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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기간 많은 
국가에서 가정 폭력이 증가하고, 
국가 핫라인이 있는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과 남성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가정 폭력은 사회와 교회 내에서 숨은 골칫거리가 
되어왔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눈감아주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가정 폭력은 
죄악이며 생존자에게는 평생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는 
언제 어디서든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불의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정 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는 세계성공협의회
(ACC) 결의안 15조 7항과 16조 3항을 상기하며,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한 시기에 대응을 돕는 본 자료를 읽어볼 
것을 추천합니다.’

세계 성공회 사무총장 주교 
Josiah Idowu-Fearon 박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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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코로나19는 전 세계 지역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각국 정부는 
감염병 대유행 통제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택 격리와 같은 몇몇 
조치는 가정 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을 확산시키고 심각성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국가 가정 폭력 핫라인에 신고 전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조치 때문에 가정 폭력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가정 폭력을 저지른 
데 책임은 가해자에 있습니다. 가해자가 
선택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정부 조치는 
생존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거나 폭력적 
환경에서 탈출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긴장이 고조되고 
자금이 부족하면 학대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유해한 환경이 악화됩니다. 

교회는 도움이 필요할 때 빛과 피난처가 
되도록 지역 사회 안에 잘 자리 잡고 
있으며, 정부가 손을 뻗을 수 없는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혈육을 등지지 
않은 것처럼 서를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본 문서는 교회 지도자와 
평신도(일반 신자)가 좋은 관례를 
참고하여 그때그때 가정 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침서입니다. 

인식(recognise), 대응(respond), 
인계(refer) 및 기록(record)의 앞 
글자를 딴 4R 접근법은 생존자의 
대응 능력을 박탈하지 않고 무엇이 
필요한지 외부에 알림으로써 생존자 
대응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사용됩니다. 
인식(recognise), 회개(repent), 
물러나기(remove), 인계(refer), 보상
(restitution), 기록(record), 검토
(review)의 앞 글자를 딴 7R 접근법은 
가해자가 학대를 중단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프레임워크로 
사용됩니다. 본 안내서는 신학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가정 폭력이 

무엇이고 얼마나 만연한 문제인지에 
관해 다룹니다. 그 다음에는 남성의 
참여와 변화를 옹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두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설명합니다. 기도는 대응의 일부이나 
학대 생존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도 필요합니다. 

가장 지배적이고 만연한 가정 폭력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 본 문서 전반에 
가해자는 ‘그’로, 피해자와 생존자는 ‘
그녀’로 지칭되었습니다. 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모범 원칙은 남성 학대 
생존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남성에게 
행해지는 가정 폭력 역시 지역 사회에서 
발생함을 인식하며, 가정 폭력의 
징후를 주시하여 남성 생존자도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여성의 능력과 더 이상 
학대하는 파트너와 함께하지 않거나 
생존에 성공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 
피해자보다 생존자라는 용어가 사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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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도 불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례 없는 
시기를 겪고 있으며, 각국은 전염병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물리적 거리두기. 가정 내 자가 
격리, 차폐, 봉쇄, 이동 통제 명령, 외출 
제한, 단기 봉쇄, 상점 폐쇄, 서비스 
중단 또는 제한된 시간 동안만 개방 등 
영업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정상적인 삶의 영역이 축소되고 식량·
주거·고용·보건·기타 사회 서비스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사회 간, 
또 지역 사회 내부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비롯한 기본적인 권리를 
크게 타협해야 했고, 특히 공동체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코로나19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사실 알아보기’ 
anglicanalliance.org/covid-19-
knowing-the-facts/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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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세상

하느님과 인간을 주제로 한 성서의 
이야기는 관계와 관계에 대한 갈망을 
다룹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 큰 희생을 치르셨으며, 
사람은 하느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추구합니다. 

관계는 인간의 번영,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가 누렸으면 하는 풍요로운 삶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와 전 세계 지역 사회에서는 관계가 부족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이나 태도, 가정, 고정관념, 편견, 기대는 
공동체 내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고 
부정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과 고정관념은 사회·문화·
교회·법률적 측면에서, 개인 및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문화적 견해와 성경을 
오해하는 데서 오는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타인에 대한 
통제와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인 여성과 여자 아이는 
사회의 불평등이 낳은 해로운 결과로 종종 고통받습니다.

