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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링턴가톨릭교구

어린이/청소년보호와

성희롱및어린이학대예방정책

머리말

알링턴가톨릭교구어린이/청소년보호와 성희롱및어린이학대예방정책 (이하정책이라함)은다음과같은목적을

위한것이다.

(a) 교구청의현행 정책의요약

(1) 어린이는어떠한상황의 위험으로부터도안전하게보호받을권리가있다

(2) 교구청직원에의한근무중또는교구청후원의행사도중발생한

성희롱이나아동학대와관련, 교구는그런인사를고용하거나어떤임무또는권한을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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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현정책에대한규명과 인식의고취

교구는어린이와성인들이성희롱과아동학대로부터안전해야 할권리를보유한다는점을존중한다. 교구는모든

어린이의 보호를확실히하고, 이를고취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며어린이와청소년을위한안전한 환경을마련하고,

신체적인 학대와성희롱, 방치행위를 방지하며, 가능한한어디에서든치유의효과를위한사목에모든역량을

동원한다. 이정책은 1991 년에작성되고그후수시로개정돼온교구정책에기초한다. 이는 2002 년 11 월 미국

가톨릭주교회의총회가승인한개정판어린이/청소년보호헌장과신부와부제에의한성학대혐의처리에관한교구/

주교의정책을위한기본방침에따른우리의관심을반영한 것이다.

제 1 조. 정책

교구소속원들에의해

(i) 교구에서업무를수행하는도중,

(ii) 교구감독하에실시되는 행사도중 발생한성희롱과어린이학대는크리스쳔의원칙에위배되며교구소속원에

의한어떤형태의권한이나임무, 고용의영역을벗어난 행위이다. 또한모든교구소속원은 성희롱과어린이학대의

실질적발생이나발생혐의그리고신고와관련, 해당되는모든주와지방법을준수해야하고아울러다음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정책은전반적인성희롱, 어린이방치, 그리고어린이학대를 다루기위한것이아니며, 여기서기술한특수한

상황에만해당되는것이다. 이는교구의직원과봉사자들이교구에서업무를수행하는동안타인에게해를입히는

결과를가져올수있는성희롱과어린이학대의발생가능성을 예방하기위한준수사항과절차를설정하기위한

것이며, 나아가 교구의직원과봉사자들에의한성희롱과어린이학대의실제발생또는발생 혐의가제기됐을때

교구요원들이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지침을제공하기위한 것이다.

우리는새로워진믿음으로이정책의다음과같은본래의원칙을준수할것을거듭다짐한다:

a. 교구 직원과봉사자들에 의한성희롱과어린이 학대의발생을예방하기 위한목표를향하여교육

프로그램과검사절차를강화하고강조한다.

b. 사회의관련당국이나교구당국에신고해야하는요구사항을명확히숙지하고이를따른다.

c. 학대받은어린이와그가족, 그리고그로인해영향을받은가톨릭공동체를영적,

신체적, 정서적으로보살핀다.

d. 혐의를받은개인을영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보살필것을다짐한다.

e. 성적 희롱행위와어린이 학대주장이제기됐을때, 그외의다른조치도강구한다.

교구는사회당국에의해미성년자로 인정되는개인에대한성적학대주장을반드시신고한다는점을거듭확인한다.

여기에는 그같은주장을신고하는데있어서해당되는사회의모든법을따르고, 사건관할지역의법에의거하여

그들의조사에협조하며, 피해자들에게그들이공공기관에신고할권리가있음을 주지시키는것등이포함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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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사본과어떤개정안도미국가톨릭 주교회의에제출된다. 어떤사제나부제도여기에서규정한미성년자에

대한성학대를단한건을저질렀다하더라도사목활동을할수 없으며다른교구나대교구 또는 수도회관구로

이적될수 없다. 제기된성희롱과어린이학대에관련된모든 당사자, 특히 성학대를당했다고 주장하는당사자나

혐의를받은사람의권리를보호하기 위한 조치가취해져야한다. 그같은주장이 근거가없는것으로밝혀질 경우,

허위혐의를받은사람의명예를회복하기위한 가능한모든조치도취해질 것이다.

제 2 조. 정의

이정책만의목적에한하여다음과같이용어들을정의한다.

2 조 1“피의자”는학대의행위, 정책의심각한위반또는범죄행위를했다고비난을받는

사람을의미

2 조 2“대기발령(Administrative Leave)”은피의자에게참사회의장으로부터추후의통보가

있을때까지정해진 업무를중단하도록하는것을의미

2 조 3“주교”는버지니아주알링턴가톨릭대교구의주교를의미함

2 조 4“어린이”또는“어린이들”은 18 세이하의자연인또는자연인들을말함

2 조 5“어린이학대”는 어린이에대한다음과같은조치나행동을말함:

(a) 어린이에게 사고가아닌신체적또는정신적상해를발생시키거나조성또는그렇게 하기

위한위협, 또는그렇게 하도록허용하는것, 또는사망이나불구또는신체적정신적

장애를초래할수있는막대한 위험의야기,

(b) 어린이를성적으로이용하기위한어떠한 행동이나성행위의자행, 또는그렇게하도록

허용하는행위

(c) 버지니아주에서발생한사건에대하여 버지니아주형사법이규정한불법행위, 버지니아주

밖에서발생한사건의경우해당지역의형사법이 규정한위법행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어린이와청소년보호헌장참조, note (p.20).

(d) 다음중어떤것이라도 해당되는경우

1. 부모 또는영구보호자, 임시보호자, 양육권자, 어린이감독책임자등타인에의한

어린이성적접촉, 학대에관련된어떤행동이나상호행동, 동의하에서든 동의없이든

어린이가시작한경우라하더라도성기나기타신체적접촉등성희롱에관련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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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같은행위로인한지속적또는비지속적신체부상:

a. 의도적인성기또는내밀한부분즉여성의유방, 성기부위, 샅, 허벅지안쪽,

어린이의엉덩이등의

텃치, 또는성적인발기나만족을위한어린이악용

b. 강간, 성기삽입(성기또는항문), 오랄/성기오랄/항문의접촉

c. 의도적인텃치나자신의성기또는내밀한부분즉여성의유방, 성기부위, 샅,

허벅지안쪽, 엉덩이등을어린이가있는곳에서노출하는행위, 또는성적인발기나

만족을위해어린이를주시하는행위

d. 실제인물에의해서든디지탈이나사진을포함한그래픽에의해서든어린이의전체

또는일부신체를누구에게든지볼수있도록하기위한포즈를취하도록

허락하거나원인제공, 부추기거나협조하는행위, 어린이가 있는곳에서

동영상이든고정화면이든, 혼자서든다른사람과함께든내밀한부분까지

보이는행위, 또는다른사람의성행위를묘사하는행위

e. 어린이에게그림, 사진, 책, 팜플렛, 디지탈영상, 영화또는표지든안쪽이든

기본적으로성행위나접촉을 설명하거나묘사, 또는누드나부분적인누드로

포즈를취하거나현대사회의 일반인기준으로전체적으로음란한내용으로

간주되는잡지등을전시하거나보급하는행위.

2. 다음 사항을포함한신체적학대:

a. 어린이에게의도적으로또는 간접적으로신체적 부상을야기또는,

b. 어린이에게의도적으로정신적부상을입히거나 해당어린이에게의도적으로

신체적부상의위협을가함으로써심리적부상을야기하는행위.

교구감독하의모든기구에서어린이에대한신체적체벌을금지하는것은

교구청의정책이다. 어린이의안전을회복하기위해또는감정을통제하기위해

벌을주는것또는행동에적절한제한을가하는행동은신체적학대에포함되지

않는다.

