



예를 들면 법적인 것이나 , [사건의] 조사 작업이면 번호사들이나 재판소의 할일이고,



장기간의 상담은 상담자 (Therapist) 들에게 맡기는 것이 상책입니다.



Media 와 만나는 일, 범법한 전임목사에게 통제(Restriction)를 말하는 것,
추행사실을 교회전체에 알리는 일등은 교회리더십이나 교단의 직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9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사건해결에 개입이 되었건 간에 후임목사는 설교자, 교사,
집전자 (Celebrant), 행정책임자의 임무만을 수행하면 됩니다.



후임목사가 말을 잘 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번호사들은 후임목사가 전임자의 수감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목사의 말이 중상모략죄 (Slander charge)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리더들이 추행사실이 알려지면 헌금이 줄어들까봐 후임목사가 추행사실을 감추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행사실은 교회전체에 공포되지않고 감추어지면 교회의
회복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후임목사의 임무가 교인들의 신앙을 돌보는 것이 근본 임무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후임목사의 근본사상을 뒤집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인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합니다. 100



모든 목회자 추행의 경우에 있어서 목회자 임무 (position)와 목사에게 준 신뢰가 위반된
것이고, 이 신뢰의 배신은 목사직과 목사의 명성(Reputation)을회손한 것이 되며,
추행이 일어났을 때 전임자는 목사로서의 책임과 역할 수행에 실패한 것이됩니다.



그러므로 목사직(office)과 ,목사의 신뢰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후임목사는 전임목사
보다 더 잘 해야되고 그 자리가 요구하는 직책을 완수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 후임목사는 "목사는 유능하게 목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어야합니다.



추행이 벌어진 자리에 다른 목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배신당한
회중은 신뢰를 다시 체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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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가 아마도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고, 신뢰하기 어렵고, 시간을 엄수치 않고,
일을 마루리하지않고, 신뢰감을 주지않았고,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 수도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임목사의 첫째로 해야할 일이 기본으로 해야할 일을 충실히, 공정하게,
믿을만하게 해내가는 것입니다. 101

5.




경계선을 지키는 것은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경게선 (Boundary) 을 지키는 일은 성적인 것 뿐만 아니리 목회제반사에 있어야 합니다.
교인들하고 date 하는 것 같은 점심식사를 삼가고,
깊은밤 시간에 받는 보고(debriefings)일 같은 것을 삼가고,



돈을 빌리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고,



토론할 때 입을 막아버리는 처사등은 불안하고, 버릇없는 처사이고, 목사로서 교인들을
존경하지 않고, 목사의 역할에 대해 혼동하게 하니, 비윤리적인 처사를 삼가라는 말임.



윤리적인 예의를 지킴은 더 이상의 상처를 막아줍니다.



자신을 잘 돌보고 한계를 지킴이 복잡한 목회관계에서 후임목사의 위험성을 줄입니다.



후임목사가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일일이 얽히고, 섥히고, 꼬일 때 자신의 감정을
교인들에게 전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자신의 심리상태, 자라난 배경등을
심사숙고해 보므로 자신을 아는 일이 바람직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라난 가족상황, 배경, 가족과의 관계, 경험등을 알면, 자신의 처신에 대한
단서 (Clue)를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차례, 형제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신이 부모일 때 양육방법등은 후임목사의 현재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후임목사가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지를 받았는가, 학대를 받았는가 ,혹은 혼동
하였던가에 따라 현재 자신이 교인들과의 관계, 현재 처해있는 상황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어렸을 때 사랑이 결핍한 목사가 후에 교인들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받고자 원한다면
사랑을 주어야하는 목회자가 부당하고 비효과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 봄이 없으면 후임목사는 목회에서 교인의 욕구보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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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자신과 자신의 배경을 알고, 적절하게 치료/회복하는 길이 훗날 성공적으로
목회할 수 있는 질음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102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직접 목양을 할 책임이 후임목사에게 있지만 시간과 많은 정력을
요하는 일이므로 다른 전문인 상담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목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중립을 지키는 것도 현명한 처사입니다.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후임목사가 반대편 입장에 서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선임자의 추행이 들어난 후 부터 후임목사의 자리가 몹씨 도전받는 자리가 됩니다.



