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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으로부터  자유한  신앙  공동체는…. 

1. HIV와 AIDS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성적 행위(sexual behavior)
와 성별에 따른 불평등(gender inequality)과 같이 그와 관련된 이
슈들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2. HIV보균자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관성있게 그
리고 반복적으로 긍휼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3. HIV와 AIDS를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의학적 상
태들로 묘사한다.  

4. HIV와 AIDS가 전염되는 경로들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
고 예방하는 방법들을 포함하여 HIV와 AIDS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들을 제공한다.  

5. HIV의 감염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신앙 공
동체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6. HIV보균자들이 어떻게 감염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그
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7. HIV보균자들을 위한 교육과 지지 그룹들을 통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한다. 

8. 모든 구성원들에게 테스트를 받아볼 것을 적극 권장하며, 또한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고 테스트를 받기 원할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한 통로를 마련해 놓는다.  

9. 모든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HIV에 감염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를 아는 것과, HIV가 전염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들을 하지 않
을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준다.  

10. 자기보다 더 큰 공동체 안에서 HIV와 AIDS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다른 기관들과 부지런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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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가  당신을  위한  것인가? 

스스로에게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해보라: 
l HIV와 AIDS가 당신이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이슈
들인가? 

l HIV보균자들이 당신이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를 소망과 지
지를 얻을 수 있는 장소로 바라보고 있는가? 

당신이 첫 번째 질문에는 “네”라고 대답하고, 두 번째 질문에는 “아
니오”라고 대답했다면, 당신의 신앙 공동체 안에는 HIV보균자들에게 
오명을 씌우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 안내서는 그러한 오명을 어
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신앙 공동체가 그러
한 질병을 지니고 사는 자들을 위해 어떻게 소망과 지지를 줄 수 있
는 장소로 변화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실제적인 지침들을 제공해 줄 
것이다.  

당신이 두 질문에 모두 “네”라고 대답했다면, 당신의 답을 확증하기 
위해 이 안내서에 나오는 자체 평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
런 다음에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시행하라.  

첫번 째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다면, 당신의 신앙 공동체가 속
해 있는 더 큰 공동체 안에서 HIV와 AIDS가 중요한 이슈들인지 아
닌지에 대해 물어보라. 만약 더 큰 공동체 안에서 HIV와 AIDS가 중
요한 이슈들이라면, 그것들은 또한 당신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큰 
이슈들일 것이다. 만약 HIV와 AIDS가 더 큰 공동체 안에서 이슈들
이 아니라면 감사하라.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을 방치해버리기 전에, 
혹시 그것들이 잠복해 있어서 공개적으로 토론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고려해 보라. 그렇다면, 이 안내서는 HIV와 
AIDS가 더 큰 문제들로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당신에게 도움
을 줄 것이다.  

당신이 HIV와 AIDS에 붙은 오명을 종식시키기 위해 싸우는 동안, 하
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 받기를 
바란다. 

데이비드 바스토우 박사(Dr. David Barstow) 
오스틴, 텍사스 

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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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와  AIDS에  붙은  오명  

HIV와 AIDS와 관련된 오명이 있다. HIV가 주로 성적 행위를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HIV에 감염된 사람들을 거절하고 
판단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오명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 질병에 대한 테스트를 거

부하며, 또한 치료 받는 것을 지연시킴으로서 HIV에 감염되지 않는 
자들과 같이 열매맺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오명이 너무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세계적인 유행병인 이 질병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즉, 이 질병이 오명으로 인해 더 빨리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오명은 온 세상에 있는 신앙 공동체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얼

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신앙 공동체
들이 HIV보균자들을 향해 판단하는 자세를 취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것도 매우 강하게 말이다. 어떤 신앙 공동체들은 판단하는 대신 
입을 다문채 침묵을 유지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것도 오명을 강화시

켜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신앙 공동체들이 
오명을 종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면 신
앙 공동체들은 HIV보균자들에게 소망과 지지를 보내는 장소들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오명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오명을 성공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각 신앙 공동체들 
안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역 신앙 공동체들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더 넓은 공동체 안에서 오명을 종식

시킬 수 있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안내서는 그들이 
HIV와 AIDS와 관련된 오명을 종식시키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 안내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l 오명으로부터 자유한 신앙 공동체의 특징들 
l 오명을 종식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안들 
l 점진적 변화를 위한 기본구조 

처음 두 부분에서는 토대가 제공되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오명으로
부터 자유한 신앙 공동체로의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 어떠한 단계들
을 밟아나가야 할 지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다. 