3. 다음 사항을포함하는태만:

a. 부모, 후견인또는보호자에의해어린이를방치하는행위,

b. 적절한그리고필요한 음식, 거처, 의복, 교육을제공하지않아보살핌을결여한

행위

c. 신체적또는정서적건강을위해적절한보살핌을제공하지않는행위; 부모 또는

후견인의의무수행거부나불능상태; 부모나보호자또는기관이보살핌을

중단하겠다는의도를들어내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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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 6“신빙성있는고발(accusation)”은사실에근거하고, 다음중하나또는그이상의조건과일치했을때의

주장을의미함: (a) 믿을만하고현실성이 있는가; (b) 자연적이고, 합리적이며, 가능성이있는가; (c) 다른증거

또는자료와일치되는가; (d) 피혐의자의시인/자백이있는가.

2 조 7“교구인사”라함은;

(a) 모든사제, 교구소속이든수도회소속이든행정기관, 수사기관, 그리고/또는교구감독체제

하에서민권법의대상이되는 사람을말함 (이하간혹성직자라칭함) ;

(b) 교구, 또는어떤본당, 공소, 또는행정기관, 수사기관, 그리고/또는교구감독체제하에서

민권법의대상이되는가톨릭 기관과조직체에의해직접고용돼있는모든자연인을말함

(이하교구직원이라칭함);

(c) 교구또는어떤본당, 공소, 또는행정기관, 수사기관, 그리고/또는교구감독체제하에서

민권법의대상이되는가톨릭기관과조직체에자원봉사를제공하는모든자연인을말함

(이하간혹교구봉사자라칭함);

(d) 교구의감독하에서어린이들과빈번한접촉이있는계약직근로자.

2 조 7 의목적을위하여전술한소항목들은각각별개의것이며연결된것으로간주해서는안됨.

2 조 8“성희롱”은어떤 것이든버지니아주내에서, 그리고버지니아주외부의형사법이

미치는관할구역에서 버지니아주형사법에의해, 그리고 형법 277 조와 1395 $ 조

2 항에서불법으로 규정된모든성적행위를말한다.

2 조 9“실질적접촉(Substantial contact)”이란어린이에대한시간과노출의양면에서

기간과범위, 사소한 것이든제한된것이든, 간헐적인것이든지속적인것이든, 어린이를

접촉하는것을의미한다.

제 3 조. 정책의보급

3 조 1 이정책의사본은 합리적이고가능한한신속히모든교구사무실과기구의수장과

감독관과관할지구내 각기구의장에게보급돼야한다. 이정책의사본은 각 사무실과

기구에보내져영구 문서로보관하도록한다.

3 조 2 알링턴교구사무국 (이하사무국이라칭함)은이정책의 사본을모든성직자, 모든

교구직원, 교구에대한봉사활동의 직접적인결과로어린이들과많은접촉이있는

교구의모든봉사자들에게 가능한한가장빠르게보급하도록준비한다. 나아가이

정책의사본은새로운교구인사들이직책에부임하거나업무에착수하기 전또는

착수와동시에보급될수있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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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 3 전술한내용에추가하여참사회의장은오직주교만의감독하에적절하다고판단될경우

이정책의내용에관한사본을교구내의 다른사람, 단체, 기구또는수도회에보급할

권한을보유한다.

3 조 4 위에기술한조항에의거, 이정책의사본이공급되지않았음을알고있거나공급되지

않은것으로믿고있는교구내의인사는 누구든즉각이를사무국에 알려야하며사본을

받지못한인사의신원(성명또는교구내의직책으로)을통보해야한다.

제 4 조. 주와지방법

버지니아 법률(Code of Virginia) (1950) 과그수정법에의거한성희롱과어린이학대사건발생에대한신고의무와

그에관련된버지니아주법의요약은, 버지니아주및지방기관의연락처목록과함께첨부 A 로첨부돼있음. 지방의

민권당국은주법의보완으로지방조례를 제정시행하는경우도있으나, 교구내의민권조례의 수가많은관계로

그같은조례의요약본은작성하지않음. 성희롱과어린이학대의신고의무를이행하는것은주법에따라야 하지만 이

정책의사본을받아본사람은그와같은지방조례가존재한다는점을인식해야하며이에대한적절한요청을하도록

권장된다.

제 5 조. 교육

5 조 1 교구청은아동과다른사람들이연루되는미성년자학대와성추행사건을예방하고인정하며이를알리는

방법에관한교육프로그램들을개발토록한다. 이교육프로그램은성직자들을포함한교구내모든관련

직원들이(여기에서교구의 직원이라함은성직자를포함한교구내모든직원을말한다.) 참석할수있도록 합당한

기회를제공하기위해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정기적으로 시행토록한다. 나아가교구소속의학교나

신앙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는학생들, 신앙이돈독한직원들, 청소년교리지도자들(Youth Minister?), 프로그램

코치들, 그리고아동지도봉사를제공하는교구직원들을포함하는교구의모든직원들은특별히 봉사분야들을

다루기위해마련된아동학대관련교육을제공하는연례적인안전환경프로그램에참여토록한다.

5 조 2 아래에열거되는교구직원들은미성년자및직원이연루된아동학대와성적추행을인정하고예방하는방안에

관해앞서의 5 조 1 항에언급된교육프로그램에참여해야한다.

(a) 앞서 2 조 7 항(a)에서지칭된신부등교구의감독을받는직원들

(b) 교구와대교구가운영하는초중고교교장, 교감, 교사, 상담교사, 도서관직원(사서직)

(c) 교리를 담당하는지도자들국장들그리고모든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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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교구나대교구선교관련기관들또는민법하에교구의행정과권한및관리하에들어가는 가톨릭관련기관과

기구의후원으로아동보호활동에참여하는교구의모든직원들

(e) 운동선수와성가대등어린이활동을관장하는모든교리지도자(유스미니스터)들국장들코치들교구나대교구

선교관련기관또는민법하에교구의행정권한관리하에들어가는가톨릭교회나아동들과실질적인접촉을하면서

교구소속 기구들의후원하에봉사활동을하는교구내직원들과유사한직책들

5 조 3 따라서앞서 5 조 2 항에명시된바현재교구의직원이아닌사람들은앞으로 5 조 2 항에언급된직책이나

직무를떠맡게될경우 180 일내에적절하게편리한때에이교육프로그램에참석해야한다.

5 조 4 교구청의총대리신부는교구장의검토를거친경우에한해상기프로그램들에참석해야할교구내

추가요원들(5 조 2 항과 3 항에명시된직책및직무보유자들이아닌)을임명할수 있는권한을지닌다.

5 조 5 교회내에서발생하는성추행과아동학대희생자들을알아내고이들을돌보는

일에사목활동자로교회와하느님백성을아울러돌보아야하는신부들을지원하기위해교구는이사제들이

과학적인 지식과교회정책및교회법령윤리신학 직업윤리성감신학또는희생자들에대한사목적보호등의분야에서

새로운발전사항들을조언받을수있도록 정규적인기회들을 제공할것이다.

5 조 6 교구장은유린행위와관련된모든주장들에관해교구의총대리신부로부터통보를받고즉각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교우에게그가지닌권리와책임들을알려주며동시에교구에서제공하는시의적절하게대응하는

사목차원의보호대책을강구하고감독할교구내 피해자지원조정관과아동보호안전국장을지명한다. 교구는

학대행위가최근에발생했건오래전에발생했건 관계없이적은상처라도교회의이름으로활동하는사람으로부터

피해를당한모든사람들을포함해성추행이나아동학대의피해자들에게손길을미칠교회의사목적 책임이있음을

인정한다. 손상된부분을고치고치료회복을돕기위해교구에서는희생자지원조정관과아동보호안전국장을통해

성추행과 아동학대희생자직계가족들그리고피해를본신앙공동체에시의적절하고온정어린사목적보호책을

제공할것이다.

