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10/20/2015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 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와주지사와주지사와주지사와 TISH JAMES 공공공공공공공공 대변인대변인대변인대변인 (PUBLIC ADVOCATE), 위탁위탁위탁위탁 아동아동아동아동 보호를보호를보호를보호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신규신규신규신규 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 발표발표발표발표 

 

뉴욕뉴욕뉴욕뉴욕 주주주주, 뉴욕뉴욕뉴욕뉴욕 시시시시 및및및및 아동측아동측아동측아동측 원고인원고인원고인원고인, 위탁위탁위탁위탁 양육양육양육양육 소송소송소송소송 해결해결해결해결  
 

Andrew M. Cuomo 주지사와 뉴욕 시 공공 대변인 Letitia James 및 아동측 원고인들은 

뉴욕 주가 주관하여 위탁 아동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금일 

발표하였다. 뉴욕 주의 위탁 양육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최근의 집단 소송 결과로써 

해당 조치 사항들이 발표되었다. 

 

“취약 아동의 양육과 보호는 우리 사회의 최우선 관심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결정을 통해 뉴욕 주 위탁 양육을 받는 수만 명의 아동들은 올바른 양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다말했다말했다말했다. 또한또한또한또한 그는그는그는그는, “오늘 이 결정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의 발로이자 본질적인 인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한 공공 대변인 James와 원고인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어 너무나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저희는 소송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간과되었던 위탁 양육 시스템의 부당한 점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뉴욕 주와 우리가 합의한 사항으로 인해 실질적인 개혁과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 사회의 취약 아동 보호를 위한 커다란 발전 

사항입니다.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공공공공공공공공 대변인대변인대변인대변인 Letitia James가가가가 말했다말했다말했다말했다. 

 

뉴욕 시의 위탁 양육 시스템은 뉴욕 시 아동 서비스 당국 (New York City 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 이하 ACS)에서 시행하며 뉴욕 주 아동 및 가정 서비스 사무국 

(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이하 OCFS)에서 감독한다. 

해당 소송 결과, OCFS는 공공 대변 사무국 (Public Advocate’s Office) 및 원고인들과 

함께 뉴욕 시의 위탁 양육 시스템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감독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또한 OCFS는 ACS가 연간 사례 분석 등의 전문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필요로 한다. 전체 합의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지금부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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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와 원고인들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뉴욕 시에서 위탁 양육 

서비스를 받는 아동들이 그들의 법적 권리라 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라고 A Better Childhood의의의의 대표이사대표이사대표이사대표이사 Marcia Lowry가가가가 

말했다말했다말했다말했다. Marcia Lowry는 Cravath Swaine & Moore 로펌과 함께 공동 변호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또한또한또한또한, “우리 법은 위탁 아동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 판결을 통한 파트너쉽 구축으로 의미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덧붙였다덧붙였다덧붙였다덧붙였다. 

 

해당 합의 내용에 제시된 행동 단계는 다음과 같다: 

• 개선에개선에개선에개선에 헌신할헌신할헌신할헌신할 것것것것: 합의 내용에 의하면 뉴욕 시 위탁 양육 시스템은 반드시 위탁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완전한 가정에서 양육하며 

복지 향상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점에 뉴욕 주와 원고인 모두가 동의하였다. 

본 합의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모니터모니터모니터모니터 요원요원요원요원 임명임명임명임명: 뉴욕 주 예산으로 모니터 요원을 임명하여 최소 3년간 직위를 

유지하게 하여 연방 및 뉴욕 주 법규와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게 한다. 모니터 

요원은 (a) 뉴욕 시의 위탁 양육 배치 과정 평가, (b) 뉴욕 시의 위탁 아동들에 

대한 학대 여부, (c) 위탁 양육 시스템의 유효성과 적절성 여부, (d) 적절하고 

충분한 요건을 갖춘 가정 모집에 관한 보고서를 연 2회 작성한다. 

• 뉴욕뉴욕뉴욕뉴욕 시시시시 조사조사조사조사 전문가전문가전문가전문가 임명임명임명임명: 뉴욕 주, 원고인, ACS가 승인한 조사 전문가는 최소 

2년간 직위를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임명된 조사 전문가는 

ACS가 보호하는 아동에 관한 기밀 사건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아동의 안전, 

완전한 가정에 배치되었는지 여부, 복지 수준과 관련된 연방 및 주 법규와 

규정을 준수했는지 판단한다.  

• 수정수정수정수정 조치조치조치조치 계획의계획의계획의계획의 시행시행시행시행: 모니터 요원 또는 조사 전문가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OCFS나 OCFS의 감독을 받는 ACS가 

수정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만약 수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정 조치 계획을 시행한다. 원고인들은 모니터 요원의 분기 보고서 또는 조사 

전문가의 반기 누적 보고서에 기반하여 작성된 수정 조치 계획안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원고인들은 법원에 다시 출두하여 판결 사항을 집행할 수 있다. 뉴욕 시와 ACS는 본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뉴욕 시와 ACS의 소송분은 법원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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