특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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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으로부터  자유한  신앙  공동체의  특징들  

HIV와 AIDS에 붙은 오명을 제거하는 일에 성공한 신앙 공동체들은 
열 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 특징들은 이 안내서의 앞 부분
에 열거되어 있으며, 후에 더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오명으로부터 
자유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과정에는 이러한 각각의 특징들을 단점
에 서 장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각 특징들 사이에 복잡한 상호 작용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련
의 순서들을 따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즉, 순서를 따라 앞에서부

터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면 된다: 
l 첫번 째 특징은 침묵을 깨는 것과 관련이 있다: HIV와 AIDS를 

둘러싼 복잡한 이슈들에 관해 공개적인 토론을 할 수 없다면, 
오명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l 두번 째 특징이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우리의 
신앙 전통에 의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과 긍휼한 마음
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판단하는 자세는 금물이다.  

l 세번 째, 네번 째, 다섯 번째 특징은 실제적인 지식을 다룬다: 
HIV는 질병이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전염되고, 그러한 
전염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다; 의사들은 이 
질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
는지를 알고 있다; HIV보균자들과의 평범한 접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l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특징은 지지(support)와 관련이 있다: 신
앙 공동체들이 HIV보균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l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번 째 특징은 이 유행병과 더 광범위

한 싸움을 벌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신앙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테스트를 받는 것의 중요성; 위험한 행동을 피할 
필요성; 더 큰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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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명으로부터  자유한  신앙  공동체는  HIV와  AIDS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 또한  성적  행위와  성별에  따른  불평등과  같이  
그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다 . 

HIV와 AIDS를 둘러싼 이슈들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개적 토론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화적 혹은 심리적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공개적인 토론이 없이는 어떤 신앙 공동체
라도 HIV와 AIDS에 붙은 오명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킬 수 없을 것
이다. 여러 면에서 볼 때 이 첫 단계가 가장 어려운 것일 수 있다. 
신앙 공동체 지도자들의 용기와 공감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신앙 공동체들이 HIV와 AIDS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각각 다른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예배 시간이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가르치는 시간

이 최적의 기회일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주제들이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토
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질문  

l 예배 시간과 다른 여러 모임들이 진행되는 동안 HIV, AIDS, 
성(sexuality), 성별(gender), 그리고 이와 유사한 주제들에 대해 
얼마나 자주 토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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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명으로부터  자유한  신앙  공동체는  HIV보균자들을  판단하
는  것이  아니라 , 그들에게  일관성있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긍휼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  

모든 인간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HIV와 AIDS에 붙은 오명을 종

식시키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사랑과 긍휼은 대부분의 신앙 전통
들이 유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교의(tenet)이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특별히 AIDS와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신학적 이슈들과 충돌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  

오명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HIV에 감염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메시지가 그것에 감염되지 않기 위한 개인적 책임에 대한 메시지보
다 더 중요하다. 물론, 개인적 책임에 대한 메시지가 중요하지만(아
홉 번째 특징을 보라), 잘못하면 HIV에 감염된 자들로 하여금 죄의

식이나 수치감을 갖게 함으로서 신앙 공동체에 의해 환영 받지 못한

다는 느낌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죄의식이나 수치감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긍휼의 메시지가 강조되어야 한다.  

많은 신앙 공동체들 안에서는 이것이 오명으로부터 자유한 신앙 공
동체의 열 가지 특징들 중 가장 취약하다. 이러한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끊임 없는 관심을 보이고, 그러한 관심을 말과 행
동으로 반복해서 표현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신앙 공동체는 HIV
보균자들에게 소망과 지지를 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다.  