5 조 7 어린이들에대한안전한환경을보장하기위해교구희생자지원조정관과 아동보호안전국장은앞서 5 조 1

항에서언급된연례적인안전환경프로그램을조정해나갈것이다. 안전환경프로그램에는다음과같은내용들이

포함된다.

(a) 사목생활의적절한한계와기존금지사항들 (b) 아동에대한성적유린을포함한아동학대와 유기행위의동태 (c)

미성년자들에게서나타나는학대의신호와 징후들 (d) 학대주장들을신고하기위한법률과정책및절차들 (e)

아동들과 접촉하는성직자들이나교회내다른직원들에의한 아동학대를예방하고교회소유의 영역안에서나교회가

후원하는 행사와활동장소에서발생하는아동학대방지정책과절차들 (f) 폭로내용의유형들과적절한대응방안들

(g) 학대나착취에연루된 희생자들과성인및아동들을적절하게돌보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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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배경과참고사항조회

6 조 1 아래에해당되는교구직원들은교구가제공하는적절하고실용적이며정보성을갖는질문서를 (이미보내지

않았을경우에)교구장이임명한교구내담당관에게조속한시일내에완성해서보내도록한다.

(a) 2 절 7 항(a)에서언급된성직자를포함한모든직원

(b) 교구나대교구가운영하는가톨릭초중고교의모든교장과교감, 교사, 상담교사, 사서직등의학교직원들

(c) 신앙교육에관련된모든교리지도자(Minister) 국장, 조정관, 교사들

(d) 교구와대교구선교기관들또는민법하에서 교구의행정과권한및관리를받아야하는가톨릭의다른단체와

기구의후원을받아아동보호업무를행하는모든봉사자들

(e) 어린이활동(운동선수, 성가대등)에관련되는모든교리지도자(Ministers) 국장 및코치, 그리고아동들과 실질적인

접촉을하면서교구나대교구선교활동기관또는민법하에교구의행정과권한관리의적용을받아야하는

가톨릭기관과기구의후원을받아그런봉사활동을제공하는교구의관련직원들

(f) 이정책의다른조항들에 의거해서그이전에이미질문서를보낸직원들을제외한교구내모든피고용자들

위에명시된직원들은정보성질문서를완성하는부분또는보충적역할로수정된버지니아법(1950) 19 조 2-

389 항이나다른적용가능한법율에따르도록허용되고있는바적용가능한버지니아주중앙범죄기록교환소로부터

자신들에 관한범죄기록사본이교구장이임명한 담당관에게송부되도록서약을통해충실하게요청서를보낼수

있어야한다.

6 조 2 이후부터 6 조 1 항에명시된직책에서일하려는신청자는누구를막론하고 6 조 1 항에기술된 직책과직무를

떠맡기전에희생자지원조정관과아동보호안전국장또는교구청내에교구장이지명한담당관에게교구가제공하는

정보용질문서를완성시켜보내도록한다. 새로맡게되는상기직책과직무 역시 수정된버지니아법(1950) 19 조 2-

389 항이나다른적용가능한법이허용하는대로그같은일을하도록교구장에의해임명된담당관에게직접보낼

자신들에 대한범죄기록을상기중앙범죄기록교환소에요청하도록되어있다.

6 조 3 항 교구내희생자지원조정관과 아동보호안전국장은정보용질문서를완성해담당관에게보내야하는교구내

다른직원들을지명할수있는권한을보유하지만지명할때에는교구장의검토를 거치도록한다.

6 조 4 완성된질문서들은목적에 맞춰교구장이지명한담당관에의해검토되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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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조사를거쳐교구의문서철에적절하게보존되어야한다. 이질문서들은교구장과교구희생자지원조정관

아동보호안전국장그리고고문변호사(교구장의승인을받을경우)에게제한적으로접근이허용되며교구청의이

관계자들은이정책의조항들과적용가능한법령들을당연히 이행해야할것이다.

6 조 5 교구직원들은이 정책에서요구되고있는바교구의직원들이완성한 앞서의어떤질문서에대해서도

부정확하다고보이는정보를갖고있을경우이를교구에통보하는보충적질문서를만들어교구장이지명한

담당관에게정기적으로보내도록되어있다.

6 조 6 앞장에서언급된조항들과 실천사항들은대교구나선교기관(Mission) 또는촉망되는직원들과 자원자들이

봉사하는 다른가톨릭단체들과교구내기구들이 하는직책신청과심사관행 외에 추가로이뤄진다.

제 7 조. 보고의무

7 조 1 교구후원하에이뤄지는업무나활동에참여하면서교구의어떤직원에의해아동학대나불법적인성적

비행사건이자행됐음을실제로알고있거나의심할만한합당한근거를갖고있는 성직자및평직원또는비성직

자원봉사자들을포함해상기의 2 조 7 항에명시된교구직원들이면누구나주정부또는지방정부법(4 절참조)을

따라야한다. 그렇지않을경우그행위는 사제및고해자정신에위배된다.

학대행위가있었음을밝히는자는누구나민간당국과그에관한정보를나누도록 권고받게되고그렇게함에있어서

필요한지지와지원을받게될것이다.

7 조 2 그밖에도아동학대나불법적인성추행사건을보고할민법상의직무외에도

구두상의 보고가즉각교구의총대리신부에게또는그의부재시에는교구의고문변호사에게이뤄져야한다. 그렇지

않을경우사제및고해자정신에위배된다. 또한구두보고 48 시간내에는총대리신부에게서면보고서가준비,

제출돼야 한다.( 표본용보고양식은‘Attachment-B’라는제목으로여기에첨부되고추가양식들은총대리신부

사무실에 비치된다.) 참고로이후부터는위에서반복된‘보고서’들은모두‘사건보고서’로통칭될 것이다.

7 조 3 아래에명시되는보고서절차들은 7 조 1 항과 2 항에제시된민간정부관리들과교구관계자들에게보고되는

외에범죄의성격이나희생자라고주장하는사람의연령또는 주장하는범죄가자행될당시의고발당하는피의자의

직책및역할이나보고의요건사항에예외로간주될수있을다른어떤요인에도영향을받지않고추진될것이다.

(a) 교구소속의학교가 (인권)유린행위의의혹을받게된상황에서피의자가교구신부나부제, 일반직원또는교구청의

총대리신부나총대리신부의지명자(전화 703-841-2500)일경우그런 행위가있다고의혹을갖는개인은누구나즉각

본인이직접또는전화로그 학교교장에게 이를통보해야한다.

(b) 학교장은자신이직접 또는전화로교육감이나교구내행정관총대리신부나그의대리지명자에게즉각통보해야

한다. 그밖에도유린행위의의혹을갖는사람은상기의 7 조 2 항에서요구하는서면보고서를제출해야 한다.

유린행위의의혹이교구소속학교가아닌곳에서제기되는경우의혹을갖는개인이누구이든즉각교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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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리신부나교구청의그의대리지명자에게통보하고이어서 7 조 2 항에서요구하는서면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총대리신부는아동학대의혹에관한보고서를작성해문제의신부나부제가 속한 관구(Provincial?) 또는

알링톤교구의소속이아닌신부의소속주교에게보낼것이다. 총대리신부는의혹을받는아동학대주장이사례가

발생할때마다민간당국에보고되도록할것이다.

