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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상담원 (National Consultants)
캐나다 연합교회에는 성폭력·성희롱 피해자가 연락을 해서 상담받을 수 있는 훈

련된 상담원들이 있습니다. 상담원의 연락처는 교단 웹사이트의 “성폭력·성희롱 

예방 훈련 및 교육 (Sexual Misconduct Prevention Training)” 페이지 하단의 첨

부 파일에 있습니다.

• 상담원은 성추행과 성적 학대 등을 당하고 있거나 당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며,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 노력합니다.

• 상담원은 또한 피해자가 캐나다 연합교회 내 절차를 통해서 성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근시일 내에 피해자가 영어 외의 다른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상담원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대응 정책이란? 
캐나다 연합교회는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 목회자, 성도 그리고 직원으로 인한 성

폭력·성희롱, 성적 학대 또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대한 어떤 행동도 용납하

지 않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모든 기관, 단체, 조직 뿐만 아니라 그 연합교회와 관련하여 

운영되는 기타 모든 장소에서 일어나는 예배, 활동 및 교육에 안전한 환경을 제공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성희롱과 성적 학대 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관한 신고인의 

사안을 깊은 연민과 정의의 정신에 입각해 진행하고 처리합니다.

성폭력・성희롱 정책에 관한 정보 열람
‘성폭력·성희롱 예방, 대응 정책 및 절차’는 연합교회 교단 웹사이트 united-

church.ca에 실린 안내서 및 지침 (Handbooks and Guidelines) 중 “교단법 및 관

련 자료 (Manual and Related Resources)”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성희롱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 혹은 과거에 교회 안에서 성폭력·성희롱을 경험하셨나요?

당신이 경험 또는 목격했거나 전해 들은 내용이 연합교회 정책이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성희롱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라도, 연합교회의 성폭력·성희롱 

신고 및 대응을 주관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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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번호로 전화나 이메일을 주시면 연합교회의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훈련된 상담원들과 연결됩니다. 상담원은 비밀을 유지하는 가운데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을 도와 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폭력·성희롱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성폭력·성희롱을 경험한 분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성희롱 (Sexual Misconduct)이란 무엇인가?
아래의 모든 경우가 성폭력·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성추행 또는 성희롱 (sexual harassment)

•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성희롱

• 성폭행 (sexual assault)

•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child sexual abuse)  

(이 경우에는 먼저 지역의 관련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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