주요  질문  

l 예배의 메시지들을 볼 때, HIV의 감염을 피하는 것과 관련된 
개인적 책임보다, 거기에 감염된 자들을 위한 사랑과 긍휼을 
강조하는 것이 더 보편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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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명으로부터  자유한  신앙  공동체는  HIV와  AIDS를  비도덕
적  행동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의학적  상태로  묘사한다 . 

이것은 반드시 언급해야만 하는 기초적인 이슈이다. 신앙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HIV를 질병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비도덕
적 행동으로 인해 감염되었을지라도, 비도덕성이 감염의 근원적 원
인은 아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갈 때 감염이 발생한다. 이
것은 여러 방식들로 일어날 수 있다. 비도덕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
는 행동으로 인해 감염될 수도 있지만, 또한 어떤 경우에는 도덕적 
혹은 비도덕적 행동과 전혀 관계가 없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다.  

인간 행동의 두 가지 특징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
이 중요하다: 

l “도덕적”(Moral) 행동은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 규범들에 일치
하는 행동이다. 

l “안전한”(Safe) 행동은 HIV가 전염될 수 있는 위험이 없는 행
동이다. 

어떤 행동이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끊이

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안전한” 행동은 과학과 의학이 결정하는 
사실적인 것이다.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인식

하고, 도덕성이 아니라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질문  

l 당신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HIV의 
감염과 관련하여, “도덕적” 행동이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
니며, 또한 “안전하지 않은” 행동이 반드시 “비도덕적”인 것
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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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명으로부터  자유한  신앙  공동체는  HIV와  AIDS가  전염되
는  경로들에  대해 ,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
들을  포함하여  HIV와  AIDS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들을  제
공한다 .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HIV와 AIDS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기본적인 정보들에는 그것이 전염
되는 경로들과, 그것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들이 포함된다. 이러
한 지식은 HIV와 AIDS가 의학적 문제라는 인식을 보강해 줄 것이
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을 때, 해로운 소문들과 꾸며낸 이야기
들을 배격할 수 있으며, HIV의 전염을 막는데 있어서 무엇이 효과적

이고 효과적이지 않은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콘돔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어떤 주제들은 함께 토론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콘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
도덕적인 행동을 부추긴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콘돔은 성적 행위를 하는 동안 HIV의 전염을 막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돔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식은 정말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다.  

주요  질문  

l 얼마나 많은 구성원들이 HIV와 AIDS의 전염 경로들과 치료
와 예방책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관해 정확히 이해하며 말하

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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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명으로부터  자유한  신앙  공동체는  HIV의  감염  상태와  상
관없이 ,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신앙  공동체의  생활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 

HIV의 전염에 관한 기본적 지식에 의하면, 그것에 감염된 자들과 평
상적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전염의 위험성이 전혀없다. 따라서 HIV
양성 반응자들이 신앙 공동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
유가 없다.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을 
때, 격려와 수용의 메시지는 HIV보균자들로 하여금 신앙 공동체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이러한 
지식은 또한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 질병의 인간적인 
면(human side)을 보도록 이끌어주어, HIV감염자들이 일차적으로 사람
이며 HIV양성 반응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것이
다.  

주요  질문  

l 당신의 신앙 공동체 안에는 얼마나 많은 HIV양성 반응자들

이 정기적인 공동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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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명으로부터  자유한  신앙  공동체는  HIV보균자들이  어떻게  
감염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  

어떤 사람이 자신이 HIV양성자라는 것을 밝힐 때에, 그 사람에게 가
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수용이다.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것에 
감염되었는지에 대해 의아해 하는 것이다.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
은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감염의 원인에 대해 물어 
보아서는 안된다. 대신에, 그들은 그 사람을 수용한다는 표현을 하면
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줄지를 모른다는 염려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유익한 도움은 단순히 그 
사람을 수용해주고, HIV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실제적
인 어려움들에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주요  질문  

l 당신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HIV양성자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혹은 은밀하게 공개했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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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명으로부터  자유한  신앙  공동체는  HIV보균자들을  위한  
교육과  지지  그룹들을  통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한다 . 