제 8 조사건보고서의조사

8 조 1 교구로보고되는아동학대나성추행사건은실제로일어났거나의혹을받는

것이거나 모두어떤범죄수사에도방해받지않는보호와고차원의관심및배려, 또는가칭희생자와 그가족 또는사건

보고자와 가칭범행자에대한비밀성이보장되는가운데즉각 조사에들어갈것이다.

8 조 2 조사는총대리신부나교구청내에교구장이임명한대리자(목적에맞춰조사관들로부를 것임)에 의해 교구

고문변호사(General Counsel)의조언을받아이뤄질것이다. 일반성직자나신부또는부제등신앙공동체의

요원들에 대한조사는적용가능한교회법(교회법 1717 과그 후속참조)에따라이뤄질것이다. 모든경우에

조사관들은이것이어떤범죄조사를방해하지않고가칭희생자와희생자가족그리고보고서를 만드는사람에게도

어떤해가되지않을경우에 한해가해자로부터응답을얻어내려는시도를기울여야한다. 신부나부제가범한것으로

보고된모든아동성추행사건조사를수행함에있어서교구장은이정책에첨부된“Attachment-C”에제시된대로

사건상황을사목, 교육, 법율(교회법,민법),의학, 심리학, 사회학등의총체적측면에서접근할수있도록

직업전문가들을망라하는교구심사위원회의지원을받게된다. 교구심사위원회는사소한것이라도주장이제기되는

사제나부제의성적학대여부를조사하고평가하며범행자로주장되는신부나부제의성직자로서의적합성을

결정하는 일에서교구장을지원할것이다.

8 조 3 사건보고서가접수된뒤에는사건보고서와조사관의예비보고서를검토하고사건보고서가어떤신빙성있는

근거의뒷받침을받고있는것인지를 결정하기위해가능하면 조속히교구장과총대리신부그리고교구장이

필요하다고간주되는교구내의상담자들사이의(직접대면또는전화) 회의가소지될것이다. 교구의 고문 변호사는

민법상의 조언을제공하기위해이회의의일원으로참여한다. 회의소집을알리기위한합당한노력을 기울인뒤에도

알릴수없었을경우이것이 회의를부당하게지연시킬사유는될수없다.

8 조 4 사건보고서가일부믿을만한증거로뒷받침된다고판단될경우가해혐의자는

교구내외의조사결과가나올때까지교구에대한책임이나교구나대교구선교활동기관또는민법상 교구의행정과

권한및관리를받는다른캐톨릭단체들에서자신이맡아온책무를해제당할 것이다. 가해용의자가교구직원일경우

이직원은행정휴가상황에놓이게돼 이경우교구장이결정할수있는것으로급료나공식혜택을받을수도

안받을수도있게된다. 일부 믿을만한증거가발견됐다는함은그증거가언뜻보기에사건보고서를뒷받침하는

것으로보기에충분한것으로이에대해가해용의자는추가증거를만들어반박할수도있음을의미한다.

8 조 5 교구의직원이연루된성추행이나아동학대에관한비난들이제기될경우교구장(교구장의부재시 또는집무

불능시는 총대리신부)은교구청의희생자원조조정관과아동보호안전국장에게희생자라고주장하는사람과그의



13

가족을우선적으로접촉할것을지시할것이다. 그접촉은어떤비난의진실이나 발생했다는사건의주변정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않고필요할것으로보이는관심과위로를 전하고자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의료와심리또는

정신적인 지원과적절한예로서기독교회의정의와자선활동정신으로경제원조도제의될수있을것이다.

8 조 6 사건조사와결과를포함해보고된각사건들과여기에취해진 조치들에관한적절한기록들은교구청에

보관될것이다. 이러한기록들은기밀로취급돼안전하게교구청내에잠겨진상태로보관될것이며여기에는

교구장과 총대리신부그리고 (교구장의허가를받을경우) 교구의고문변호사(민법) 또는교구장에 의해 지명될수

있거나이정책이나적용가능한교회법을이행하는데필요한 교구의관계자들에게는제한적으로접근이허용된다.

8 조 7 교구의직원이성추행또는아동학대를저질렀다는주장에관해언론으로부터접촉요구나문의가있을경우

교구의공보국장이나 (그의부재시) 교구장이지명한적절한교구대변인의지시에따라야한다. 교구의공보정책은

투명성과 개 방의결의를반영할것이다. 사생활존중과개인의명성이갖는한계내에서교구는교회공동체의

일원들을 가능한한개방적으로다루어나갈것이다. 교구는희생자및생존자가제기했거나교구장의 승인사항인

합의문에서지적되고있는중대하고실질적인이유들을제외하곤기밀보장합의에참여하지않을것이다.

제 9 조집행과제재

9 조 1 교구의평직원으로불법성추행과아동학대사건을시인하고 (합당한기회가주어진뒤에도) 자신의주장을

제기하지 않거나유죄로드러난자는누구나교구와대교구선교활동기관또는교구의행정과권한및관리를 받는

캐톨릭단체나기구에서즉각고용과그가책임을지던모든직책을정지당할것이다. 죄를범한자는정당한 권위에

의한적절한판정을받은만큼행정적으로든법율적으로든또는형벌면에서든더 내려질조치들에대해서도그

책임을지게된다.

9 조 2 성직자로서불법성추행과 아동학대사건을시인하고 (합당한기회가있은 뒤에도)자신의주장을 제기하지

않거나유죄로드러난자는누구나민사또는형사적조치가있을경우그결과가나올때까지교구내직능을포기하고

성직자로서의기능을금지당하도록되어있다. 죄를범한자 (범법자)는합당한교회의권위에의해적절한판정을받은

만큼행정적으로나사법적으로교회법에따른더많은조치들에대해서도그책임을진다. 죄를지은신부나 부제는

물론예방을목적으로자신의심적치료나 건강을위해전문가들의지원을받게될것이다. 정당한과정을위해피고인

이들은민간또는교회법관련변호사의지원을계속유지할수있도록격려를받도록되어있다. 필요한경우교구는

그신부나부제에게교회법변호사를 제공할것이다.

9 조 3 거짓에의해고발된사람들은물론그반대의인권유린희생자들이겪는심각한상처를인정해교구에서는

교회법에 따라서근거없는주장으로 인한 개인적또는직업상의불리한결과를최소화하고아동학대로허위고발된

사람들의 미래사목기회들을유지시키기위해적극노력할것이다. 교구는 잘못 고발된개인들을지원하기위해

필요한정신보건서비스를제공하고여성이건남성이건그의온전한이름과명예를회복하도록 피해자들과함께

노력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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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 4 이정책의조항들을준수하지못하는(예, 정보용질문서를완성하지 못함) 교구직원들은교구에의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간주되는교구의적절한민사적징계조치를받게된다. 그조치들은교구와대교구

선교활동기관또는민법상교구의행정과권한및관리하에있는캐톨릭단체와기구에서맡고있던직책에서최고로는

정직되는 조치도포함된다. 마찬가지로교구의어떤직책에서 일하려고신청한자로이정책의 조항들을준수하지

못하는사람은그직책에임명되지못할것이다. 이조항을이행함에있어서교구에서는우선성추행과아동 학대행위

결과로사람들에게미칠해악의잠재성과교구나공동체신자들간의관계를유지하고돈독히할능력에불리한

영향들을 고려할것이다.

