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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양식 

교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 ______________________ 

 

  

 

개인 정보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            주 

집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상연락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원하고 싶은 사역을 체크하세요: 

□ 유아부 □ 주일학교       □ 청소년부         □ 성인부 □ 기타 ________________ 

본당의 등록 신자입니까? □ 예  _________________ 부터    □ 아니요 

지난 5 년동안 다녔던 또는 참석했던 성당을 모두 쓰세요: 

성당  주소    참여했던 프로그램  기간 (시작~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지원서는 성당안의 모든 직책 (자원봉사*나 유급직 모두)에 지원하는 모든 분들이 꼭 기입하셔야 합니다. 이 

양식은 취업 신청서가 아닙니다. 취업을 신청하실 분들은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다른 서류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교회의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 프로그램이 안전한 환경안에서 제공될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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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원봉사자는 월급을 받지 않고 주교관 구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아이들을 보호, 관리하거나,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지원하고 싶은 사역에 도움이 되는 기술, 재능, 교육, 훈련, 경력, 자격증및 면허가 있으면 아래에 

기입하십시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원보증할수 있는 사람 세명을 적으세요 (3 년 이상 친분이 있어야 하며 친척이나 전직고용주는 

안됩니다). 

1.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_______________ 우편번호 ____________ 

집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_______________ 우편번호 ____________ 

집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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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_______________ 우편번호 ____________ 

집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난 5 년간 거주했던 도시, 주, 군(county)과 거주기간을 쓰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셜 세큐리티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운전 면허증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유급직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질문에 지금 답하지 마십시요.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생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   주 

당신은 현재 술을 남용하거나 불법 마약을 사용합니까? □ 예   □ 아니요 

당신은 유죄판결을 받거나, 유죄를 인정하거나, 집행 유예를 받거나, 보호 관찰 대상이였거나, 

범죄행위에 지연 심사가 된적이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 모두) 

□ 예        □ 아니요 

달라스 교구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 그리고 어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교구는 아래의 개인 정보가 보호되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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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 USE ONLY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Clear        □ Not Clear Date ________________ 

   Application Complete 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 

   Interviewed b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 

References checked by 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 

Criminal Background Check:        Date ________________ 

□ Volunteer Center         □ Internet 

□ Private Investigator         □ DPS  □ Oth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ollow Up Background Check       Date _________________ 

 

예라고 답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원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라고 했으면 그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쓰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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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달라스 교구에서 하는 “Family of Faith” 안전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하였습니다. 

달라스 교구의 안전한 환경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알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저의 의무임을 깨달았으며 그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Safe Environment Progra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강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 사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달라스 교구 안전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 참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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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장소 

  

* 서명후 이 페이지를 강사 또는 성당에 제출하십시요. 

달라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범죄 경력 증명 신청서 

 

달라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로서 저는 성당이 저의 범죄 경력 조사를 

할수 있도록 위임합니다. 

 저는 운전 면허 기록과 그에 관련된 범죄 또는 운전 경력, 과거의 범죄행위와 체포 혐의등 

저에 대한 모든 정보와 기록이 조사될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또 이러한 범죄 경력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결격사유가 될만한 범죄기록이 나오면 달라스 교구 안전 환경 프로그램에 항소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절차를 거쳐 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할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임장을 자세히 읽었고 저의 자유 의지대로 신청서에 서명합니다. 이 신청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할수도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이 신청서의 복사본 또한 원본처럼 유효합니다.   

 아래의 신상 정보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사실이며 범죄 경력을 조사할때 쓰일것임을 압니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읽기 쉽게 또박 또박 써주세요.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셜 세큐리티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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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운전 면허증 번호: 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 

담당 사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 봉성체, 주일학교, 청소년부 등등 

 

 

 

 

확인서 

 

안전한 환경 프로그램은 달라스 교구내에서 어린이나 노약자들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을 안내 

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이 메뉴얼에 있는 정보는 규칙과 지침을 세우기 위한 것일 뿐이며 

어느 누구도 이것을 고용 계약이라고 생각하거나 고용 유지를 보장하는 것으로 여기면 안됩니다. 

교구는 사전의 통보 없이 서류를 변경하거나 교정할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달라스 교우의 안전한 환경 프로그램의 책자 사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희롱과 성적 

비행에 관한 교구 정책이 담긴 책자도 받았습니다. 저는 교구의 규칙과 지침을 잘 알고 따르는 

것이 저의 책임임을 압니다. 저는 또한 이 책자가 달라스 교구의 소유임을 압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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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및 지원자 신상 정보 동의서 --- 자세히 읽으세요! 

 이 서류에 있는 개인 정보는 제가 알고 있는한 사실입니다. 

 달라스 교구는 지원자의 범죄 기록 조사를 의무화 하며 범죄기록이나 결격사유 정보는 

달라스 교구내에서 공유될수 있습니다. 

 저는 달라스 교구나 그 대리인이 저에 대한 기록을 조사할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과거의 

범죄행위와 체포 혐의등 저에 대한 모든 정보와 기록이 조사될수 있음을 압니다. 저의 운전 

면허 기록, 신용 기록, 학력, 전문 자격증 취득 여부, 그외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와 소비 

취향도 조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달라스 교구와 그 대리인은 저의 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법적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며, 그 기록은 Fair Credit Reporting Act 와 그외 관련된 법에 따라 

쓰이게 됨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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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느 누구나 또는 단체 (이 지원서에 지명되었던 신원 보증인이 아니라도)가 내리는 

저에 대한 인격적 평가 또는 사역에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인정합니다. 

 저의 신원보증인의 연락처를 공개하며, 이로 인해 저나 저의 가족에게 발생할수 피해의 

책임이 교구에게 없음을 인정합니다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는 제외).  

 또 이러한 범죄 경력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결격사유가 될만한 범죄기록이 나오면 달라스 교구 안전 환경 프로그램에 항소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절차를 거쳐 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할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할수도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이 신청서의 복사본 또한 원본처럼 유효합니다.   

 저는 이 위임장을 자세히 읽었고 저의 자유 의지대로 신청서에 서명합니다.  

(유급직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생년월일을 쓰지 마십시요.)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 소셜 세큐리티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 

운전 면허증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 발급 주: 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또박 또박 쓰세요.)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 

달라스 교구 컴퓨터 시스템과 인터넷 사용 정책 

(2006 년 6 월) 

양해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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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컴퓨터 사용 정책에 대한 약관을 읽었고 이에 따르기로 동의합니다. 이 정책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징계조치, 즉 직책이나 사역에서 해고가 될수 있거나 민사및 형사 처벌등이 

따를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