“긍정적인 삶”(Positive living)은 HIV보균자들로 하여금 오래 동안 생
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별적 행동의 특정한 양태들

을 일컫는다.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약이나 영양 섭취를 
위한 계획들뿐만 아니라, 검사와 약물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야 
하는 상세한 계획들을 포함하는 많은 도전들을 통과해야 한다.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한 이 질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적절한 예방
책을 강구하는 것에는 전염과 예방에 관한 사실들을 이해하는 것뿐
만 아니라, 자기 훈련과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격려가 포함된다.  

HIV보균자들이 이러한 모든 이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
어서 자조(Self-help) 혹은 지지(Support)그룹들이 매우 효과적이다. 예
를 들어, 지지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받는 도
전과 비슷한 도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들으면서 배

울 수 있다. 

주요  질문  

l 당신의 신앙 공동체 안에 혹은 당신의 신앙 공동체를 포함하
는 더 큰 공동체 안에 HIV보균자들을 위한 활동적이고 유익

한 지지 그룹들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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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명으로부터  자유한  신앙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테
스트를  받아볼  것을  적극  권장하며 , 또한  자발적으로  상담
을  받고  테스트를  받기  원할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용

이한  통로를  마련해  놓는다 .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여러 다른 면들을 알고 
있어야 하듯이, HIV와 관련해서도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고 있
어야 한다. 안전하지 않은 혹은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만 테스
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자신이 HIV와 관
련하여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의학과 관련이 있다. HIV에 감염되는 경로들이 여럿

이 있으며, 자신들이 그것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생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오명과 관련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테스트를 받으
면, 테스트를 받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테
스트를 받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지 않을 것이고, 
테스트와 관련된 오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서 HIV테스트를 받은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
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손을 든다면, 그러한 신앙 공동체는 오
명으로부터 자유한 공동체로 잘 나아가고 있을 것이다.  

주요  질문  

l 당신의 신앙 공동체 안에는 얼마나 많은 구성원들이 HIV테
스트를 받고 있으며, 또한 그것과 관련하여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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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명으로부터  자유한  신앙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자
신이  HIV에  감염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것과 , HIV
가  전염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들을  하지  않을  책임이  각
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준다 .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 책임이다. 신앙 공동체의 지
도자들 혹은 신앙 공동체 전체가 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각 사
람이 또한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한 가지 책임은 HIV와 관련된 
그들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HIV가 그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위험
한 행동을 삼가는 것이다.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 책임에 대해 말할 때에, 3번 째 특징에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인간 행동의 “도덕적” 측면과 “안전한” 측면 
사이의 차이점을 상기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HIV전염이라
는 정황 속에서 개인적 책임에 대해 말할 때에는 위험한 행동을 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적 책임에 대해 말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전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 선택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
요하다. 예를 들어, 강간을 당하는 여인은 가해자에게 콘돔을 사용하

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주요  질문  

l 당신의 신앙 공동체 안에는 HIV의 감염을 피하기 위한 개인
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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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오명으로부터  자유한  신앙  공동체는  자기보다  더  큰  공동
체  안에서  HIV와  AIDS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다
른  기관들과  부지런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어떤 신앙 공동체가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오명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식과 긍휼한 마음과 지원을 증가시켜 나간다면, 그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들을 위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HIV보균자들
을 위한 튼튼한 지원자가 될 수 있다. 오명으로부터 자유한 튼튼한 
신앙 공동체는 온 공동체 안에서 HIV와 AIDS에 붙은 오명을 제거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요  질문  

l 당신의 신앙 공동체는 HIV보균자들을 위해 소망과 후원과 
지지를 주는 장소로 알려져 있는가? 