제 10 조. 기타조항들

10 조 1 이정책은여기서이정책속의종전문안들이폐기되고이번문안으로분명히대체되는 것일뿐교구의다른

어떤정책이나교구와사람들사이에이행되어온어떤합의사항들을대신하는것은아니며그밖에덧붙여만들어진

것으로해석되고풀이되어야한다.

10 조 2 교구장은신체적또는정신적상처를이유로아동학대나불법성추행에따르는최소한의예상가능한위험이

미칠것으로생각되는사제나신앙공동체의일원에대해서는이정책의 3 조(정책의분배) 5 조(교육) 6 조(배경과

참고사항조사)로부터면제시킬권한을지닌다.

이러한어떤면제도사례별로그리고그후의교구장에의한검토와수정에 따라 이뤄질것이다.

10 조 3 달리, 여기에서분명규정하는것외에는이정책은교구장이실행한친필에의해서수정될수있을뿐이다.

앞서의 5 조 1 항에명시된안전환경프로그램을이행하고그정책의유효성과능률성을검토하는일에서교구장을

도울수있도록교구내의여러성직분야에서일하는성직자와독실한직원(Religious) 또는평신도그리고성추행과

아동학대들을가려내고상담하는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되는 교구자문위원회가교구장에의해 임명돼정책을

저정기적으로평가하고여기에첨부되는“Attachment-D’에서제시한대로수정안들을 제안하도록할것이다.

교구자문위원회는어린이들과청년들부모들교리교사들교육자들그리고기타다른사람들에게어린이들을위한

안전한환경을만들고유지하는방법들에관한교육과훈련을 제공하기위해 부모들과민간관계당국들교육자들

공동체내 기구들과협의를가질것이다. 안전한환경조성및유지방법속에는공동체내의성직자와모든관계자들에게

아동학대에관련해신뢰감이필요한직책들에서 일하는성직자와관련자들을위한행동기준을명확히할것등이

포함된다. 앞서의내용들은전기한주법들에대해그후수정또는첨가로불가피해진‘Attachment A’(예, 버지니아

주법의보고요건요약)에대한어떤수정시에도적용되지않으며‘Attachment A’는교구장이전기한주법율들의

그러한수정및첨가내용에관해제때에통고를받을경우에그러한수정과첨가가효과적인날자에수정이이뤄질

것으로간주될것이다.

10 조 4 이정책에포함된어느조항의머릿글과예문들은오로지참고의편리를위한것이며이정책의어느 조항을

해석하고 풀이하는데영향을미쳐서는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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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 5 민법관련문제에서이정책은달리분명한규정이없는한버지니아주법에따라시행되고해석되어야할

것이다.

10 조 6 이정책은교구와이정책내용에서거론된당사자들사이에고용관계나동업합작또는기타다른관계를

조성하는 조성하도록해석되고풀이되어서는안된다.

10 조 7 이정책에담긴한개또는그이상의조항들이어느면에서가치가없고불법적이며시행할수없는것으로

되어있을경우그무가치함이나불법성또는시행불가능성이이정책의다른어떤정책조항에영향을줄수없으며

이정책은무가치하고불법적이며시행불가능한조항이이정책에포함되지않았던것처럼간주될것이다.

10 조 8‘Attachment E’로첨부된‘수신인정’양식은남녀를막론하고이정책의사본을접수하고읽고이

정책을준수하기로동의함을인정하는그이름의수취인및영수인에의해작성되고즉각본인에의해교구

총대리신부에직접전달되어야한다.

10 조 9 부록으로‘Attachment A’에서 ‘E’까지여기에담아놓은이정책은교구의광역

웹사이트(www.arlingtondiocese.org)와교구자문위원회와의협의하에교구장이결정하는관련사이트의컴퓨터망을

통해접근할수있도록교구에의해서게시되고관리되어야할것이다. 이정책은활자체로출판돼쉽게구독되도록

한다.

첨부 서류 A

버지니아주법과개정된 1950 항에의한

보고내용조건과주정부와

현지관련부서를 접촉하는방법

1509 항 63.2 조–의사, 가호사, 선생님들은학생들의특별한부상에대해서는꼭보고를해야함;

보고를안했을경우에해당되는형벌.

A. 아래의사람들중에, 그들의전문적, 직무상자격으로, 아동이학대를받았거나 방치되었다고믿을만한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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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즉시그아동이살고있는구역이나의심되는학대가발생했다고생각되는지역의담당사무실혹은관계

기관의무료전화로즉시 보고해야한다 :

1. 의료행위를할수있는허가를받은사람과치유행위를 하는사람들,

2. 병원수련의나실습의그리고간호업무에종사하는사람들,

3. 사회사업(Social Workers) 업무에고용된사람들,

4. 집행유예담당관 ( Probation Officer),

5. 공립이나 사립학교, 유치원그리고유아원의선생님이나관계직원들,

6.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탁아소에근무하는사람들,

7. 정식으로 허가를받고크리스챤싸이언스에서일하는사람들,

8. 정신병원에서근무하는사람들,

9. 경찰및법집행관들,

10. 버지나아 주법 8.01-576.8 조항에의거해서법원에중개인으로설수있는사람들,

11. 학대아동들이입원했던병원, 공공,사립 기관에근무하지않았던전문관계자들,

12. 아동들을 보호하거나, 돌봐주는공공기관에관계됐거나고용됐던사람들,

13. 버지니아 법 1 조 9 장 5 항 ( 9.1-151 et seq)에 의거해서법정사회보장대리인으로정해진사람.

만일학대아동의거주지나학대가발생한 주소를알지못할경우에는학대아동이발견된곳의관계기관에

응급무료전화로즉시보고한다. 만약현지관계기관의고용인이아동학대나방치혐의자일경우에는, 보고를

카운티나 시법정에해야한다. 아동학대보고가법정에접수되면, 판사는즉시관계아동의혐의자와관계없는

기관장에게보고처리를지시해야한다. 판사는 어느기관에업무를위임할것인가에대해서 상의를할수 있다.

만약아동학대정보가학교의선생이나직원또는병원의수련의, 실습의, 간호사등그외의같은계통의기관에서

접수되었다면, 보고를받은사람은즉시관계부서의책임자에게보고해서그사건이계속진척되게해야한다.

아동학대의첫보고는구두로할수 도있으나담당자는담당기관의보고서양식에맟추어서신으로보고해야한다.

누구나관계법에의해서보고서를작성해야하는사람은아동 학대의근거가되는자료를모두 공개해야한다.

만일요구된다면, 보고서작성자는담당지역의 아동보호기관담당자나현지관계자에게모든서류를제시해야한다

위법조항에의해서아동학대사실을보고해야하는관련자들로서아동학대관계서류를보관해야하는사람은, 연방

가정교육법조항(20 U.S.C. 1232(g)) 에위반되지않는한조사 기관에서류들을제시해야한다.

건강보건국(Heath Care)을 통해서보고된관계서류및보고서의관계규정은법조항(8.01-399)에의해서

서류제시를금하지않는다. 경찰이나법관계부서를통해서 접수된범죄수사성보고서는더이상다른기관에

분배되어서는안되며대중에게공개대상이되어서는안된다.

C. 위의 A 조항에의거해서보고를하거나기록을제시한사람이, 그보고서나기록때문에법정에서증인을

서야한다면그사람은보고서사실을증언한이유로서는형법이나민사법또는행정적인 형별을받지않는다.

단, 그보고자는부정직하거나남을해칠의도가없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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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누구든지이법조항에의해서아동학대를보고해야할사람이, 아동학대나방치사실을알게된다음 72 시간이내로

보고하지 않는다면, 그사람은처음은 $500 이하의벌금형에처해지며, 그후에는최소 $100 부터최고

$ 1,000 이하의벌금형에처해진다.