젠더 기반 폭력은 여성과 남성,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 간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이는 전염병이나 
전쟁, 정치적으로 불안한 때에 종종 악화됩니다. 불평등한 
문화 규범이 수면 위로 떠 오르고 그러한 규범이 권력 남용과 
타인 통제를 공고히 하는데 이용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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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는 학대에 관해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며, 인간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촉구하십니다. 
하지만 사회에는 폭력과 학대가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인식과 인간의 
경험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슬프게도, 모든 사람은 폭력과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폭력과 학대는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짓밟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며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셨던 번영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는 평생 
지속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는 다윗 왕의 딸 다말 
공주가 오빠 암논에게 강간당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말이 입은 폭력 피해의 
결과는 상당했습니다. 그녀는 강간을 
당한 후 홀로 쓸쓸하게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폭력과 학대, 그리고 
피해자에게 남겨진 결과를 싫어하십니다. 
학대는 죄악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서 하느님께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대접을 받는지를 
보시고 ‘네가 배반한 너의 조강지처, 
약조를 맺고 혼인한 아내, 너의 짝과 너 
사이에 야훼께서 증인으로 나서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비밀을 꿰뚫으시고 학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말라기 2
장 14절은 하느님 앞에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겠다는 언약과 
약조를 상기시킵니다. 시편 11편 5절에는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을 가려내시며 
폭력 쓰는 자를 몹시 미워하신다.’라는, 
하느님의 명확하고 강력한 폭력 반대 
메시지가 담겨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를 폭로하고, 치유하시며, 사람들이 
정의롭게 행동하지 못할 때 권위에 
도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1
절에서는 간음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인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지키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다섯 명의 남편을 둔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존엄과 존중의 
자세로 여인을 대하셨습니다(요한의 
복음서 4장). ‘남편 된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편지 3장 19절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5장 29절은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도대체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기르고 보살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기르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학대가 발생하면 생존자들은 

학대에서 벗어날 피난처를 찾는 것이 
자신을 피해로부터 지키는 현명한 
조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시편 
22편 3절).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삶을 살고 
사랑스럽고 건강한 관계를 모델로 
삼으라는 부름을 받았으며,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모든 
일에서 번영하게 합니다.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3장 4~7절은 사랑이 
무엇인지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분명 하느님께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학대하지 말며 사랑하라는 부름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가정 폭력 또는 
젠더 기반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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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이란 무엇입니까?

가정 폭력이란 통제,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 폭력, 학대를 가하는 일 또는 
그러한 일의 패턴을 일컫습니다. 가정 폭력은 모든 나이대의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본 문서는 누군가와 연애 중이거나 연애한 적이 있는 성인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문서가 다루는 학대에는 신체적·성적·심리적·정서적·언어적·
재정적 학대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특히 여자 청소년*과 아동의 
취약성이 가중된 위기 상황에서, 여자 
청소년과 아동 성적 착취와 학대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조혼, 강제 혼, 임신, 생존을 위한 착취적 
성관계, 강간은 전염병과 위기 상황에서 
급격히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행동 통제란 가족과 친구, 지역 사회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등 여러 전술을 
사용하여 가해자에게 종속되거나 
의존하도록 고안된 일련의 행위입니다. 
강압적 행동은 폭행, 위협, 굴욕, 협박을 
비롯해 피해자를 해치거나 처벌하거나 
겁을 주려고 사용되는 기타 학대 행위 
또는 패턴을 일컫습니다.

가정 폭력의 핵심은 권력의 남용과 타인 
통제에 있습니다. 타인의 보살핌이나 
안녕, 삶 또는 자유를 고려하지 않은 
채 타인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용합니다. 학대는 
죄악입니다. 가정 폭력은 가해자가 
권리와 특권을 가졌다는 믿음, 여성 
파트너는 종속적이며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이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가정 폭력은 범죄 행위이고 범죄 행위로 
취급돼야 합니다. 