최고의  방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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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을  없애기  위한  최고의  실천  방안들  

 

A. HIV와  AIDS에  붙은  오명을  극복하는  것에  관해  설교하고  가
르치라 . 

예배 시간과 가르치는 시간 그리고 다른 신앙 공동체의 모임들은 오
명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주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들이다. 
이 일의 성공 여부는 설교와 가르치는 다른 기회들을 반복적으로 그
리고 일관성있게 사용하는 것에 달려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그렇게 해야 한다. 

메시지의 특정한 내용들은 다양할지라도, 몇 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 HIV와 AIDS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들에 집중함으로서 모든 구
성원들이 그것들에 관한 정보들을 잘 알고 있도록 한다. 

수용: HIV의 감염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가치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구성원들이 신앙 공동체의 삶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환영한다. 

긍휼: HIV의 감염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는 윤리적 책임감을 강조한다. 

격려: 우선적으로는 HIV와 AIDS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 공동체가 소망과 지지의 장소라는 것을 확증시켜 준다. 

지지: 더 큰 사회 안에서 HIV감염자들의 권리들—여성이나 아이들
과 같이 문화적으로 무시당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들도 포
함—을 촉진시키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강

조한다.  

책임: HIV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강조한다: 자신의 HIV감염 상태를 
알고, HIV가 전염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삼가야 한다. 이렇게 개
인적 책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사람들이 판단받고 있다고 
느끼면 공동체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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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IV양성자  혹은  HIV에  감염된  자들이  개인적으로  증언한  것
이나  고백한  것들을  제시하라 .  

개인적 증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질병을 직시하게 함으로서 
그들의 관심을 이론적 교리들로부터 그러한 자들이 겪고 있는 힘들

고 복잡한 삶으로 돌리게 할 수 있다.    
C. 교육  시간을  마련하라 . 

변화의 초기 과정에서는 HIV와 AIDS에 관한 사실적 정보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들은 예배 시간에 혹은 사실들에 
초점을 맞추는 다른 훈련 시간에 주어질 수 있다.  
D. 교육  자료들을  제공하라 . 

책이나 팸플릿과 같은 교육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두 가지 주제가 특별이 중요하다: (1) HIV와 AIDS에 관한 기본적 사
실들; (2) 긍적적인 삶을 위한 안내 지침들. 
E.  특정한  주제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 . 

이러한 토론 시간은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줄 것이다. 성적 규범들(sexual norms)이나 성별 이슈들
(gender issues)과 같이 사실과 의견을 포함하는 주제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주제들을 다룰 때에는 남성과 여성과 아이들을 따로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어떤 주제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그룹들을 섞어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F. 예배와  신앙  공동체의  다른  활동들과  더불어 , 또한  테스트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라 . 

신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예배와 다른 신앙 공동체의 활동들과 더불어, 테스트
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테스트 결과를 비밀리에 붙이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숙한 상담자
들을 고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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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지지  혹은  자조  그룹들을  조직하라 . 

지지 그룹은 HIV보균자들이 그들의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때로는 남성과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별개의 지지 그룹을 
구성하는 것이 좋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혼합 그룹을 구성하는 것
이 좋을 수 있다. 지지 그룹은 ‘긍정적인 삶’과 ‘치료 계획에 순응하

기’와 같이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토론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난다. 
이러한 그룹들은 또한 실제적인 도움(예: 병원까지 데려다 주기)을 
자연스럽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지 그룹은 수
입 창출을 위한 작업 팀(work team)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지지 
그룹 안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전체로서의 신앙 공동체와 더 튼

튼한 유대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H.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테스트하라 .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HIV를 위해 공개적으로 테스트를 받는다
면 매우 효과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모두 함께 하고 있으며, “그들을 대항하는 우리”와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해 보일 것이다. 물론 테스트 
결과는 비밀로 간직되어야 한다. 만약 어떤 지도자가 HIV에 양성 반
응을 보였다면, 그 사람은 후에 그러한 자기의 상태를 공개하기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개인적 고백을 위해서는 예배 시간

이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테스트 후에 즉시 공개할 필요는 없다.  
I. 오명을  종식시키겠다는  다짐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라 . 