63.2-1510 조항. 아동부상에관한다른사람으로부터의불평보고서

누구든지 아동이학대를받았거나방치되었다고 의심되면 그 사실을그아동이살고있는지역이나학대가일어난

지역의관계당국이나아동학대보고무료전화(Toll Free Hot Line)로즉시보고해야한다.

만약지역관계당국의직원이아동학대혐의자일경우는아동학대나방치가 발견된곳의법정에보고를해야한다.

아동학대보고를접수한판사는그사건을혐의자가근무하지않는다른관계부서에배정해서조사와가족관계를 평가

하도록해야한다. 만약판사가근접거리에위치한현지관계당국이보고된아동학대사실에부분적으로만 처리할

수있을것이라고판단하면, 접수된보고서를자기담당 법정내봉사기관에서처리하도록일임한다.

담당판사는보고서를처리하기위해서관계부서를선정하는데주무부서에의논할수 있다. 처음접수된보고는

구두나서면보고일수도있으며, 판사는아동학대에의심이 간다는보고서의모든내용을공개해야한다.

63.2-1518 조항. 아동이나그의형제들과대화할수있는권한

누구든지 아동학대에대해서보고나수사를할 수있는사람 또는가정상황을평가할수있는사람은해당법조항에

의해서학대를당했다고의심이가는아동이나그의형제자매들, 부모, 후견인, 법정보호인, 학교관계자또는피해

아동과관련있는사람들과이야기를나눌수있다.

63.2-1512 조항. 보고를하는사람에대한법적책임으로부터의면책

누구든지 법 63.2-1509 항에의해서아동학대보고서를작성하거나, 법 63.2-1510 항에의해서불만을보고하는사람,

법 63.2-1517 항에 의해서 피해아동의후견인이되는사람또는재판진행에참여하는사람은 민법이나형법에

의해서법적책임에서면제된다. 단, 그가부정직했거나다른사람을해칠의도가있었다면예외이다.

63.2-1606 조항. 노약자의보호; 의사, 간호사등이노인의학대, 방치, 착취를보고하지않을경우의벌칙

A. 노약자가 학대, 방치, 착취등을당한의심이가는처사에대해서, 의료행위나, 치료행위에허가를받은사람,

간호사, 풀타임이나파트타임으로노인을정규적으로봉급을받고돌보아주는 사람, 사회봉사자

정신병원근무자, 경찰등은그의권한안에서노인들이 학대를받았다는의심이가는경우에는보고를해야한다.

그보고는학대받은노인이살고있는지역이나의심되는학대, 방치, 착취가일어난 카운티나시의담당 기관에

즉시보고해야한다. 만약피해노인의거주지역이나피해지역이정확치않을경우에는 그학대나방치, 착취가

발견된지역의해당기관에 보고해야한다. 만약그보고가담당직원이나, 수련의, 실습의, 간호사등병원이나

그와비슷한전문기관의봉사자들에의해서접수되었다면그들은다른기관에보고하는대신 자신들의상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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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보고해서처리되도록 해야한다. 누구든지, 법에 의해서학대에관한보고를해야할사람은보고를구두로할

수도있고문서로할수도있다. 단, 보고서에는학대를받았다는의심이가는정보를모두밝혀야한다.

요구될경우에, 보고해야할의무가있는 사람은성인학대를조사하는담당지역노인보호국에 노인학대를의심해서

보고하게된이유를증명하는자료를모두 제시해야한다. 노인학대, 방치착취를 의심하는보고를해야하는

사람이나, 그서류들을보관해야하는사람들은지역노인보호국직원들에게 수사에관계되는정보, 기록, 보고서등을

연방법에 의해서항시제시할수있어야한다.

B. 위의 A 항에서필요로하는보고서는지역부서 책임자에의해서심사위원회에서승인한양식에서면으로

요약해서 72 시간내에제출해야한다.

C. 위의 A 항에의해서 보고를해야하는사람들중에서, 성인이 주법 18.2-67.10 조항에의해서성적으로 학대를

받았다는 의심이가는경우나, 병원이나유사기관의책임자로서그의직원이나수련의, 실습의, 간호사로부터

성적학대의의심이가는보고를받았을경우에는피해자의거주지역이나, 피해가발생한지역, 아니면피해자를

발견한지역경찰에구두나서면으로 즉시 보고해야한다. 보고를하는사람은, 요구된다면,

학대를의심하게하는모든정보나기록을 담당기관에전부밝혀야한다.

D. 성인이금전적으로착취를당했다고의심을하는금융단체는 피해자가거주하는 지역이나, 아니면착취가발생한

지역의담당기관에보고해야한다. 그러한보고는구두로할수도있고서면으로할수 도있다.

이조항의설명을위해서, 재무단체라함은은행, 저축은행, 신용금고, 보증회사그리고 보험회사도포함한다.

E. 위의 A 항에서명기하지않은이외의노인으로서학대를받았거나, 방치되었거나, 착취를당했다고의심이가는

사람이있으면피해노인이거주하는 지역이나, 학대나방치또는착취가발생한지역의관계당국에보고해야

한다. 그보고는구두나서면으로할수있다.

F. 누구든지 위의 A 항, D 항또는 E 항에의해서보고를하거나, 기록또는정보를제공하는사람이나, 보고서나

기록, 정보등은법정으로부터면책된다. 단, 그보고나기록등이부정직하고또남에게해를끼치려고하는

의도가있었다면, 그것은면책대상이안된다.

G. 주(State), 현지경찰이나모든범죄수사기관, 관계부서나기관등은노인의학대를조사하고, 방지하려는

노인봉사국직원에게최대의편의를제공해야한다.

H. 위의 A 나 C 항에의해서노인학대를의심한지 24 시간 내에보고하지않은이유로 유죄판정을받은

사람들은 첫번일경우에는 $500 불이하, 그후에는 $100 불이상 $1,000 이하의벌금을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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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and Local Agency Contact Information
Suspected incidents of sexual abuse of children
must
be reported to police authorities and to the
appropriate
protective service agencies:

Where to Report
Virginia Protective Services:
Toll Free - 24 hour
statewide hotline 800 552-7096
Listed below is contact information for local
Departments of Social Services in Virginia, and
contact numbers for Washington, D.C. and military
bases:

Alexandr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Suzanne Chis, Director
2525 Mt. Vernon Avenue
Alexandria, VA 22301
(703) 838-0700
(703) 836-2355 (FAX)

Arlington County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Valerie Cuffee, Director
3033 Wilson Blvd., Suite 600A
Arlington, VA 22201
(703) 228-1665
(703) 228-1122 (FAX)

Falls Church (See Fairfax County)

Fauquier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Janis Selbo, Director
320 Hospital Drive, Suite 11
P.O. Box 300
Warrenton, VA 20188-0300
(540) 347-2316
(540) 341-2788 (FAX)

Frederick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Gwen Monroe, Director
107 N. Kent Street, Third Floor
Winchester, VA 22601
(540) 665-5688
(540) 535-2146 (FAX for Services & Director)
(540) 665-5664 (FAX for Clerical & Eligibility)

Fredericksburg
Janie M. Sewell, Director
608 Jackson Street
P.O. Box 510
Fredericksburg, VA 22404-0510
(540) 372-1032
(540) 372-1157 (FAX)

King Georg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David L. Coman, Director
P.O. Box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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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ke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Angie Jones, Director
311 East Main Street
Berryville, VA 22611
(540) 955-3700
(540) 955-3958 (FAX)