후임목사는 사건을 보고함에 있어서도 자신이 하지말고 교회대표로 하여금 적절한 기관에
(교회전체에나 교단등에) 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같은 일을 겪은 다른 교회의 예와 올바른 처리방법을 교회의 지도급들과 나누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지도급들이 보고하기를 꺼려할 때 답답해서 후임목사가 스스로 보고하고 싶어질 수 도
있는데 이 때 그 후에 올 문제들을 미리 고려해 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후임목사는 교단책임자들에게 선임목사의 추행건을 감추려고 하고 발표하기를 꺼려하는
교회리더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맡길수 도 있습니다.



후임목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자신이 할일은 고통받는 교인들, 즉 피해자와 그
가족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그들에게 정의를 행함과 온 교회에 치유를 가져옴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란한 경우에는 교회지도자들, 지역사회의 지도자들, 교단지도자들을 사용하고,
자신을 중립을 지킴이 필요할 때 가 많다는 것입니다. 103



1) 전임자의 잘못을 묻어두어서는 치유를 할 수 없다는 사실,



2) 그 추행을 밝히되 자신이 하기보다 현명하게 처리할 것



3) 교인들, 특히 피해자의 목양에 주력할 것 등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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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자신의 평가 대조표 (Self-checking list)
자신을 어떻게 care 하는지 share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entor 가 있는지. 그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도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과거 경험 (Personal History)
나개인이나 가족의 역사가 (경험)성학대,술,마약남용,기능이상(dysfunction)을포함하는가?
예

아니요

예

아니요

(통계적으로 당신이 성 학대를 포함한 학대를 받을 확률이 여자는 3 명에 1 명,
남자는 7 명에 1 명이다. 셩폭력의 희생자가 30 대가될 때까지 이에 대해 인식하지 못함이 보통이다).
1) 나는 나 개인이 과거에 경험한 문제 감정을 인식하고 있는가? 자신을 아는가?

예

아니요

2) 나는 나의 과거 경험에 있어서 치유를 필요로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지적할 수 있는가?
3) 성 학대, 술, 마약 남용하는 가정환경에서 온 사람에게는 경계를 유지하는 일이 어렵다.
이런 경험을 한 여성들은 폭행을 당할 수있는 약자 입장에 놓일 수 있고, 이런 경험을 한
남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경계선을 범할 수있는 더 많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예

아니요

4) 나는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다룰 일보를 시작했는가? (take steps to address)

성심리적 온전성 (Psychosexual Integration)
예

아니요

1) 나의 성의 경력에 대해(sexual history) 누구하고(전문가나 친구) 의논한 일이 있는가?

예

아니요

2) 나는 나의 성향(sexual orientation)에 대해 편안한가?

예

아니요

3)나는아이들,피상담자,교인,직원과같은부당한성적대상에대한나의성적인공상
(fantasy)을 감시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4) 나의 개인 우정과 친밀한 관계는 정당한 것인가? 소위 연령은 적당하며, 그리고 나와
목양관계에 있는 사람이 개입된 것은 아닌가?

예

아니요

5) 나는 나의 정서적이고 성적인 결핍을 인정하고 욕구를 정당하게 충족하고 있는가?

개인으로서, 전문인으로서의 자신 (Personal/Professional Self)
예

아니요

1) 나는 나의 개인의 결핍을 나의 직장 밖에서 충족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2) 나는 나의 전문직 역활에서 가진 교유한 힘(권력)을 인정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3)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힘(권력)의 영향을 -예를 들면, 어떤이 들에게 그 힘이 과시하는
매력 - 나는 인식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4) 나의 힘/권력 때문에 경계선을 범할 수 있는 잠재세력에 대해 계속깨어있 는가?

예

아니요

5) 나는 나의 목양관계에서 경계선을 범할 때의 결과에 대해 의식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6) 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자문과 감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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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목양 관계에서 경계선 유지를 위한 10 가지 지침
1. 상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작정


상담자로서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상담을 하지 말라.



성폭행 상담 훈련을 받지않았으면 피해자, 피해생존자, 그들의 폭력을 다루기 위해
가해자 등을 상담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라. 피해자를 두 번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상담하기로 작정하면 한계를 정하라


교인들을 상담 할 때 데이트나 다른 사교적인 만남을 암시하는 환경을 피하라.



사전에 상담의 시간과 횟수 등을 제한하라.