포스터와 표지판과 배너를 만들어 HIV와 AIDS에 붙은 오명을 종식

시키겠다는 다짐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  
J. 다른  공동체  조직들과  함께  의식  활동을  전개하라 . 

더 큰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들에는 교육 캠페인, 
테스트 받는 날, 12월에 있는 세계 AIDS의 날을 인식하기와 같은 것
들이 포함될 수 있다.  



최고의  방안들 	  
	   	   	  

©	  EMPACT	  Africa	   June	  2013	   17	  

권장할만한  최고의  실천  방안들  

특정한 특징들을 단점에서 장점으로 바꾸려 할 때, 이러한 최고의 
실천 방안들 중 어떤 것들은 다른 방안들보다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의 도표는 최고의 실천 방안들(앞에서 설명한 A-J까지)중 어떤 
것들이 어떤 특징들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 준다. 각 특징들

의 숫자를 보면서 그 줄에 표시된 최고의 실천 방안들에 대해 생각
해 보라.  

예) 5번 특징(오명으로부터 자유한 신앙 공동체는 HIV의 감염 상태
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신앙 공동체의 생활에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한다.)을 위해서는 A(설교와 가르침)와 B(개인적 고
백)와 H(지도자들의 공개적 테스트)와 I(공개적 표시 혹은 포스터)가 
가장 도움이 된다.  
 

 최고의  실천  방안들  
A B C D E F G H I J 

특  

징  

들  

1 ●  ●  ●    ●  

2 ● ●      ● ●  

3 ● ● ● ● ●      

4 ●  ● ● ●      

5 ● ●      ● ●  

6 ● ●  ● ●  ●   ● 

7    ●  ● ●   ● 

8 ●     ●  ●  ● 

9 ● ●   ● ● ● ●   

10    ●  ● ● ● ● ● 

 

물론, 다른 방안들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도표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점진적 변화 	  
	   	   	  

©	  EMPACT	  Africa	   June	  2013	   18	  

점진적  변화(Incremental Transformation) 

HIV와 AIDS에 붙은 오명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일련의 변화 주기들과 더불
어 성취될 수 있으며, 각 주기는 약 육 개월에서 십이 개월 정도 걸

린다. 한 주기에는 네 개의 주요 활동들이 포함된다: 
l 평가  – 열 개의 특징들 중 단점들과 장점들을 확인하기 
l 집중  – 그 주기 동안에 집중할 몇 개의 취약한 특징들을 선
별하기 

l 계획  – 집중할 특징들에 맞는 행동 계획을 발전시키기 
l 행동  – 행동으로 옮기면서 단점들을 장점들로 변화시키기 

각 주기의 끝부분에서는 진보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를 반복하고 다
음 주기에 집중할 특징들을 선별하라.  

 

평가  
장점과 단점 

집중: 
몇 가지의 특징들  

행동: 
오명을 줄이기 위해  

계획: 
특정한 활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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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각 변화의 주기는 평가와 함께 시작된다. 평가의 목적은 이미 이루
어진 진보를 강화하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할 지를 결정하기 위해 
신앙 공동체의 특정한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평가를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열 가지의 특징들 각각을 살펴보면서 
그 특징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단점인지 장점인지, 혹은 장점도 단
점도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얻기 위
해 각 특징들을 설명한 후에 주어진 주요 질문들을 해보라.  

평가의 결과들을 기록하기 위해 동반되는 행동 계획표를 사용할 수 
있다.  

집중: 

각 변화의 주기 동안에 오직 소수의 특징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
하다. 왜냐하면 많은 특징들을 한꺼번에 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어
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두개나 세개의 특징들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집중할 특징들을 선별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특정한 
상황들에 달려있다. 이 과정에서는 평가의 결과들이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하위 번호에 속하면서 장점이 아닌 특징들에 집중하라. 예
를 들어, 1번의 특징이 단점이거나 혹은 단점도 장점도 아니라면, 첫 
번째 주기에서 그 특징에 집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침묵을 깨지 않
고서는 다른 특징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2번의 특징은 
확실한 장점이 될 때까지 매 변화 주기마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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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집중할 특징들을 선택한 후에, 오명을 종식시키기 위해 변화 주기 
동안에 행할 특정한 활동들을 계획해야 한다. 변화 주기는 일반적으
로 여섯 달에서 열두 달 정도 걸린다. 특정한 활동들은 집중할 특징

