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생존자

우리의 미션
당신이 안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
당신이 겪은 일들을 듣고 공감하는 것
치유와 화해를 돕고 당신곁에서 당신과 함께
하는 것

"피해자와 관련해

도움 지원

교회의 첫번째 의무는
치유와 화해입니다.”

미국 가톨릭 주교 일동

종교적인 도움과 함께 카운셀링 등, 심리적
치유와 안정을 돕는 서비스를 소개하고
영적, 심리적 웰빙을 돕는 것
연민과 이해, 그리고 존경으로
다가가는 것

당신이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성직자나 교구, 카톨릭 학교 등의직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 또는 공동체 내에서
학대, 착취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바로
경찰에 연락하십시요.
대교구의 피해자 보고 프로그램
651-291-4475에 문의하시면
휴일없이 하루 24시간
전문단체로부터
특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유지됩니다.

안심하고 찾을수 있는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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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291-4475

당신을 돕고 싶어요

문의을 한 후 다음 사항

성직자와 관련된 성적 비행

우리는 진심으로 학대나 희롱을 당한 당신과

Canvas Health에 전화를 하시면 이 기관의

성적 학대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없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겪은 고통에 대해

전문적인 접수 담당자가 연결돨 것입니다.

미성년자나 미약한 어른등의 개인을 상대로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성적 접촉입니다.
담당자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 났으며

우리는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학대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등의 질문과

성적 착취는 교회 성직자와 해당 성직자로부터

돕는한편 당신이 염려하는 것들을 해결하며

당신의 연락처 등을 물어볼 것 입니다.

목회적 관리를 받고 있는 신도 간에 성적 접촉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나쁜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대를 알리고 신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괴로워 하고 아파하며
깊은 배신감속에서 보낸후에야

혹시 아동학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 의무에 따라 담당자는 경찰에
아동 학대를 보고해야 하지만,
원하시지 않는 경우,
대교구에 당신의 이름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후 전문카운셀링 및 목회적서비스를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받도록 지원될 것입니다.

우리는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Canvas Health와 함께

이과정의 일환으로써 대주교 관계자와

당신에게 안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교회에 다른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려고 합니다.

대교구에 연락,

만나고 싶거나

필요한 조치가 행해질 것입니다.
612-379-6363으로 문의하시면
일주일 7일, 하루 24시간
Canvas Health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교회 공동체 환경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나 언어를 뜻합니다.
성직자, 공동체 내의 형제나 자매 또는 교구나
카톨릭 학교등의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이와
같은 학대, 착취, 희롱 등을 행한 경우,
그들은 종교적인 믿음을 어기고
아픔와 고통을 초래한 결과에 대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데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모두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