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윤리 강령

1

아동은 우리에게 위탁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든 개인을 존중하고 인내심과 예의를 갖춰 품위
있고 정직하게 대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준수 사항:
2

2

미성년자 와 분명하고 적절한 육체적 및 정서적 거리를 설정 및 유지할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
미성년자에게 긍정 표현을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미성년자의 비싼 선물을 거절하거나 미성년자에게 비싼 선물을

1.
2.

주는 행위를 삼가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음은 미성년자에게 허용되는 적절한 긍정 표현의 예입니다.
포옹

어깨 동무

어깨 또는 등 두드리기
악수
'하이파이브' 및 손뼉 마주치기
언어 표현으로 칭찬하기

어린 아동과 손잡고 걷기
어린 아동 옆에 앉기
무릎을 꿇거나 구부려 어린 아동 포옹하기
손 잡고 기도하기

미성년자의 손, 얼굴, 어깨 및 팔 만지기

문화적으로 적절한 경우 머리 쓰다듬기

3.

간지럽히기, 씨름 또는 마사지와 같이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접촉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삼갑니다.

4

눈에 잘 띄는 곳에서 미성년자 또는 취약한 성인을 만납니다.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성인을 대동합니다.

5.
6.

미성년자와 단둘이 드라이브하지 않습니다. 긴급 시에는 다른 성인을 함께 태웁니다.
미성년자와 함께 근무할 때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모독적인 언행을 하지 않으며,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처방약이나 마약 또는
술에 취해 있지 않습니다.

7.
8.
9.
10.

다른 성인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자와 단둘이 함께 침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 마약, 부적절한 성 관련 비디오, 독서 자료 또는 그래픽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동 음란물에 액세스하거나 이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성행위를 위해 미성년자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먼저 접근해 오는 경우 거부합니다. 미성년자가 먼저 시도한
성행위는 감독에게 보고합니다.
3
성적 학대 혐의 신고에 대한 교구 정책을 읽고 준수합니다.

11.

이 윤리 강령은 관련 법, 지침, 정책 또는 규정에 명시된 의무를 폐기하거나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름:

날짜

(해당되는 항목에 O 표하세요.)

성직자

직원

자원봉사자

서명:

학교/본당/기관 이름 및 위치:

1 미성년자와 함께 근무하는 올바니 교구의 모든 성직자, 직원 및 자원봉사자는 이 윤리 강령에 서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서명된 윤리 강령은 보관됩니다.
2 18 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과 이성적 판단력이 부족한 성인을 포함합니다.
3 "성적 학대 신고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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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 신고 방법
성적 학대 피해자
올바니 교구는 성직자,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은 모든 피해자가 경찰이나 해당 검사에게 직접 신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성인이 과거에 학대 받은 사실 신고
성인이 어린 시절에 받은 학대 받은 혐의를 교구에 직접 신고하려면 지원 조정자(Theresa Rodrigues, 518-453-6646, 전자 메일:
assistance.coordinator@rcda.org)에게 연락하십시오. 지원 조정자에게 접수된 모든 미성년자 학대 혐의는 해당 검사 사무실로
신고됩니다. 또한 신고서 사본이 교구 변호사와 심의위원회장에게 전달됩니다. 접수된 신고를 신빙성에 따라 선별하지 않습니다.
올바니 교구는 해당 혐의의 신고 및 조사 시에 공권력에 적극 협조합니다. 교구는 검사가 해당 혐의의 판결을 내린 이후에만 성적 학대
혐의를 처리하는 교구 자체 규약을 따릅니다.
학대 혐의 신고하는 직원은:
1.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a.

성직자, 교구 직원, 본당 직원 또는 자원 봉사자에 대한 혐의.
미성년자 성적 학대 혐의를 신고 받은 성직자,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는 그 혐의를 즉시 감독, 본당 지도자/교장, 교구
관리자 또는 그의 피지명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해당 신고를 신빙성에 따라 선별하지
않습니다. 본당 지도자/교장 또는 교구 관리자는 성직자,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의 모든 혐의를 즉시 경찰 및 해당
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교구 변호사 Michael Costello(# 518-463-1177)에게도 이를 알려야 합니다. 접수된
혐의는 신빙성에 따라 선별하지 않고 모두 신고합니다.
본당 지도자, 교장 또는 교구 관리자의 혐의를 접수한 경우, 교구 변호사 Michael Costello 에게 알리고 교구
변호사는 신빙성에 따라 선별하지 않고 모든 신고 건을 즉시 경찰 및 해당 검사 사무실에 알립니다. 교육감(학교
직원이 혐의가 있는 경우) 및 교구 지원 조정자에게도 신고서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b.

미성년자 가족에 대한 혐의.
교구 직원이나 학교 또는 본당 직원이 부모/후견인 또는 기타 보육 책임자(예: 보육 서비스 제공자 또는 동거하는
성인)로부터 청소년이 피해를 입었거나 그럴 위험에 처해 있다는 혐의를 접수한 경우 아동 학대 중앙 등록처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의무 신고자의 신고 전화: 1-800-635-1522
의무 신고자가 아닌 본당 직원 및 교구 직원의 신고 전화: 1-800 -342-3720
아동이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의 신고 전화: 911 또는 경찰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뉴욕 주 자녀 및 가족 서비스 사무소 (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

2.

성인이 미성년자일 때 성적 학대를 받은 사실을 밝힌 경우.
신고를 받은 본당, 학교 직원 및 기타 교구 직원은 즉시 그 혐의를 지원 조정자에게 알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검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직접 해당 혐의를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지원 조정자에게 접수된 모든 미성년자 학대 혐의는
해당 지역 검사 사무실로 신고되며, 교구 변호사와 심의위원회장에게도 신고서 사본이 전달됩니다. 접수된 신고를 신빙성에
따라 선별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