‘화가 날 때만 그렇게 행동한다’든지,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했거나, 정신이 
불안정할 때 학대를 저지른다는 근거 
없는 믿음에 유의하십시오. 학대에 
이바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대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학대하겠다고 
선택하고, 이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가정 폭력은 불건전한 행동(예: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소리를 
지름)이 발생하는 관계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불건전한 행동이 존재하는 경우 
학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 개인이 관계에서 상대방을 통제하려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불건전한 관계는 어떤 주제가 되었든 
논쟁에서 이기려는 의도가 있을 때,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죄책감을 느끼게 
할 때, 가정의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할 때 
가정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 (WHO) 는 청소년을 10
세에서 19세 사이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대다수 청소년은 UN 아동 권리 협약에서 
채택된 ‘아동’의 연령 정의, 즉 18세 미만 
범주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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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전 세계 여성 3명 중 1명은 친밀한 파트너에게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이 비율은 70%가 넘어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가정 
폭력은 일어나는데, 그 양상은 대체로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정 폭력과 
유사합니다. 가정 폭력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엔 여성 
기구에 따르면, 하루에 약 82명의 여성이 
현 파트너 또는 과거의 파트너에 의해 
고의로 살해당합니다.www.unwomen.
org/en/what-we-do/ending-violence-
against-women/facts-and-figures. 
젠더 기반 폭력, 성폭력, 친밀한 파트너가 
가하는 폭력 등 모든 형태의 폭력은 
여성이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와 
다른 성병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젊은 여성과 청소년 여성에게 

친밀한 파트너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몇몇 환경에서 최대 
45%의 청소년기 여성은 첫 성관계가 
강제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경험한 젊은 여성은 다른 
여성에 비해 HIV에 감염될 확률이 50% 
더 높습니다(UNAIDS 2015c, 37). 

코로나19 동안 사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젠더 기반 폭력이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가정 
폭력이 약 33% 증가했습니다. 자신의 
국가에서 가정 폭력 수준이 어떻게 
변하였고 코로나19 동안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해보십시오(부록 2
도 참조하십시오). 가정 폭력은 젠더 

문제입니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압도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일부 남성들도 가정 폭력의 피해자 또는 
생존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대는 
잘못된 행위로, 반드시 멈추어야 하며 
생존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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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가정 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코로나 봉쇄 기간 또는 정부가 외출 금지 공지를 내렸을 때, 많은 국가에서는 가정 
폭력 건수와 국가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핫라인 전화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봉쇄 
첫 달에 8만7천 건의 전화가 걸려왔고, 
말레이시아 국가 핫라인 전화 건수는 
44% 증가하였습니다. 케냐에서는 한 
남성이 16세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가해자는 정부가 
시행한 코로나19 봉쇄를 같이 견딜 
여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여성을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Human 
Rights Watch, 2020년 4월 자에서 발췌 
www.hrw.org/news/2020/04/08/
tackling-kenyas-domestic-violence-
amid-covid-19-crisis). 

학대자는 격리를 핵심 전술로 
활용합니다. 코로나19 동안 정부가 
외출을 금지하면 학대 생존자의 
탈출구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학대자는 봉쇄 중에 여성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다시피 하고, 
그 결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제한 조치 때문에 또는 남성 
파트너가 돈 쓰는 것을 통제하고 음식, 
비누, 위생용품 등 건강과 개인위생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물품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외출할 수 없습니다(이를 재정적 
학대라고 부릅니다). 학대자는 여성의 
의지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강간) 생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기 
위해 성서를 오용할 수 있습니다. 
탈출구가 없는 생존자는 학대자를 
달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이는 
성적 학대입니다). 정부의 명령으로 
활동 반경이 집으로 국한되면, 여성이 
협상하고 달랠 가능성은 제한되고 
낮아지며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필수 요건이나 무엇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정부 및 법적 
고시의 실제 내용을 모두가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몇몇 
국가에서 가정 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외출 금지 공지를 위반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존자는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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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지도자와 좋은 이웃을 위한 
실천적 행동 

행위자/할 수 
있는 일 좋은 이웃의 역할 교회 지도자의 역할

인식 가정 폭력의 징후 
인식

다음과 같은 학대의 징후를 찾으십시오.

1. 여자가 혼자 있을 때가 없습니다. 언제나 슬프고 비참해 
보입니다. 

2. 무언가를 먹거나 자녀를 먹여 살릴 여유가 없습니다. 

3. 설명할 수 없는 멍 자국이 있습니다. 

4. 자주 아픈 것 같습니다.

5. 그녀의 파트너는 그녀에게 멍청하고, 가치 없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말합니다. 

6. 그녀의 파트너는 그녀를 모욕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보고 들은 것이 아마도 학대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가정 폭력에 관해 알고 있고 이에 대해 말해도 괜찮다는 일반적 
내용의 SNS 게시물을 올리십시오.

일반적으로 사춘기 여자 아이와 여학생이 성적 착취와 학대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십시오. 특히 학교를 밖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여성에게 4C, 즉 현금(cash), 옷(clothes), 핸드폰(cell 
phone), 자동차(car)를 주는 남성을 경계하십시오. 이 남성들은 
여성을 그루밍하여 미래에 착취하고 학대합니다.

