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0월 2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위탁 가정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형제자매를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위탁 가정으로 분리된 형제자매들에게 서로를 

방문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긍정적으로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치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들 중 

일부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 데도 단절된 가족 간의 유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저는 이 인간적인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 법안으로 모든 

이를 위해 더 강하고 인도적인 뉴욕을 만드는 데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학대 당하고 있거나 방치된 사례가 있는 위탁 가정 어린이들이 형제자매의 방문이나 

연락을 신청할 수 있을지라도, 형제자매 간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드는 현행법은 다른 위탁 가정의 어린이들도 이 권리를 청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A.7553/S.4835)에 따라, 가정 법원법(Family Court Act)과 

사회보장서비스법(Social Services Law)의 개정으로 이복형제자매와 이부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위탁 가정으로 분리된 형제자매 간의 연락 또는 방문이 허용됩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위탁한 결과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어린이,  

• 법원 판결과 부모의 권리에 대한 “사법적 양보”의 결과로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어린이,  

•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와 현재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는 형제자매.  

  

Tony Avell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취약한 어린이들은 

마땅히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서 성장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어린 뉴욕 주민들이 형제자매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이를 위해 더 나은 뉴욕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형제자매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이 조치에 서명하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David Buchwald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위탁 가정과 

같이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어린이들이 처했을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법안에 

서명하여 우리의 위탁 가정 제도에 공정성을 부여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조치를 통해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가족 관계가 더욱 강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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