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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Sanctuaries Rules* 
 

*Translated versions of Conference Safe Sanctuaries requirements highlight key aspects of the minimum 
standards required by the Oregon-Idaho Annual Conference. The English language template describes all aspects 
of these minimum standards and should also be available for all local worship settings. By conference rule, it is 
the English language template that must be approved and submitted to the District Office since it has all aspects 
of Safe Sanctuaries requirements. However, much of the what is necessary for congregations is represented in 
the translated versions, which will be useful day to day. 

 
(Name of Church or Organization) Hereafter referred to as “This Church” has made a commitment to take steps 
to prevent abuse in its ministries with children, youth, and vulnerable adults.  

이하 “우리 교회”로 언급하는     ( 교회  혹은  단체 이름 ) 는 교회의 사역에 있어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헌신하였습니다.  

Having a comprehensive prevention plan is important.   

포괄적인 예방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These are rules each group should follow and apply within their organization/church.  

다음은  개체 교회/단체가 따르고 준수해야 할 규정입니다.  

They are not listed in the order of importance. 

다음의 규정은 중요한 비중과는  관계없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Background Check 신원 조회 

All adults, volunteer or staff persons who have the following duties shall be required to furnish two references 
and complete an application and complete a State and/or National criminal background check: 

다음의 사역을 담당하는 모든 성인 봉사자나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두명의 보증인을 제공하고, 주와 

연방정부 범죄 기록 조회를  신청하고 완료 하여야 합니다. 

 

 regular and direct contact with children, youth, and vulnerable adults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일 

 lead worship  예배 인도 

 represent the church in an ongoing, official capacity   공식적인 자격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일 

 
This Church will not knowingly hire anyone with a history of committing sexual abuse on any child, youth, or 
vulnerable adult. 

우리 교회는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에 대하여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을 고의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 

 

The Two Adult Rule  성인 2 인 동반 원칙 

This Church’s standard practice is that all children, youth, and vulnerable adult(s) will be supervised by at least 2 
unrelated adults.  No adult will be alone with children, youth, or vulnerable adult(s) out of the sight of oth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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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역에는 최소  2 명이상의 성인들이 

참관해야 합니다.   누구도 다른 성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와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The minimum standard if this is not possible is an open space (window or open door).  This is done to allow an 
adult who is not in the room, but responsible for checking the room, can observe the activities in the room. 

성인 2 인 원칙이 불가능 한 경우, 최소한의 기준은 창문이나 문을 열어둠으로서 공간을 개방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방안에 있지 않은 성인이 언제든지 사역의 현장을 살펴보고  각 방안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The Five Years Older Rule   5 년 규정 

No person shall supervise any age group of children or youth unless he/she is AT LEAST 5 years older than the 
children or youth. 

어린이나 청소년 그룹을 관리하는 사람을 필히 그 그룹의 연령보다 5 살 이상 나이가 많아야 합니다.  

 

The Annual Training Rule   연례 교육 규정 

Each year persons having direct contact with children, youth, and vulnerable adults will go through Safe 
Sanctuaries training.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를 직접 대하는 사람들은 Safe Sanctuary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Immediate Reporting of Incident/Allegation     상황/의혹에 대한 신속한 제보 

If any adult observes or hears of alleged abuse within the facility, at an event, or if the person observed is 
currently on staff, this Church requires immediate and specific response to allegation of abuse. 

교회시설 안에서 혹은 행사 동안에 학대에 대한 의혹을 발견하거나 소식을 듣는 경우, 혹은 목격된 사람이 

교회의 고용된 사람일 경우,  교회는 학대 의혹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If something is reported:  제보가 이루어졌을 경우 

 Assure the safety of the victim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Do not confront accused abuser, but remove him/her from working with children, youth, or vulnerable 
adults until the matter can be investigated by the appropriate legal authorities 

혐의가 제기된 사람과는 대치하지 않고, 적법한 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람을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들과 일하지 않도록 격리합니다.  

 If there is immediate risk, call 911  응급한 위험이 있을 경우  911 로 연락합니다.  

 Report the incident immediately to the Pastor  목사님에게 즉시 상황을 알립니다.  

 
 
***** 
*This document is based on the Oregon-Idaho Annual Conference Safe Sanctuaries Policy Template.  
It is intended for use as a summary document and is not intended to replace staff training or completion of the 
conference template.  --Safe Sanctuaries Committee, June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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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Oregon-Idaho 연회의 Safe Sanctuaries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규정을 요약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원 교육이나 연회 규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2018 년 6 월 28 일 , Safe Sanctuaries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