들과, 신앙 공동체 지도자들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한다. 몇 년 동안
의 경험에 근거한 최고의 방안들이 이미 앞에서 제시되었다. 앞에 
나오는 도표를 보면 최고의 방안들 중 어떤 것들이 특별히 어떤 특

징들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활동
들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행동: 

변화 주기의 마지막 부분은 계획한 행동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어떤 경우들에는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 주기 동안에 
계획을 바꾸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변화 주기 동안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단계이다. 왜냐하면 HIV와 AIDS에 붙은 오명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

는 것이 바로 이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대하지 않았

던 장애물들과, 극복해야 할 도전들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
가 필요하다.  

한 변화 주기에 속한 각 단계의 결과들을 기록하기 위해 행동 계획표
(Action Planning Worksheet)를 사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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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에  직면하기  

HIV와 AIDS에 붙은 오명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이 요구
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l 당신은 여러 세대 동안에 걸쳐 형성된 태도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l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인간 행동의 양식들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한다.  

l 논쟁적인 신학적 개념들을 다루어야 한다.  
l 당신은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삶의 실체
들과 신학적으로 고찰한 것들을 결합해야 한다. 

l 당신의 신앙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반기를 들 수도 있다. 

당신은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l 오명이 끼친 영향을 인식하라. 
l 사전적 조처(proactive steps)를 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l 오명이 종식될 때까지 인내하라.  

HIV와 AIDS에 붙은 오명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의 신앙 공동체 안에 그리고 세계 도처
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오명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여러 면에
서 볼 때, 오명이 AIDS를 물리치기 위한 투쟁에서 마지막 전투에 
해당한다. 의학이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그것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오직 사람들이 테스트를 받고 도움을 
받는 일에 자유함을 느낄 때에만 가능하다. 당신과 같이 지역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취하는 행동들은 우리가 의학의 발전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AIDS라는 질병을 종식시켜 나가고 있음을 보증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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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주기의  실례  

 

	  평가	  

신앙 공동체가 1번, 4번, 9번의 특징들이 장점이고, 2번과 5번은 
단점이라고 결정한다. 다른 특징들은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니
다.  

 

	   집중 	  

신앙 공동체는 단점인 2번과 5번 그리고 아직 장점이 아닌 3번
의 특징에 집중하기로 결정한다.  

 

	  계획 	  

신앙 공동체는 최고의 실천 방안들 중에서 A, B, 그리고 I를 선
별한다.  

A – 인간 행동의 “도덕적” 측면과 “안전한” 측면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정보를 주는 메시지(3번의 특징을 보라)뿐
만 아니라, 수용과 긍휼과 격려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B – HIV양성 반응자와 HIV양성 지도자의 개별적 증언들 
I – 예배 장소에 전시된 포스터들 

 

	  행동 	  

신앙 공동체는 계획에 따라 행동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동
안,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얻는 메시지를 가지고는 도덕적 행동과 
안전한 행동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최고의 실천 방안들 중 E의 방안을 더한다.  

E – HIV라는 정황 속에서 도덕적 행동과 안전한 행동 사이
의 차이에 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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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료들  

EMPACT Africa는 신앙 공동체 지도자들이 HIV와 AIDS에 붙은 오명
을 종식시키기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온라인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l 신앙 공동체의 오명 평가(Stigma assessment of the faith 
community) 

l 행동 계획과 추적(Action planning and tracking) 
l 감시와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 
l 배운 교훈(Lessons learned) 

EMPACT 아프리카는 또한 신앙 공동체들에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다: 

l 오명 측정(Stigma surveys) 
l 리더십 훈련(Leadership training) 
l 교단들을 위한 스티그마 이니셔티브(Stigma initiatives for 

denominations)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다음의 웹싸이트를 방문하라: 
www.empactstigmafree.org 