3. 성적인 감정을 관리하라






목회자 자신과 교인, 피상담자, 학생, 직원과의 성적인 감정을 알아차리라.
이런 감정이 있을 것을 기대하라.
이런 감정을 인식하면, 상관(supervisor)에게 그런 감정을 알리라.
그러나 그런 감정을 느끼는 상대에게나, 다른 교인이나 직원에게는 알리지 말라.
관계를 성적화(sexualize)하지 말라.

4. 성적화한 행동을 금하라
 어떤 목양관계든지 성화하지 말라.


만일 교인이나 직원이 당신을 향해 성적으로 끌거든 같은 방법으로 반응하지 말라.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유지, 목회관계를 재확인하고, 동료, 자문위원,
상관(supervisor)에게 자문을 구하라.



만일 목회자가 교인과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면
목회자의 역할은 끝나고, 목회자의 자리를 내 놓아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5. 스트레스 관리와 자신을 돌보는 일을 하라
 당신 자신을 육체적으로, 정서적, 영적으로 돌보기 위해 오락시간을 가지라,
 자신과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하고, 수양시간(retreat)이나 교육 휴가를 가지라.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 당신이 참가하고 있는 교회 밖의 활동의
목록을 작성해 보라.
 교회는 목사가 자신을 돌보도록 경제적으로나 후한 휴가정책을 통해 후원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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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중 관계를 피하라


교인, 피상담자, 고용인, 학생, 직원과 목사이면서 애인 이중 관계를 맺지 말라.



둘 다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기로 결정했으면 목양 관계를 끝내고 떠나라.



당신이 두 가지 목양관계에 있는 교인, 피상담자, 고용인, 학생, 직원과 이중 관계를
피하라 (그 사람의 목사이면서 그의 손님인 경우).



당신이 교인에게 목사이면서 친구 관계가 되는 사람들과 이중관계를 맺지 말라.



만일 이중관계가 불가피하거든 (당신이 작은 동네에서 일할 때 당신이 그를 감독하면서
그의 목사일 때, 신학교의 신부이면서 가르치기도 할 때)
그 고유한 문제와 그 개입된
개인과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의논하고, 이중관계를 제한하는 가능한 한의 경계를
정하고, 목회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을 함께 정하고 이중성에대해 터놓고 대화하라.

7. 개인 관계, 가족관계와 친밀의 욕구
 당신의 개인적인, 그리고 가족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 관계를 보존하고 성장 시키라.


점검을 위해 당신 교회의 교인 관계가 아닌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라



교회는 이를 후원 할 의무가 있다. 예: 모성, 부성휴가(maternity/paternity leave),
노인/어린이 돌봄, 사별휴가(bereavement leave)를 후원하는 정책을 통해서 목사의 일량을
적당히 유지하도록한다.

8.




일중독과 과로를 피하라
고용 계약과 그에 따르는 기대에 대해 확실히 하라
분명히 교회는 고용계약서와 기대하는 바를 명확히 표시해야한다.
당신의 전문성 이상의 형편에 직면할 때 자문 받거나 의뢰하라.



당신의 노동량이 부당하거나 수행하기 어려울 때 이를 상관이나 자문위원과 의논하여
처리하라.

9. 감독과 평가(Supervision and Evaluation)
 상사(Supervisor)가 주기적으로 당신과 함께 당신의 지위를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하라.
만일 그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든.
10. 고립을 피하라.
 고립을 피하기 위해 동료들과 접촉(연락)을 유지하고, 정규적으로 자문을 받으라.
 교회는 목회자들이 목양관계의 경게선에서 방황하거나 고의적으로 넘는일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교회는 직원이나 고용인이나 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개인적인 그리고
전문인으로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야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할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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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예방을 위해 교회가 준비할 일
1. 교회가 알아야 할 일들
 목회자 성추행사건을 겪은 후 교회는 어떻게 앞으로 같은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 염려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저절로 예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어난 사건과 자신들이 무엇인가 이미 했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추행한 목회자에게 분노하고, 사건에 개입하고 목사를 해고하고, 조사에 들어간
교단책임자에게 화가 납니다.



어떤 교회는 고도의 경계와 규칙을 바탕으로 행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모든 모든 관리와 힘을 포기하고 더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경험하지않은 교회는 추행의 자극이 없이는 경계선 (Boundary) 에
대한 훈련, 행정정책을 재검토하는 등의 예방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교회에서는 그런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뱡은 시간과 정력을 필요호 하고 때로는 돈이 들고, 대부분의 교회는 자력 (Resource) 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104



공개체제 (open system), 고소과정의 분명한 접근-clean access for complaint
process)을 열어놓아야 한다.





