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하러 간다 

 

구출 결심을 한다 

 

정보를 수집한다 ·통일협회의 실태에 대해 

                  ①출판물을 읽는다(주 1) 

                  ②구출 성공 가족, 전 신자의 체험담을 듣는다. 

               ·동시에 성서(기독교) 학습도 필요(주 2) 

·본인의 현재의 동향을 안다→「통학」의 경우 구출 결심이 절

대로 본인에게 알려지지 않게 한다. 

 

       가족이 각오를 정한다 ·장기 칩거가 된다는 것의 각오-그러기 위해서는 

장기휴가를 얻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직

을 그만두어야 한다.  

 ·기간은 보통은 1~3 개월 정도, 게중에는 반년 이

상에 이르기도 한다. 

 

       협력을 의뢰한다 ·어디까지나 부모와 형제자매가 중심이다. 

           ·친척이나 친구 등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부탁

한다(주 3). 

 

장기전이 되므로 몸과 마음의 건강 관리에 유의한다 

 

구출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 

 

구출전의 준비 

 

보호·격리하기 위한 적당한 주거를 빌린다(주 4) 

안으로부터 출구에 자물쇠를 잠근다 

창이라는 창은 모두 안쪽에 위험 방지, 도망 방지 장치를 한다 

그 외에 탈출구는 없는가, 본인이 안에서 잠글 수 있는 장소는 없는

가, 모두 체크한다 

집기·비품의 준비를 한다(주 5) 

식료품을 비축한다(주 6) 

 

언제, 어디서 구출하는가, 또 거기서부터 보호 장소까지의 호송 방법을 어

떻게 할까를 결정한다 

 

구출 전날까지의 준비(주 7) 

 

보호하고 난 다음 매일 감시, 설득하는 사람들의 타임·스케줄(일정표)을 만든다 

(당분간은 매일 최저 3 명으로 한다) 

 

구출 결행(주 8) 

 

구출 후의 대응(주 9) 

 

설득자·목사·전 신자가 온다 

 

   이 기간은 2 주간에서 2 개월까지. 

성서, 원리강론을 모두 모르므로 본인과 설득자 등의 대화에 부모님이 따

라가지 않지만, 될 수 있는대로 같이 공부한다.→원리가 「성서를 잘못 가

르치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성서를 많이 읽고 있다는 것으로 놀라게 

한다.  

알게 되면 미간을 찌푸리지 않게 되고, 표정이 온화해진다.  

밤잠을 잘 때도 신음하지 않게 된다. 잠자는 표정도 온화하게 된다.  

언제 도망가려 했는가, 또 처음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홈에서의 고생담 

등을 이야기하게 된다.  

설득자가 전 신자이면 가장 위력을 발휘한다. 게다가 크리스천이면 더욱 

강력하다.  

최종적으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면 가장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이후는 부모는 별로 나설 필요가 없다.  

어릴 때 좋았던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할 수 있다면 최선이 될 

것이다.  

 

*이 후도 위장 탈퇴, 상기됨, 마음의 움직임 등 문제는 계속 된다. 특히 

홈에서의 마음 따뜻한 공동생활은 언제까지나 잊을 수 없는 것 같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