Culpeper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Calvin ‘Chip’ Coleman, Director
219 East Davis Street, Suite 10
Culpeper, VA 22701
(540) 727-0372
(540) 727-7584 (FAX)

Fairfax County Department of Family Services
Dana Paige, Director
12011 Government Center Parkway
Suite 200 B-3
Fairfax, VA 22035
(703) 324-7500
(703) 324-7332 (FAX)

Manassas Ci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Jim Oliver, Director
8955 Center Street
Manassas, VA 20110
(703) 361-8277
(703) 361-6933 (FAX)

Manassas Park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Glenn D. Radcliffe, Director
City Hall
1 Park Center Court
Manassas Park, VA 20111
(703) 335-8898
(703) 335-8899 (FAX)

Northumberland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Sharon C. Fisher, Director
Health and Social Services Building
P.O. Box 399
Heathsville, Virginia 22473-0399
(804) 580-3477
(804) 580-5815 (FAX)

Orange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Robert Lingo, Director
146 Madison Road, Suite 201
Orange, VA 22960
(540) 672-1155
(540) 672-9118 (FAX)

King George, VA 22484-0130
(540) 775-3544
(540) 775-3098 (FAX)

Lancaster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Edna Davenport, Director
P.O. Box 185
Lancaster, VA 22503
(804) 462-5141
(804) 462-0330 (FAX)

Loudoun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Robert Chirles, Director
102 Heritage Way, NE, Suite 200
Leesburg, VA 20176
(703) 777-0353
(703) 771-5214 (FAX)

Madison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Nancy Coppedge, Director
101 S. Main Street
P.O. Box 176
Madison, VA 22727-0176
(540) 948-5521
(540) 948-3762 (FAX)

Richmond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Martha Hall, Director
5579 Richmond Road
P.O. Box 35
Warsaw, VA 22572-0035
(804) 333-4088
(804) 333-0156 (FAX)

Shenandoah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John Ayers, Director
600 North Main Street
Woodstock, VA 22664
(540) 459-6226
(540) 459-8959 (FAX)

Spotsylva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Loraine V. Lemoine, Director
Route #208 Holbert Bldg.
9104 Courthouse Road
P.O. Box 249
Spotsylvania, VA 22553-0249
(540) 582-7070
(540) 582-7068 (FAX)

Stafford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William C. Tignor, Director
Stafford County Government Center
1300 Courthouse Road
P.O. Box 7
Stafford, VA 22555-0007
(540) 658-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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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Pete Creaturo, Director
2 Mechanic Street, Suite A
Post Office Box 747
Luray, VA 22835
(540) 743-6568

Prince William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A. Keith Sykes, Director
7987 Ashton Ave., Suite 200
Manassas, VA 20109
(703) 792-7500
(703) 792-7591 (FAX)

Rappahannock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Beverly Leathers, Director
P.O. Box 87
Washington, VA 22747-0087
(540) 675-3313
(540) 675-3315 (FAX)

Washington, D.C.
Child and Family Services Child Abuse Hotline
24 Hours
400 6th Street, SW
Washington, D.C. 20024
Neglect (202) 671-7233
Physical Abuse (202) 671-7233
Sexual Abuse (202) 671-7233

Child and Family Advocacy Offices (CFAOs)
Andrews AFB FAO (duty hours)
1050 W. Perimeter Road
Andrews AFB, MD 20762
(240) 857-9680 (duty hours)
(240) 857-2333 (after hours)

Bolling AFB CFAO
260 Brookley Avenue
Bolling AFB, MD 20032
Captain Carla Miera (202) 767-0611 (duty hours)
After hours, call Andrews AFB (240) 857-2333

(540) 658-8798 (FAX)

Warren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Ronald L. King, Director
912 Warren Avenue
P.O. Box 506
Front Royal, VA 22630-0506
(540) 635-3430
(540) 635-8451 (FAX)

Westmoreland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Helen B. Wilkins, Director
Peach Grove Lane
P.O. Box 302
Montross, VA 22520-0302
(804) 493-9305
(804) 493-9309 (FAX)

Winchester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Kathleen McDonald, Director
33 East Boscawen Street
Winchester, VA 22601
(540) 662-3807
(540) 662-3279 (FAX)

Ft. Belvoir CFAO
Glenn Braden
9501 Farrell Road, Bldg. 815
Ft. Belvoir, VA 22060
(703) 805-0487 (duty hours)
(703) 805-0414 (after hours)

Ft. Myer CFAO
201 Custer Road
Ft. Myer, VA 22211
(703) 696-3512 (will refer to Rader Clinic)

Rader Clinic
401 Carpenter Street, Bldg. 525
Ft. Myer, VA 22211
(703) 696-3456

Quantico Marine Base CFAO
2034 Barnett Avenue,
Quantico, VA 22134
(703) 784-2570

Reports may be oral or in writing and must disclose
all information which is the basis for suspicion of
child abuse or neg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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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B

교구직원들의 교구근무중아동학대그리고성추행및성희롱

혐의에관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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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문서
( 관계자만 사용할수있음 )

주의사항: 보고서를완전히작성하지못했다고해서서류의제출을연기하지마십시요.

추가하거나더자세한내용은추후에별개로제출하셔도됩니다.

성명과주소는타자나 정자로정확히쓰시고검정색잉크펜을사용하십시요 .

보고자 :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함 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 낯: ( ) ______ - __________ / 밤: ( ) _______ - _________

보고서제출날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법행위혐의자 :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함 ______________________

연령 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 낯: ( ) ________ - _____________ / 밤: ( ) ________ - ___________

피해혐의자: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함 ______________________

연령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 낯: ( ) _________ - _____________ / 밤: ( ) _______ - ____________

그외모든관련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함___________________

TO: Moderator of the Curia
Diocese of Arlington
200 N. Glebe Road #914
Arlington, VA 22203-3728

Mark envelope “CONF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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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낯: ( ) ________ - _______________ / 밤: ( ) _________ - __________

혐의받을행동을자세히설명하십시요. 날자, 시간그리고장소를꼭포함하십시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혐의행동을목격한사람의성명, 주소그리고전화번호를기입하십시요:

이사건을조사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모든내용들을기입하십시요:

이아래, 하단에는아무것도기입하지마십시요. 교구심사관의란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심사관용

위의 보고서는본인,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의해서

(날자) ____________________ ( 년, 월 ,일) 에조사됬으며그결과는
on with the results in attached investigativ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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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C

교구심사위원회지침

전문

알링톤교구심사위원회는 2002 년 8월교황청사도성에서인정했고,2002년 11 월, 미국주교회의총회에서

승인한신부나부제들에의한미성년아동성추행및학대에대응, 예방하기위해서교구의기준에의해서설립되었음.

심사위원회지침서에관계되는조항들은교구표준조항 4, 5 그리고 6 항에의거했으며다음과같다:

1. 주교을보좌하기위해서, 알링톤교구는비밀리에운영되고주교가그의역활을다할수있도록자문하는

심사위원회를둔다. 심사위원회의임무는다음과같다 ;

a. 알링톤교구내신부나부제들이미성년자를상대로했다고주장하는성추행보고에주교가평가하고관계자가

사목할수있는지결정을내리도록주교에게조언한다.

b. 지난사건이거나미래의사건에대해서도모든면에서주교에게조언한다

2. 교구청심사위원회는교회생활을열심히하며, 판단력과성실면에서뛰어난다섯(5)명이상으로구성한다.