친척과 집에서 격리하는 사춘기 여자 아이가 학대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가정의 아이들이 증인이자 동시에 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십시오. 아이들은 여성을 학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학대의 징후를 찾으십시오.
•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도, 성서를 읽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멍이 들었는데 설명할 수 없거나 자주 아픈 것처럼 보입니다.
• 파트너는 그녀를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며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 학대자는 파트너의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래서 

힘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학대를 정당화하려고 본인을 상황에 끌어들일 수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십시오. 학대자는 매우 매력적인 사람일 수 
있으며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 종종 가정 밖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이는 여성이 학대받았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게 합니다. 
학교 밖에서 여성 청소년과 여학생은 일반적으로 성적 착취와 
학대에 특히나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4C, 즉 현금, 옷, 핸드폰, 자동차를 주는 남성에게 현명하게 
행동하십시오. 이 남성들은 여성을 그루밍하여 미래에 착취하고 
학대합니다.
가정의 아이들이 학대의 목격자이자 학대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을 인지합니다. 아이들은 학대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친척과 집에서 격리하는 사춘기 여자 아이가 학대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피해자/생존자와 그 자녀의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생존자와 어린이를 반드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모든 대응 방식이 본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정 폭력을 다룰 때, 과정을 상기시키는 데 4R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4R은 인식, 대응, 인계, 기록을 뜻합니다. 봉쇄나 
물리적 거리 두기 제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1.	 인식 교회 공동체에서도 가정 폭력이 발생하며 코로나19 
동안 더 심각해지고 만연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십시오. 
학대의 징후를 파악하고(아래 표 참조) 제한 조치(물리적 
거리두기 등)를 위반하지 않고도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대응 나는 너를 믿는다고 말함으로써 대응하십시오. 
온라인이나 문자 메시지, 메신저 등으로 믿는다는 말을 
건넬 수 있으며 봉쇄 조치가 끝났을 때는 직접 만나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생존자는 아무도 그를 믿거나 
돕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듣거나 그러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유용하고 실용적인 단계는 안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3.	 인계 해당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 생존자를 해당 
지역 또는 국가의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로 
인계하십시오(관련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링크는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생존자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가정 폭력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심각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표를 참조하여 다른 선택지를 
살펴보십시오.

4.	 기록 생존자가 한 말을 기록하십시오. 손으로 쓴 메모나 
사진, 물리적 증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는 늘 생존자의 허가를 받으십시오.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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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할 수 
있는 일 좋은 이웃의 역할 교회 지도자의 역할

대응 학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으리란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자기 잘못이 아니며,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옳다고 
말씀하십시오. 

문자, 메신저, 전화 등 가장 안전하게 소통할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자신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집을 떠나기로 한 경우, 주택 내 
안전 계획(문에 잠금장치가 달린 방, 문 닫힘 방지 스토퍼 등)과 
안전한 탈출 계획을 세우라고 제안하십시오. 

A로 시작하는 이름 등 생존자와 암호로 사용할 단어를 지정하여 
학대받을 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을 공감하고 이해하거나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친구나 가족 구성원, 어머니, 자매, 이모/
고모의 집으로 가라고 제안하십시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학대에서 벗어난 생존자의 외출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교통편 링크를 공유하십시오. 몇몇 
국가에서는 학대로부터 도망친 생존자들이 보호 시설로 갈 수 
있도록 기차 편을 제공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할 수 있도록 
택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의회 예비금이나 교회 긴급 자금, 또는 자조 그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긴급 지역 자금이 있습니까? 이를 통해 안전한 장소를 
찾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생존자와 아이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회나 지역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식권이 있습니까?

 

학대 생존자를 경청하고 믿어주며 본인 때문에 학대가 일어나지 
않았고 학대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옳다고 알려주십시오.

문자, 메신저, 전화 등 가장 안전하게 소통할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나중에 학대당할 위험이 증가했을 때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암호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지정하십시오.

생존자가 안전을 위해 친척 집으로 가거나 친척 집에 가장 가까이 
있는 관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교회 긴급 자금이 
있습니까? 필요한 경우 긴급 자금과 이용 가능한 교통편을 
안내하십시오. 생존자가 수일 또는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나 비상 
대피소로 갈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도움과 지원을 받는데 재정적인 
측면이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생존자와 자녀가 식사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식권이 
있습니까?

