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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입양후입양후입양후입양후 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 위한위한위한위한 157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발표발표발표발표  

이이이이 보조금은보조금은보조금은보조금은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전역의전역의전역의전역의 아동아동아동아동 및및및및 가족을가족을가족을가족을 섬기는섬기는섬기는섬기는 8개개개개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지원할지원할지원할지원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주 전역의 가족 및 아동들에게 입양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8개 프로그램에 157만 달러를 교부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 

아동가족실이 교부하는 이 보조금은 2014-15년 대비 $570,000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 조치로 뉴욕주민들이 더욱 쉽게 불우 아동에게 집을 열어 그들이 누려야 할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아동을 더 밝은 미래를 향한 길에 두기 위해 입양 

부모들을 지역사회의 필수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프로그램들은 뉴욕시의 모든 5개 보로우, 주도 지역, 뉴욕주 중부 지역, 

Finger Lakes, Hudson Valley, North Country 및 뉴욕주 서부 지역의 입양 가정에 임상 

정신건강 및 가족 상담, 부모 교육 및 훈련, 청소년 발달과 기타 중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가족실 실장 대행 Sheila J. Pool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핵심 서비스는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양육하는 ‘영원한 집’을 제공할 목표로 입양 배치를 안정화하고 

가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조금 증대로 우리는 주의 더욱 많은 지역에 이 중요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2015-16 제정 주 예산의 필요 가정 임시 지원 부분에 배정되었으며 경쟁적 

제안 요청 절차를 통해 교부되었습니다. 소득이 빈곤선 200% 이하인 가정이 입양후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도록 승인된 프로그램들: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승인승인승인승인 금액금액금액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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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ott House $195,000 Dutchess 및 Orange 카운티 

Catholic Charities $142,500 Monroe 카운티 

Children’s Home of Jefferson 
County 

$142,500 Jefferson 및 St. Lawrence 카운티 

Gustavus Adolphus $142,500 Chautauqua 카운티 

New York Council on Adoptable 
Children 

$305,000 뉴욕시 

Parsons Child and Family Center $142,500 
Albany, Rensselaer, Saratoga, 

Schenectady, Warren, Washington 

카운티 

The Family Center* $305,000 뉴욕시 

The Salvation Army $195,000 Onondaga 카운티 

* 양호 위탁 아동이 친척 또는 가까운 비친척과 함께 사는 생활 주선인 친족 가족에게도 
서비스를 제공. 많은 경우에 친족 보호자들이 아동을 입양함. 
 
 

OCFS 소개소개소개소개  

OCFS는 아동, 가족 및 지역사회의 안전, 영구성 및 안녕을 진흥함으로써 뉴욕주를 

섬깁니다. 귀하 지역의 입양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거나 아동을 입양하는 

방법을 알려면 ocfs.ny.gov를 방문하십시오.  

OCFS는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합니다. 뉴욕주 아동가족실 페이스북 페이지를 

“좋아요”하고 영어로 트위터에서 @NYSOCFS를 또는 스페인어 트위터 계정, 

@NYSOCFS espanol을 팔로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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