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환경
교육(헌장 12 조)
이 교육은 아동에게 위험한 학대 상황을 벗어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적 안전 기술을
가르쳐서 대처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인터넷
안전 인식도 가르칩니다. 본당과 학교에서는
다음 자료를 사용합니다.
유치원-2 학년 학생을 위한 "안전한 환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5 학년 학생을 위한 "안전한 환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 학년 이상 학생을 위한 "개인의 역량–
안전 점검"
유치원-12 학년 학생을 위한 Child Lures®
프로그램
본당과 학교는 안전한 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을 매년 부모에게 알립니다. 본당과 학교는
부모가 자녀의 '일차적인 교육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부모가
자녀의 공부에 일조하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 교구의 전도, 교리 교육 및 가족
생활 사무실((518) 453-6630) 또는 가톨릭 학교
사무실((518) 453-6666)로 문의하십시오.
5) 신원 조회 및 선별(헌장 13 조)
모든 사제직 및 종신 부제직 지원자는 사목
활동에 적합하고 미성년자와 함께 일하는 데
적합한지 평가받기 위해 종합적인 심리 검사와
신원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아동 또는 청소년과 주기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성직자, 본당/학교 직원 및 자원봉사자는 범죄
전과의 조회처 및 확인을 포함하는 지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전국 성범죄자 등록부
확인을 비롯한 범죄 경력 조회 및 주민 등록 번호
확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학대자 또는 성범죄자는 올버니
교구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참조:http://www.rcda.org/(Charter
Compliance Tools and Resources 선택)

6) 천주교 올버니 교구 아동 성적 학대 예방
정책(헌장 6 조)
올버니 교구는 본당 및 학교의 모든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엄격한
정책과 절차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미성년자를 성적 학대한 성직자의
사목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무관용
정책

함께
협력하기
아동 성적 학대를
예방하려면

아동 및 청소년과 주기적으로 접촉하는
교구의 모든 성직자,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서명해야 하는 적절한 행동/거리 유지를
위한 지침과 윤리 강령
자원봉사/근로 청소년을 위한 윤리 강령
잘못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기술 정책
알려진 성범죄자에 대한 사목 정책
참조:http://www.rcda.org/policy/PDFPolResAbuse.pdf
7) 아동 학대 신고
뉴욕 주에서 학교 교원, 관리자 및 기타 직원은
의무 신고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동 학대
또는 방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접수한 경우 주 중앙 등록처(아동 학대
핫라인)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무 신고자의 신고 전화: 1-800-635-1522

이미지 제공자: USCCB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성직자가 저지른 성적
학대 피해자 지원

일반인의 신고 전화: 1-800-342-3720 번으로
아동 학대 혐의를 신고하십시오.
참고: 성인이 미성년자일 때 올버니 교구의
성직자,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은 경우 사건 발생 장소와 가까운 검사
사무실에 직접 신고하십시오. 교구에 신고하고
상담을 받으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지원 조정자 전화: 518-453-6646
전자 메일: victim.assistance@rcda.org

천주교 올바니 교구

40 North Main Avenue
Albany, NY 12203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미성년자 성적 학대

성 바울은 몸의 한 부분이 병이 들면
몸 전체가 병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적 학대가 유발하는 상처, 고통 및 장기적인
트라우마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인물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는
경우에는 상처가 더 깊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심한 사과를 전합니다. 그
스캔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긴 고통,
분노 및 불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사과 드립니다.

아동은 우리의 소중하지만 취약한 자원입니다.
슬프게도 아동 성적 학대는 성당 및 학교와 같은
신뢰받는 기관과 전체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행태의 성적 학대를 멈추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마음을
치유하고 신성한 신뢰의 지위를 악용한 성직자
또는 성당 직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보호 헌장
성당의 교리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 학대를 심각한
죄악이라고 비난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 보호 헌장은
2002 년 6 월 미국 주교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문서는 아동 성적 학대 문제에 대한 성당의
응답과 구체적인 예방책을 제공합니다. 헌장의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대 피해자의 사목 필요에 응답하는 피해자
지원 조정자. (헌장 1 조, 2 조, 4 조, 12 조, 16 조)

이 브로슈어는 교구의 본당 및
학교에서 시행한 성적 학대 예방 정책,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에 대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브로슈어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 방법, 학대
또는 비행 혐의를 의심하거나 목격한 경우에
해야 할 일과 신고/상담할 적절한 사람, 학대
피해자를 사목할 기회를 얻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읽고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올버니 교구는 학대 피해자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원 조정자에게 교구를 위하여 근무하거나
자원봉사를 한 성직자, 수도자 또는 평신도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은 피해자를 돕게 합니다. 우리는
개인이 지원을 통해 성적 비행의 영향에서 치유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완전히 치유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치유 과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피해자에게 공정하고 자비롭게 반응하고 치유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다합니다.

아동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피해, 특히 성적 학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협력합시다.

다음을 위해 (518) 453-6646 번으로 지원 조정자에게
연락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dward B.
Scharfenberger
올버니 주교

사제, 부제 또는 올버니 교구에서 근로 또는
자원 봉사하는 다른 사람의 비행을
신고합니다.
상담을 신청하여 지지 분위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교단 회원의 학대를 신고하고, 해당
교단과 연결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다른 교구에서 겪은 학대를 신고하고
해당 교구의 적절한 사람과 연결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생존한 교구의 성직자,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모든 성적 학대 혐의는
피해자의 기밀을 유지한 채 적절한 공권력에
신고됩니다. 우리는 성적 학대 피해자에게 법
집행 기관에 직접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2) 안전한 환경 조정자(헌장 2 조, 12 조 및 13 조)
천주교 올버니 교구의 인사 담당 이사는 교구의
안전한 환경 조정자 역할을 합니다. 안전한
환경 조정자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본당 및 학교와
협력합니다. 안전한 환경 조정자는 아동과
주기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모든 성직자,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신원을 조회하고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해당 성인도 안전한 환경
교육을 받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 성인을 위한 안전한 환경 교육(헌장 12 조)
VIRTUS® '하느님의 자녀 보호'
아동 및 청소년과 주기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본당/학교 직원 및 자원봉사자는 아동 성적
학대 인식 및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구는 VIRTUS® '하느님의 자녀 보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에게 기본적인 아동 성적
학대 예방 5 단계를 가르칩니다.
참조: http://virtusonline.org/virt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