지역 내 안전 쉼터나 보호 시설이 없다면, 학대받은 사람에게 
교회를 피난처로 제공하십시오. 이는 위험할 수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이므로 교회를 피난처로 제공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자세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으시려면, 리스토어드 단체의 가정 
폭력 근절: 교회를 위한 자료 모음 사본을 다운로드하십시오. 
다양한 언어로 제공됩니다. 부록에 링크가 있습니다.

예배 중 설교, 기도, 전례, 공지 시간에 가정 폭력에 관련된 주제를 
포함해 가정 폭력이 무엇이며 가정 폭력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신자들에게 반드시 알리십시오. 

가정 폭력은 죄악이고 잘못된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하십시오. 교회 지도자의 명확한 메시지는 
학대자가 학대를 비밀스럽게 정당화하는 걸 방지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교회와 교회 밖에 가정 
폭력과 지역 내 가정 폭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포스터를 
걸어놓으십시오. 

교회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정 폭력 정보, 도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관한 공지를 올리십시오.

가정 폭력 가능성이 커지는 경향을 인식하도록 지역 성직자와 
교회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설교/교회 공지, 공지 게시판, 
SNS 및 미디어에 가정 폭력에 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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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할 수 
있는 일 좋은 이웃의 역할 교회 지도자의 역할

인계 내가 위치한 지역의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가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핫피치 웹사이트 www.
hotpeachpages.net/ 에서 

글로벌 핫라인 전화번호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 

폭력과 학대가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생존자가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십시오. 

종종 생존자들은 발생하는 학대를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도움받는 걸 거부하더라도 가정에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있다면, 아동 보호 지침을 따라 지역 사회 복지기관이나 
복지기관이 없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 어머니 연합이 있는 경우 생존자가 추후에 
유대감을 느끼고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와 
연결해주십시오.

지역 또는 국가가 제공하는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전달하십시오. 전 세계 국가별 핫라인 정보는 
https://www.hotpeachpages.net/을 참조하십시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보호 담당자, 아동 보호 담당자, 교회의 
목회 지도자 또는 여성 지도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도움과 지원을 
받으십시오. 

성경을 인용하여 하느님께서 폭력과 학대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학대를 폭로하는 것이 옳다고 확신시키십시오. 

특히 해당 지역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없는 경우, 생존자를 지역 어머니 연합에 연결하여 
지원을 받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세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리스토어드 단체의 가정 
폭력 근절: 교회를 위한 자료 모음 사본을 다운로드하십시오. 

기록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십시오. 학대에 관해 이야기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적으십시오. 자신의 
의견은 배제하고 단순히 들은 내용만을 기록하십시오. 정보가 
있는 경우 학대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십시오. 학대를 
밝힌 날과 시간을 기록하십시오.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추후에 경찰서나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단을 건넸거나, 번호를 
알려주었거나,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있었는지 설명하는 등 학대 
생존자에게 직접 도움을 주고 조언해준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생존자가 공개한 내용을 당일에 정확하게 기록하십시오.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생존자의 말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호 담당자’나 아동 보호 담당자, 
목회 지도자(본인의 교회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록을 공개하지 마십시오.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단을 건넸거나, 번호를 
알려주었거나,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있었는지 설명하는 등 학대 
생존자에게 직접 도움을 주고 조언해준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이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른 대안이 전혀 없을 때만 고려되어야 합니다. 교회 문을 잠가야 하며 생존자와 다른 한 사람만이 
열쇠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학대자가 생존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고려하기 전에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인 관행인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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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안 되는 일
생존자의 말이 맞는지 학대자에게 묻지 마십시오. 이는 피해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존자가 학대를 폭로할 때 학대의 규모를 최소화하려 
하거나 변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증거를 요구하거나 비난하거나 남편 또는 
파트너에게 돌아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약속은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역량과 
자원을 인지하십시오. 

부부가 상담이나 중재를 받도록 인계하지 마십시오. 이는 
생존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가해자가 상황을 
모면하도록 합니다.

Please note the image above is a licensed stock photo, intended for 
illustrative purposes only and all persons depicted ar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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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
생존자도 능력이 있으므로, 각 상황에 따라 다음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생존자가 할 수 있는 일  구체적 예시

인지 본인에게 학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십시오.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하거나, 때리거나, 외출이나 다른 사람 대화를 못 하게 하거나, 
돈을 빼앗거나, 돈을 쓰는 걸 제한하는 건 가정 폭력의 예입니다. 