교회나 회당의 당회/워원회는 직원의 전문적인 염려/관심사에 적극적으로 개입 할 것.
목사와 평신도간의 지도력 분담(shared leadership) 할 것.
목양 관계에 있어서의 비밀보장에 대한 분명한 정책과 지침을 세울 것.



모든 목회자들, 평신도와목사의 교용계약서를 작성해 둘 것 (유급이던 자원봉사자이던).



특히 상담을 하도록 허락되고 기대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누구를, 무슨 문제로, 어디서,
얼마동안, 누가 감독하고, 자문을 위한 기구/조직(mechanism), 언제 의뢰 할 수 있나?



목회자들에게 요청된 일에 대한 적당한 기대와 그에게 기대하는 숙련/솜씨의
수준(skill)을 알것.




목회자들이 자신을 돌보(self-care)도록 장려하고 후원하는 정책과 경제적 후원.
감독, 자문, 동료 접촉을 위한 기구/조직이 있어야 할 것임.



목회자의 일에 대한 정규적인 재검토와 평가가 있어야 함.

104

Nancy Biele. Creating Safer Congegations. Beth Ann Gaede, ed., When a Congregation is Betrayed (Alban Institute, 2006),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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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의 분위기 (The Congregational Milieu) 를 파악하라


우리가 어느교회의 교인이 될 때는 우리자신 전체 - 가족과 그들의 복합성 (Complexity),
그들의 필요 등 을 가지고 간다.



우리의 전문적인 생활과 기술도 가지고 간다.



우리의 전통과 신조와 함께 가문의 종교와 우리의 최근의 영성갈망 등을 가지고 간다.



우리는 또한 예배와 기도에 각각 다른 역사와 생활의 배경을 가진 수백의 다른사람들과
합세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란 복합성을 가지고 끊임없는 변화와 역할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공통기반(Common ground)을 형성하면서 이런 복합성을 존중해야한다.



분명한 선교, 잘 훈련된 지도자들과 적당한 (Approprieate) 지도체제, 건전한 대화방법
(Pattern) 등은 공통기반 (Common ground)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이다. 105

3. 분명한 선교 사명 (A Clear Mission) 확립하라.


교회의 공통기반의 한 국면(Aspect) 은 그 교회의 선교이다.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어떤 교회는 오래전에 시작했지만 시작의 원인을 생각해 보지 않는 반면에 다른 교회들은
시대와 변화하는 욕구 (Need) 에 반영하는 선교성명서 (Mission statement) 를 열심히
개발하기도 한다. 선교성명서는 교회를 인도하게될 교회의 철학과 가치관을 설정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의 목적이 투명성을 잃고, 뒤엎어지고 (Subverted), 무관심(Apathy)
이나 독재자의 지령이 추행이 일어난 교회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데 선교성명서를
회복하거나 , 투명한 목적을 개발해야 한다.




많은 선교성명서에는 "교회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안전한 곳이라"고 쓰여있다.
교회는 추행과 함께 동시에 환영하고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없다.



추행사건 후에 선교성명서를 재 검토하거나 다시 쓰는 일은 교회의 가치관을 되찾고 교회의
부끄러움을 줄이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선교성명서는 또한 예방도구도 된다.



교회의 목적이 뚜렷한 교회에는 추행에 이르는 상황을 키울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선교는 교회가 이해만 할 것이 아니라 포용해야한다.



직원이나 당회원 개인 목적이 선교수행 (Mission commitment) 보다 앞서면 그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힘과 권위를 악용할 위험성이 있다. 106

105
106

Nancy Biele. Creating Safer Congegations,148.
Nancy Biele. Creating Safer Congegations,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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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훈련된 지도자들 (Well-Trained Leaders) 확보하라.


교회가 선교지침을 분명하게 하면서 교회의 지도력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추행사건이 발견된 몇주 후에 교회가 당회원들이 교인들에게 신탁 (Fuduciary)
책임있다고 평가를 받고 법적인 책임을 맡기는 것은 절대로 적절한 때가 아니다.



그러나 이때에 교인들은 이런 책임감을 배우게 된다.



어떤 교회는 사건 후 외부의 고문을 불러드릴 때 까지 거의 모든 위원회가 해산된
상태였다.