다음과 같이 다른 온라인 자료들도 많이 있다: 
l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 on HIV/AIDS) 

www.unaids.org 

l CABSA (Christian AIDS Bureau for Southern Africa) 
www.cabsa.org.za 

l INERELA + (International Network of Religious Leaders Living 
With or Peronally Affected by HIV) 
www.inerela.org 

l Stigma Action Network 
www.stigmaactionnetwork.org 

l GNP+ (Global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AIDS) 
www.gnpplus.net 

l Ecumenical Advocacy Alliance 
www.e-alliance.ch 

l World Council of Chu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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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과  배포  

이 자료들은 비 영리 목적을 위해 무료로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때에는 EMPACT Africa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이 자료들이 EMPACT Africa에 귀속된 것이라는 사실을 적절하

게 표기해야 한다. 

이 자료들은 기독교 관점을 가지고 남 아프리카에서 개발되었다. 
EMPACT Africa는 이 자료들을 다른 신앙 전통들에 맞도록 그리고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들에 맞도록 편집하고, 또한 다른 언어들로 번
역하기 위해 외부 관계자들과 협력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자료들을 복사하거나 다른 정황들에 맞도록 편집하고 싶은 사람
들은 다음의 주소로 연락하기 바란다:  

resources@empactafrica.org 

 

감사의  말  

이 자료들은 남 아프리카에서 지역 기독교 지도자들과 5년 동안 함
께 일하면서 배운 교훈들을 반영해 준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 다른 교단들에 속한 HIV & AIDS 코디네이터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 Rev. Pearson Banda, Rev. Komforce 
Blackie, Rev. Buyelwa Maringa, Ms Andisiwe Matiwane, Rev. Buhle Mpofu, 
Rev.Teboho Motumi, Mr. Costin Mwale, Rev. Gerald Phiri, Ms. Pamela 
Vakala. 다른 많은 사람들 또한 이 일에 공헌하였다: Rev. Canon, Dr. 
Gideon Byamugisha, Mr. Joseph Collins, Rev. Paul Friesen, Rev. Janet Guyer, 
Rev. J. P. Mokgethi-Heath, Dr. Sue Parry, Ms. Lyn van Rooyen, Dr. Joyce 
Statz, Rev. Lawrence Temfwe, Dr. Douglas Tilton, Mrs. Linda Barstow, 그리
고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EMPACT Africa 팀원들 모두. 

이 안내서의 한국어 판은 Westlake Hills Presbyterian Church 의 지원을 
얻어 박 선규 목사에 의해 번역되었다. 

데이비드 바스토우 박사(Dr. David Barstow) 
President, EMPACT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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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활동을  취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장애물이  바로  오명이다 .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질병이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해  의사를  찾아가거나 , 질병이  있다면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주요한  이슈가  바로  오
명이다 . 오명은  AIDS가  사람들을  조용히  살해하고  있는  것을  돕

고  있다 .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말하거나 , 손쉽게  얻
을  수  있는  예방책들을  사회적  수치심으로  여기면서  두려워하

고  있기  때문이다 . AIDS가  온  세상의  사회들을  계속해서  황폐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최고의  요소는  바로  오명이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우리는  질병으로  인해  죽지  않는다 .  
 오명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 .” 

HIV양성 반응 멤버, 잠비아의 개혁교회 
(Reformed Church in Zambia)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땅에  묻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
각해  본다 . 우리가  EMPACT 프로그램을  더  일찍  시작했다면 ,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것이다 .” 

Rev. Gerald Phiri, 중앙 아프리카 장로교회 
(Church of Central Africa Presbyterian) 

 

EMPACT Africa는 텍사스 오스틴(Austin)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단체로서, 남 아프리카의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의 지역 교회들

과 공동체 안에서 HIV와 AIDS에 붙은 오명을 종식시키는 일을 돕

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다음의 주소로 연

락하라.  
EMPACT Africa 
PO Box 164333 
Austin, TX 78716 USA 
www.empactafrica.org 

EndTheStigma@empactafric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