과반수는평신도로구성되어야하나, 최소 한(1)명은교구에서사목을한경험이있고 존경을받는

신부님이어야하고, 또다른한(1)명은미성년자의성추행치료에경험이있는 사람이라야한다.

심사위원은 5 년임기로임명되며재임할수있다. 위원의재임회의에는교구정의평화위원이참가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본다.

3. 신부나부제에의한미성년상대성추행을주장하는사건을접수하면 심사위원회는교회법에일치해서준비

조사를객관적으로즉시시작한다 ( 교회법 1717). 준비조사를하는과정에서는피고인의명예와신변을보호

하기위해서적절한절차를밟는다. 피의자는교회나일반의법적도움을받을수있도록장려하고조사의결과를

지체없이알려준다. 만일, 미성년자에게성추행을한주장에충분한증거가있다면, 주교는교회법 1722 항에의거

해서예방적인조치를취할수있다. 예: 피의자를모든성무와직무에서해직시키고, 일정지역이나주거지에서

거주하는것을금지시키고, 조사의결과가나올때까지성사에참여하는것을금지시킨다.

운영지침

1. 주교는알링톤교구내신부나부제가미성년자를성적으로추행했다고주장하는보고를받으면, 교회법 1717항에

의해서조사를실시한다음 심사위원회를소집한다. 주교는심사위원회에보고받은주장을조사하라고지시한다.

2. 심사위원회는주교나그의대리자로부터성적추행을주장하는보고서를서면으로접수한다; 보고서는피해자라고

주장하는이와의자세한면담기록과피의자로알려진신부나부제와의질의문답이며; 관계되는신부나부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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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는사항들중에서추행에관한사항들을검토한다. 관계되는신부, 부제또는변호인에게심사위원회에

제출될서류에관해서알려준다. 신부나부제또는피해자라고주장하는이는심사위원회에직접나와서보고

할지아니면서면으로보고할지를결정한다.

3. 심사위원회는피해주장의신빙성과그주장이알링톤교구에서 채택한 아동/청소년보호와성희롱및미성년자

학대정책의정의에의해서내려진주장인지를평가하라고요청받을것이다.

4. 교구의심사위원회는사제나부제가계속사목을할수있는지에대해서설명하라고질문받을수도있다.

5. 교구의심사위원회는특정사건에있어서혐의를더조사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될경우는희생자나

증인에대해서심문을할수있는권한을부여한다.

6. 알링톤교구의참사위원장은교구감사위원의추천을교구장에게제출한다.

7. 알링톤심사위원회의심의는극비밀로진행되어야하며, 자세한내용은기록되거나보관되어서도안된다.

단, 회의의목적, 참가자, 결정된사항들그리고다음에할일등을간단히기록하여 교구참사위원장사무실에

보관해둔다. 감사위원회의때배부된모든문서는각회의후에모두반납해서참사위원장에게돌려준다.

조사과정에서따라야할절차들

1. 사제나부제에의한미성년아동들의성적학대가보고되었을경우, 그혐의가신뢰할수있는지의여부를

즉시파악한다. 그리고그사실을교구변호사에게먼저통고한뒤 사회해당기관에보고한다.

2. 피의자라고혐의받은이는피해자라고주장하는사람에게다른피해가더가지않는한 민간경찰이나법정에

먼저접촉하라고제의해야한다.

3. 교구는성적학대를가했다고주장하는피의자에게교구의전체적인심사와절차에대해서설명해주어야하며, 또

특정한조사의절차에대해서도설명해주어야한다.

4. 교구는먼저사건의조사를교회법 1717 항 (1983)에의해서실시해야한다.

5. 가해자라고주장된사람은그의직무에서해직되어야하고교구에서떠나도록명령을받을것이며알링톤교구에서

인정하는곳에서마땅한심리치료를받도록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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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구심사위원회는운영절차에의해서운영한다.

7. 만일신부나부제가아동학대를인정했거나 심사위원회의조사후에아동학대가밝혀졌다면, 주교는

필요한 교회법적인행동을취한다.

첨부서류 D

교구자문 위원회 지침서

알링톤교구는 2002 년 11월미국주교회의총회에서승인한신부나부제들에의한미성년아동성추행및학대에대응, 예방

추행에관한혐의를주장하는신고를처리하기위해서교구의표준이되는자문기구를의무적으로설치한다.

교구자문위원회는교구장의직속기관으로 5년임기의여덟 (8)명의위원회로성립되고다음의

전반적인의무를수행한다 :

a. 교구정책및절차를최소 1년에한번은검토하여현정책에강화 , 시정및수정할부분들을추천한다.

b. 교구정책이교구와각기관에서잘이행되는지를감독한다.

c. 정책이잘시행될수있도록그에필요한각종기구을설치하는데도움을준다.

d. 교구내피해자들에대한보조가 효율적인지를평가하고개선책을추천한다.

e. 정책을교육, 훈련시키고담당하는위치에있는실무자들이사제, 교구직원, 선생님들그리고그외의모든사람들에게

행동하는지를검토하고학생들에게안전한분위기를조성해줄수있도록충고한다.

교구의참사위원장과심사위원들은자문위원들과최소 1 년에한번은회의를갖고지난 1 년의 각자의활동과

그결과와그리고다가올 1 년의계획에대해서보고한다.

교구자문위원회는교구내아동보호와관련된공식보고서를교구신문에보도하여각본당들과그내용들을함께사용하고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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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알링톤교구내자문위원회와감사위원회는사제나부제에의한아동들의성적학대혐의에대해서교구나주교의필수기본강령 4

번에의해서행동해야한다. 자문위원회는아동학대와성적추행혐의를교구정책에의해서검토할것이며, 감사위원회는교구장이

아동학대와성추행에대한혐의를다루는것이모든면에서, 소급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이거나, 적합한지를평가하는결정을

내리도록교구장에게천거하고충고해야한다.

각위원회는본연의아동학대및성적학대에대한충고외에도다른학대나방치에대해서도교구장에게조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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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

서류 접수 확인서

모든직원들과봉사자들의신상정보를보호하기

위해서, 이서류접수확인서를 6 페이지의질문서와

같이아래주소로우송해주십시요 :

Diocesan Victim Assistance Coordinator
and Director of Child Protection and
Safety 검정색 펜을사용하시고

Diocese of Arlington 정자로정확히기입하십시요.
200 N. Glebe Road, #914
Arlington, VA 22203–3728

이서류는직장상사나교회담당자를포함해서

그누구에게도절대로제출하지마십시요.

본인은천주교알링톤교구의아동및청소년보호와아동의성추행방지에관한 정책을받았으며,

그내용들을모두읽었으며, 그정책에마추어충실하게행동할 것을정히시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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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란에모두체크하십시요.

( ) 본인은현재아동들과함께일하거나, 앞으로일하기를원합니다

( ) 본인은현재교구산하직원이거나, 앞으로직장을구하려고합니다

현재일하고있거나 아니면앞으로직장을구하려는교회나, 학교아니면교구청사무실을명기하십시요 :

현재봉사자로일하고있거나 / 앞으로봉사를하려고하는곳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재직원으로근무하거나 / 앞으로직장을구하려고하는곳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함 / 한국어와영어로정확히쓰십시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회보장번호 ( S/S Number) : 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께서천주교신부나부제이시면다음의사항들을명기하십시요:

월 일 년도 출생지 ( 국가 )

생년월일 _________ 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제수품일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____

귀하께서수도회소속수사나신부이면수도회명칭을기입하십시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만약다른이름이나 성직 / 수도자의별도의이름이있으면기입하십시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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