대응 도움을 요청하고 스스로에 
안전을 지킴으로써 대응하십시오.

•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였으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 국가 또는 지역 차원에서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또는 지역 서비스에 전화하십시오. 

•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본인이 학대하게 했다고 학대자가 수없이 말했다고 해도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면서 안전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분의 옷, 중요한 개인 서류, 
열쇠 세트를 믿을만한 친한 이웃에게 맡기십시오.

• 도움이 필요할 때 이웃과 교회 지도자, 고용주가 알 수 있도록 암호를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안젤라 또는 사전에 말을 맞춘 이름이 A로 시작하는 사람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대화 중 상대방은 내가 위험에 처해있으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나를 구해주겠다든가 취약한 시기에 거처를 제공하겠다는 남성들을 조심하십시오. 
향후에 착취나 학대로 발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계 이용 가능한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로 인계받으십시오.

•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로 전화하십시오. 연락처 목록의 맨 위에 있도록, 
안젤라 등 A로 시작하는 여성 이름으로 전화번호를 저장해놓으십시오. 

• 경찰이 연락한 경우, 후속 조치를 위해 형사 사건 번호를 기록해놓으십시오. 가능한 
경우 확인 전화나 방문을 요청하십시오. 

•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없는 경우, 지역 
어머니 연합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도움과 지원을 받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기록향후에 참고하기 위해 학대 
사례를 기록하십시오.

• 가능하다면 학대자가 모르게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십시오. 이는 나중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싶을 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사진을 찍고, 이웃 등으로 이름 붙여진 핸드폰 갤러리의 일반 사진첩에 
보관하십시오.

• 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듣거나 목격했을 때, 그리고 학대 사실을 알렸을 때를 기록 후 
보관해달라고 이웃/교회 지도자/고용주에게 요청하십시오. 추후 필요시에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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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참여
가정 폭력을 끝내려면 남성들이 대응에 참여하여 필요한 포괄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은 긍정적인 남성성을 모델로 삼아, 타인을 깎아내리고 
폄하하며 망가뜨리는 다른 남성의 태도와 행동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고 가정 폭력에 
있어 확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을 유지하려면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웃에 훌륭한 증인이자, 학대 
생존자에게 학대 밖의 삶이 어떤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문화권과 국가에서 
남성의 사회화 과정은 남성성을 
한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한 남성성은 유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로운 관점을 형성하여 누군가를 
사귀고 있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는 게 익숙하지 않은 
남성에게는 요리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성에게 요구하는 
편협하고 비현실적인 사회적 기대감이 
더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남성은 
어떤 태도를 보이도록 사회화되었는지, 

그리고 건강하고 협력적이며 효과적인 
가정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바뀌어야 하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재택근무나 재택학습 등 삶의 다양한 
측면이 한 장소로 합쳐지면서, 긍정적인 
가정 관리는 봉쇄 속에서 원활한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는 가정 운영에 관해 개방적이고 
솔직하게 논의하고, 집안일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며칠 몇 시에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작성해보면 
행한 일 전체와 각각의 일을 한 사람, 
소요 시간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데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그 누구도 혼자 집안일을 과도하게 
짊어지지 않도록 집안일 분배를 논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조언과 지원을 받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등을 지적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는 다른 사람들이 집안일을 
하는 동안 소파에 앉아있거나 TV를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 효과적인 방법은 다르지만, 
전통이나 성별에 따라 누가 무슨 일을 ‘
해야 한다’ 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러한 성찰을 
통해 본인의 태도나 행위, 행동이 관계를 
구축하는지 또는 망가뜨리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외출 금지 동안 남성이 집에서 취할 
수 있는 긍정적 조치에 관해서는  ‘
외출이 금지된 남성들’ www.
restoredrelationships.org/Men_
in_Lockdown/ ‘압박받는 남성들’ 
https://restored.contentfiles.net/
media/assets/file/Advice_to_Men_
in_Isolation_2020_v2.pdf 링크의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UN은 양성평등을 
달성하는 데 남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히포시(He For She, 여성을 위한 
남성)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 
동안 UN은 #HeForSheAtHome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가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논의되고 채택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좋은 아이디어를 담은 
사진을 보시려면 www.instagram.com/
heforshe/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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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학대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과 용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이가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은 물의를 빚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학대자의 형사 고발을 피하기 위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느님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하느님이시기도 합니다. 가해자 
행위의 결과는 변함이 없으며 정의가 
추구되어야 합니다. 