여러해 동안 선거하는 일도 없이 목사가 행정관 (당회)을 임명했고, 홀로 남아있는 것이
인사위원회 회장이였는데, 아무도 교회에 성추행이 있다는 불평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바람직한 방법은 당회가 책임을 재 확립하고, 위원회를 재 조직하고, 책임을 지우고,
이전의 건전한 제도를 회복하거나, 새 것을 조직해야한다. 당회의 책임이다. 107

5. 건전한 대화방법 (Healthy Communication) 습관을 키운다
 선교를 후원하기 위해서 건전한 대화의 통로가 열려있아야 한다.
 누가 뉴스레터를 책임졌고, 교회주보의 광고를 맡았으며, Website 를 update 하는가?
 건강한 교회에서는 정직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 문화를 조성해야한다.
 E-mail 이 편리하기는 하나 때로는 잘못 해석이 될 수 도 있다.


열린대화, 정보교환, 일과 시종일관한 멧세이지 나누기 등이 안전한 교회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8



주로 한국교인들 중에는 직접대놓고 말을 안하고, 뒤에서 욕하거나 불만을 가슴에
안은채 Passive -Agressive 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꾀 있는것 같습니다.

107

Nancy Biele. Creating Safer Congegations, 148 -

108

Nancy Biele. Creating Safer Congegations, 149.

95
6. 정책과 조치 절차 (Policies and Procedures) 설정
 교회가 선교와, 지도력과 대화 방법과 관련해서 당회의 제반문제들을 다루는 한편 특정한
정책과 조치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주요교단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교회에는 어디엔가, 설합에 정책과 절차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 것들은 필수이고, 기록이고, 토론을 통해 통과되었으나 쇠퇴하게 내버려둔다.



그리고 말하기를 "목사가 항상 그렇게 했고 회계가 그렇게 했고" 한다.



어떤 교인들은 정책과 절차는 세속사업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니 교회에는 이런 상세한 정책과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회도 인사 (Personnel), 자산 (Asset), 책임/부담(Liability), 수입과 지출이
있으므로 일종의 실업(Business) 이기도 하다.



훌륭한 행정이 훌륭한 설교와 훌륭한 목회상담만큼이나 교회에 봉사가 된다.



정책과 절차가 없는 교회는 교단임원이나 다른 교회의 견본을 사용할 수 도 있다.



만일 교회에 이런 서류가 있으면 최근의 정책과 행정절차를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을 수립해 놓은 후에 교회제도가 달라졌는가?



교단의 법이나 필수조건이 변했는가?



물론 이렇게 검토해서 정책과 절차가 수립되면 사용해야한다.



이들은 개인이나 그룹이 시행할 때에만 효력을 낸다.



각자가 다 맡은바 임무를 교회를 위해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109

재정관리 정책 (Financial Policies)
 모든 교회에는 재정관리에 대해 기록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있어야 한다.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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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책 (Personnel Policie)


Job description(고용계약서) 과 누구 누구를 감독하고, 모든 직원은 정규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감독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교회 유급직원이 목사와 Part-time 비서, 관리인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대형교회는 다각층의 직원을 가진 교회학교이거나 간에 모두가 누가 자기들을
관리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 언제 어떻게 자신들의 일이 평가를 받는지를 알아야 한다.

인사위원회 (Personnel Commitee)
 휴가와 병가 규칙이 필요.


개인의 필요보다 교회의 일이 우선이라 휴가도 가지않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지
목회자들은 흔히 잘못된 장소 - 교회안에서 개인의 만족과 결핍의 충족을 찾는다.




그래서 성추행을 범하는 목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이들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개인의 결핍을 교회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교회밖에서 휴가와
가족과 함께 가지므로 자기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 인사정책에 약물이나 술을 사용하지 못하게하는 방침도 있아야한다.



교회는 목사에게 연장교육을 받으러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목회자로 하여금 밖의 세계에 나가 새로운 사고에 접하고 전문인으로서 성장할 수
교회는 도와야 한다. 110

못하는

여가를

있도록

교용과 해고 정책이 제대로 되어있는가? Hiring Staff and Using Volunteers



교단과 교회의 성추행과 성희롱에 대한 정책과 조치가 있는가? 모든 교단과 교회에는
성추행에 대한 정책과 조치가 설립되어있다. 다음의 사항들 포함하는가?
a. 교회와 치리기관은 성적추행이 비윤리적이라고 분명히 명시하는 정책이 있는가?
b. 조치 (과정)에는 어린이나 약한 어른을 범한 경우에 당국(Authority) 에 보고함과
동시에 추행을 고발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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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조사와 판결과정이 있는가?



