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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핑거 레이크스, 모호크 밸리 및 노스 컨트리 지역의 어린이 보호 센터에 

250만 달러 가까이 지원 발표  

  

업스테이트 카운티에 처음으로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센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에 있는 5개의 어린이 보호 센터(Child Advocacy 

Center, CAC)에 250만 달러 가까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향후 5년간 현재 이런 중요한 가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카운티에 센터를 설립할 

것입니다. CAC는 아동에 초점을 두고 커뮤니티 위주로 설립한 시설로서 아동과 그들의 

가족들이 사회 복지, 법률기관, 의료, 보호기관 및 치료 시스템으로부터 계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동 친화적인 시설들은 아동들에게 덜 충격적인 조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어린 뉴욕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것은 이번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서 이 보조금으로 우리는 업스테이트 

커뮤니티에 있는 가정들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아동 보호센터는 

아이와 가족들이 스트레스 없이 전문가를 만나고 서비스에 접근하여 학대와 

시달림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료하여 회복에 이르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청(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은 연방 아동 재판법(Federal Children's Justice Act) 보조금을 아래의 센터에 

지출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받는 추가 카운티  지원액수  

풀턴 카운티 CAC  몽고메리 및 해밀턴  91,607 달러  

제네시 카운티 CAC  와이오밍 및 올리언스  100,000달러  

제퍼슨 카운티 CAC  세인트 로렌스 및 루이스  100,000달러  

클린턴 카운티 CAC  프랭클린, 에섹스 및 세인트 레지스 보호구역  100,000달러  

온타리오 카운티 CAC  예이츠 및 세네카  100,000달러  



  

세인트 레지스 보호구역은 미 동북부에서 CAC를 갖고 있는 유일한 부족 구역입니다. 

새로 지원하는 추가 카운티를 포함하여 뉴욕주는 현재 54개의 CAC를 갖고 있는 

53개의 카운티와 세인트 레지스 부족 보호구역을 갖게 됩니다. 상기 지원금은 2017년 

10월 1일 첫 지급 예정일을 시작으로 일년에 한 번씩 5년간 지급할 것입니다.  

  

OCFS 커미셔너 대행 Sheila J. Pool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동 보호센터는 해마다 

19,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관리합니다. OCFS는 이 중요한 보조금을 관리하여 

CAC가 없었던 카운티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는 우리주의 

모든 구역에 CAC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OCF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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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깁니다. OCFS는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합니다. 뉴욕주 아동가족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좋아요”를 누르시고 

영어 트위터에서는 @NYSOCFS on Twitter를 팔로우하고 스페인어 트위터에서는 

@NYSOCFS Espanol를 팔로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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