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명 중 1 명" 

여기에 충격적이고 슬픈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하는 세상, 우리 자신의 

지역 사회에 관해서 우리가 아는 것에 관해 생각할 때 그것이 당연한 것만큼 놀라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엔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이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인권 유린 중 하나라고 

보고합니다. 전세계 여성 3 명 중 1 명은 평생 동안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를 경험합니다. 성에 

기반한 폭력은 사회적, 경제적 또는 국가적 경계를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딸,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자매입니다. 그들은 상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이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아십시오. 성에 기반한 폭력은 

육체적 고통을 넘어 정신적인 피해를 줍니다. 외상은 삶의 모든 면에 침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총회는 성폭력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교회의 사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을 덜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도록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언제나 평화를 격려하며 그 부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살후 3:16). 교회의 모든 차원에서 장로교인들은 성에 기반한 폭력에 의해 초래된 외상을 

다루는 사역에 관여합니다. 그들은 평화 및 세계 증인 헌금의 도움으로 여성과 소녀들의 권한 

부여 및 평등을 위해 노력합니다. 

전국적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동정적인 행동을 위한 도구를 갖춘 자원은 교회 교인들에게 

폭력을 다루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Striking 

Terror No More: 교회가 가정 폭력에 대응하며 간행물은 문제에 대한 배경 기사, 단체 학습 

자료 및 예배 자료를 포함합니다. 또 다른 간행물인 Anguished Hearts는 폭력 발생 후 치유에 

중점을 둡니다. 매년 장로교 유엔사무소는 유엔 여성 지위위원회 UN Commission of Women 's Status에 

미국장로교의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의 권한 부여에 관한 세계 표준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과테말라의 전국 장로교회는 남성 단체인 Men in the Mirror를 돕고 있으며, 남성들이 널리 

퍼진 남성주의 문화에 도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여성에 대한 감사를 심어 가정 

폭력을 줄이고 교회와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서부 노스 

캐롤라이나 노회는 오랫동안 과테말라 교회의 파트너였으며 Mirror in Men과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가 제공하는 기부금에 관해 질문할 때마다, 많은 교회는 여성과 어린이 학대를 다루는 

사안을 다른 어떤 사안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려고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하겠습니다: 3 명 중 1 명. "매 3 명 중 1명" 이란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누구의 얼굴을 

바라보십니까? 

[당신의 회중은 가정 폭력 당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답하여 주세요 ...] 

 

평화 및 세계증인 헌금에 기꺼이 함께 하여 주세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할 때, 그것은 많이 

늘어납니다. 

 

기도합시다 ~ 

오 주님, 주님의 식탁에 모두를 환영하고 존경합니다. 학대가 예고없이 혹은 돌봄없이 

지나치기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여성과 소녀가 평화 및 세계 증인 헌금에 대한 

선물을 통해 그들의 삶을 위해 약속하신 대로 세상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