고소자와 그의 가족을 위한 후원과 중재에 대해 있는가?



피고와 그의 가족을 위한 정보와 중재에 대해 있는가?



교회전체에 공고와 함께 교회를 후원하는 조항이 있는가

Nancy Biele. Creating Safer Congegations, 151.
Nancy Biele. Creating Safer Congegations,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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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회의 물리적 공간 (Physical Plant) 설치


교회안에서 성추행은 어느 구석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심지어는 목사의 집, 피해자의 집, 자동차, 모텔등 어디에서도 일어난다.



교회에서는 예방으로 목사방에다 밖에서 보이도록 유리창을 다는 교회도 많다.



보험회사가 이를 요구하기도 한다.



비밀을 요하는 상담을 할 때 에 이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기는 하나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 112

8. 모든 교인을 위한 교육 (Education for Everyone) 제공


만일 모든 교인들이 목회자의 성적인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목회자의
성추행을 얼마나 많이 예방할 수 있었을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훈련에 참가해서 배워야한다. 목회자들도 훈련을 받아야 한다. 113



그래서 신학교육에다가도 이런 과정을 필수과목으로 넣는다.

D. 지역적인 종교단체 (노회)의 책임 (Denominational Local System)
1. 모든 목회자들은 자문이나 감독을 받고 감독책임이 분명하게 정의 되도록 강력히
추천한다.
2. 정규적인 자문과 감독을 받도록 경제적인 뒤받침을 제공해야한다.
3.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들 간에 동료(collegial)와의 접촉을 가지도록 격려한다.
4. 목회자들과 그들이 섬기거나 감독하는 사람들 간의 성적 접촉/성적 행위에 관해, 그리고
범하는 경우의 결과를 포함하는 분명한 정책과 윤리적 지침을 개발하고 수행해야.
5. 모든 목회자들과, 평교인, 전문인 -유급이던 자원봉사자 이건 간에-들을 위한 분명한
직업명세서 (job description) 이 있어야 한다.
6. 각자의 직업명세서에 의거하여 정규적인 일 수행평가를 하여야 한다.
7. 목회자들이 적당한 양의 일을 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주기적인 정밀검사가 필요
8. 경제적 뒷받침을 동반하는 교육 휴가를 포함한 후한 휴가 정책 (유급이던
무급이던)을 통해 목회자들이 자신을 돌보도록 후원하고 장려해야한다.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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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뢰 기구를 제공 (Provide mechanism for referral) -적당한 의뢰 자원들의 목록을
보유할 것.
10. 신학생들에게 전문인의 윤리에 대해 준비시킬 것.
11. 전문인의 윤리에 대해 모든 목회자들에게 연장교육을 시킬 것(continuing

education).

F. 목회자에 대한 교단의 제도적인 책임


개인 목회자들에 대한 책임과 함께, 교회는 건전한 기관 풍조를 조성하고 유지함으로서
경계를 보존 할 수 있다.



만일 범법자가 복귀해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그 때는 고용인 (교회 혹은 치리기관)이
법적으로 교인들을 위험에 빠뜨린 법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종교기관의 기관 건강 -교회, 신학교, 교단 - 은 다음의 것을 필요로 한다.

교단/사법 차원에서(At the denominational/Judiciary level)
 전문인의 윤리에 대해서, 특히 목회자와 교인, 피 상담인, 종업원, 학생, 직원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접촉/성적화 한 행동에 관해 정책과 조치를 공포할 것.


공개 체제(open system)(분명한 고소 과정의 접근 성-clean access for complaint process).



안수, 활당/지정(assignment)과 고용과정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할 것



특별히 전문인의 윤리에 대해 목회자들을 연장 교육을 시킬 것.



목회자들이 개인적인 그리고 영적인 건강과 성장의 기회를 가지도록 격려하는 정책과
경제적 후원.



목회자들이 고립상태에서 일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자문하고, 동료와의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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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정책과 진행에 대한 지침
Guidelines Concerning Policy and Procedures) Samples



여러분 교회에 성문제에 대한 지침 있습니까?
여러분 교단에는 있습니까?