해로운 태도와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과정에 학대 가해자가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생존자가 치유받고 
인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그녀가 
겪은 학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의는 
중요하며,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십시오. 

가해자는 가해자 7R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스스로 변화를 가져오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7R은 인식, 
회개, 물러나기, 인계, 배상, 기록, 검토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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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
가해자는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고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과 
통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할 수 있는 일 구체적 예시

인식 학대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비난하고, 조종하며, 강압하고, 통제하며 다른 사람을 
고립시키는 행동은 학대입니다. 

• 이러한 학대는 잘못된 행위로 멈춰야 합니다.

• 학대는 내가 하는 선택입니다.

• 학대는 엄청난 고통과 평생의 트라우마를 주고 신뢰를 완전히 박살 냅니다. 

• 학대는 죄악이자 하느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 일부 국가에서 학대는 범죄입니다.

• 학대하고 권력을 남용하며 통제하는 선택을 내렸음을 인정하십시오.

회개  •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십시오.

• 내 행동과 내 행동이 주변 사람 나의 파트너, 자녀, 이웃, 친척, 교회 구성원과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십시오. 

• 하느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거짓 고백에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나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 자수하고, 변명에 설득되지 않을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받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교회 
지도자와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 자백하십시오. 하느님은 
관용을 베푸시지만 내 행위의 결과는 사라지지 않기에, 이 문제는 다뤄져야 합니다.

물러나기 • 추가 학대의 가능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피해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러한 상황에서 물러나고 가정을 떠나십시오. 

• 파트너가 화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파트너의 입장을 존중하십시오. 이별이 
안전하고 법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계 • 경찰에 학대했다고 자신을 넘김으로써 법에 근거해 자신의 행동을 책임져야 합니다. 

• 정의는 나의 삶과 생존자의 삶을 재건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국가의 법률이 
요구하는 정의에 더불어 다른 형태의 정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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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할 수 있는 일 구체적 예시

배상 •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배상하십시오. 예를 들어, 파트너가 손대지 못 하게 한 돈을 
돌려주거나 주지 않은 자녀 양육비를 갚으십시오. 

• 보상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담당자***와 의견을 
일치시키십시오. 

• 주간 책임 조치를 이행하고 정직하게 보고하십시오. 
• 생존자를 항상 행동의 중심에 두고, 그녀가 나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중재자를 

통해 들으십시오.

기록 •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하기 위해 담당자와 맺은 합의 
사항과 합의된 회의를 기록하십시오. 

• 합의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변명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 스스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변한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검토 • 추가 학대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공개적으로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합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기는 담당자와 상호 합의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발동된 기간에는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합의 사항 검토를 위반하지 말고 담당자와 정한 날짜와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을 지고, 행동하고 행동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하십시오. 

•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학대를 부인하거나, 저지른 학대를 최소화하거나, 
행동을 변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담당자는 가해자가 권력과 통제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학대 전략에 매우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종종 학대를 자행하는 
가해자는 매우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효과적으로 사람을 그루밍할 수 있습니다. 예리해야 합니다. 학대를 변명하고 
정당화하며, 합의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것을 눈감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엄격한 규칙과 지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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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편이 되어주기
옹호(advocacy)란 사회의 특정 집단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불이익을 주는 
불의 또는 서비스 격차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일을 말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옹호하면, 정부와 교회가 대응에서의 빈틈을 보고 
이를 메울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와 공무원에게 연락할 때 
항상 예의를 갖추어 대하십시오. 연락 
목적, 나 자신과 가정, 지역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 문제에 대해 어떤 가능한 
해결책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행할 수 있고, 해당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면, 다음 내용을 
옹호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십시오.

다음을 요청하십시오.

1. 수요 증가에 맞서 국내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기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2. 여성과 어린이를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안전 쉼터/보호 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설 
기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3. 팬데믹 동안 가정 폭력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전국적인 
광고 캠페인을 요청하십시오. 

4. 가해자가 책임을 지고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학대를 범죄로 
간주하는 법률을 집행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5. 경찰과 사법부가 모범 관행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젠더적 
성격을 띠는 가정 폭력과 학대의 
만연, 영향력에 대해 경찰과 
사법부가 체계적인 교육 받도록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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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가정 폭력은 교회를 포함한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학대의 징후를 살펴보고 4R 프레임워크, 즉 생존자를 위한 인식, 
대응, 인계. 기록 단계를 따라 대응하십시오.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인식, 회개, 물러나기, 인계, 배상, 기록, 
검토의 7R을 실천하라고 격려하십시오. 언제나 화해가 목표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생존자의 안전과 온전한 정신 및 
존엄성을 위해 맞서는 게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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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자료 및 링크
글로벌 가정 폭력 핫라인  
www.hotpeachpages.net/

형평성을 기반으로 한 팬데믹 접근법 – 
남성 참여 연대  
menengage.org/resources/an-
equity-based-approach-to-dealing-
with-the-covid-19-pandemic/

말레이시아 여성 구호단체  
wao.org.my/implement-emergency-
response-to-domestic-violence-
amid-covid-19-crisis/

리스토어드 단체의 코로나19 대응 자료 
www.restoredrelationships.org/
Covid19/

가정 폭력 근절: 교회를 위한 자료 모음,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러시아어, 스웨덴어, 폴란드어, 
힌디어로 제공  
www.restoredrelationships.org/
resources/info/51/

미국의 실정에 맞춘 가정 폭력 근절: 
교회를 위한 자료 모음  
www.restoredrelationships.org/
resources/info/147/

안전 계획 수립  
www.restoredrelationships.org/help/
making-a-safety-plan/

가정 폭력: 교회에서도 발생합니다 – 교회 
신도의 가정 폭력에 관한 영국 연구, 
캄브리아 전역 인포그래픽  
www.restoredrelationships.org/
resources/info/146/

교회 내 가정 폭력:

페루  
www.restoredrelationships.org/
resources/info/83/

아르헨티나  
www.restoredrelationships.org/
resources/info/100/

볼리비아  
www.restoredrelationships.org/
resources/info/90/

구원하는 남성성 (Chitando & Njoroge 
2016, Chitando & Chirongoma 2012)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다: 위계에서 
파트너십으로, 세계개혁교회 협의회  
wcrc.ch/wp-content/
uploads/2015/04/
CreatedInGodsImage.pdf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다: 
헤게모니에서 파트너십으로(긍정적 
남성성에 관한 안내서), 세계개혁교회 
협의회  
menengage.org/wp-content/
uploads/2014/07/Positive 
MasculinitiesGenderManual_0.pdf

폭력이 없는 일주일 툴 키트, 세계 
YWCA www.worldywca.org/ywca_
ressources/week-without-violence-
toolkit-2019-is-now-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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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가정 폭력 통계 및 젠더별 영향

유럽 의회는 봉쇄가 실시된 이래 일부 
유럽 연합 국가에서 가정 폭력이 약 33%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www.europarl.europa.eu/news/en/
press-room/20200406IPR76610/
covid-19-stopping-the-rise-in-
domestic-violence-during-lockdown 

호주에서는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인터넷 검색이 75% 증가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www.france24.com/en/20200406-
un-chief-decries-horrifying-rise-
in-domestic-violence-amid-virus-
lockdown. 

영국에서는 봉쇄 조치 이후 3주 동안 
국내 살해 건수가 3배로 늘었고 
국내 가정 폭력 신고 전화가 25% 
증가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여성 구호단체에서는 
핫라인 전화 건수가 44% 증가했습니다. 
wao.org.my/implement-emergency-
response-to-domestic-violence-
amid-covid-19-crisis/

브라질에서는 가정 폭력 핫라인 전화 
건수가 50% 증가했습니다.

영국 코번트리 대학교와 레스터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 캄브리아 전역에서 
교회 신도 중 4명 중 1명이 현재 연인 
관계에서 학대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 수치는 42.2%
로 증가했습니다. 학대 가해자 중 90% 
이상은 남성입니다.  
www.restoredrelationships.org/
resources/info/146/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페루 전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교회에서도 가정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www.restoredrelationships.org/
resources/info/83/

 
 
 
 
 
 
 

기타 영향
산모 건강 관리를 타협하다 
www.pewtrusts.org/en/research-and-
analysis/blogs/stateline/2020/04/17/
fearing-coronavirus-many-rural-
black-women-avoid-hospitals-to-
give-birth-at-home

공적으로 일어나는 폭력 – 

격리 명령을 집행하는 경찰의 잔혹성:

아프리카 전역 www.bbc.com/news/
world-africa-52214740 

인도 www.dw.com/kr/india-
police-under-fire-for-using-
violence-to-enforce-coronavirus-
lockdown/a-5294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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