조직의 규칙(System Rule)
1) 어떤교회는 형식적인 헌법, 정관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 목회자 중심(Clergy-centered)의 권위주의
(Authoritarian) 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족은 추행을 범할 위험성을 지닙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강력한 한 중심인물에 의해 인도를 받아왔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그 인물에게 감히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역할에 대한 정의와, 어려운일, 특히 목회자에 관한 대화의 로선이
불분명합니다. 114

2) 비공식적인 규칙은 말은 안해도 전체가 공인하는 행동이 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반 (baptismal font) 은 항상 교회의 뒤의 오른쪽 구석에 놓이고,



항상 8 시와 10 시에 예배를 드리고, 넷째 주일에 성만찬하고,



투표는 거수가 아니고 항상 무기명으로 하고 등입니다.



이 마지막 무기명 투표는 교인들이 서로의 생각을 알 길이 없어 누구와 의논하고 ,
누구를 설득시키고 등을 알 길이 없어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115

3) 무언을 요구하는 규칙 (Tacit rule):

114



예를 들면 비밀을 지키라, 배를 흔들지 말라. 목사사 항상 옳다.



이런 방법이 교회의 과거의 상처에서 오던지, 지도자 개인의 생에서 오던지 간에



목회자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반응하기에 교인들을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이런 교회는 매우 방어태세를 가진 회중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는 겉으로는 평정을 지키고 건재하게 보이나



안으로는 문제를 안고 있고, 외부에, 서로에게 열지않는 교회입니다. 116

Candace R. Benyei. Systems: Identifying the Roots. Beth Ann Gaede, ed., When a Congregation is Betrayed (Alban Institute, 2006), 37.
Candace R. Benyei. Systems: Identifying the Roots,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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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회의 책임- 교회가 무엇을 해야하는가? (The Congregation's Needs)


교회제조직은 희생자/생존자와 가해자에게 적절하게, 올바르게 반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직원으로 남아있는 목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전문직과, 보조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결정권과 책임을 가진 평신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교회 전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한, 두번의 공동회의



징계법칙 필요



계몽 (enlightened) 된 법률 고문필요



성 추행문제를 잘 이해하는 교단 지도자 필요.



이런 문제에 대해 훈련받은 유급 전문가 필요.



훈련받은 반응팀 (Response team) 필요.



가해자를 위한 공평한 진행 (가해자와 가족에게) 필요,



성추행문제를 다룬 경험과 지식과 훈련이 없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반응함은 재난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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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상의 변호 받기(ATTORNEY'S: FINDING THE BEST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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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미 벌어지고 위기는 닥쳐왔다. 교회는 본의아니게 (Involuntarily) 성추행 결과에
개입되었습니다.



모든 반응은 연쇠반응을 일으키게 되어있습니다.



교회가 의도하지않은 결과에 대해 법은 충분히 행세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함정이 사방에 널려있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왜 교회가 변호사가 필요하고, 어떻게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며, 요금지불은 어떻게
해야하며, 어떻게 변호사와 거래를 해야하는가도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Nancy Myer Hopkins. The First Respon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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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대들이 목회자의 성추행의 결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과 교회 관계에, 그리고 그들과 상대함에 범적인 분파 (Legal ramification) 가
걸려있습니다.



관심있는 상대, 그들과의관계함에 다음과 같은 법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건 어른이건, 교회안에서 일어났건, 밖에서 일어났건간에 [그교회의
목회자가 저지른 추행에 대해] 교회는 기관으로서 피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게됩니다.



배심원들은 추행을 막지못한 교회를 동정하지 않고 ,관대하지 (Tolerate) 도 않습니다.



이런경우에 교회에다 수십만불이나 그이상의 벌금을 지불하게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교회는 자기들의 목회자나 직원에 의해 상처입은 사람들을 빙빙돌리다 내쫓는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포용하므로서 지원해야합니다.



흔히 교회가 동정하고 지원하는 태도로 나왔으면 교회는 많은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118

결론 (Conclusion)
지금 까지의 강의 내용에 대해 feed back 하실까요?
 도움이 될만한 점.
 시정했으면 하는 제안.
 기타 제안.



118

기도로 끝난다 End with prayer

Richard B. Couser. Attorneys: Finding the Best Advice. Beth Ann Gaede, ed., When a Congregation is Betrayed (Alban Institute, 2006),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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