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내릴 수 있는 선택: 

친척 아동 양육 
 

 

 

질문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 읽어보셨

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생각해야 할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1. 지금 바로 아동을 집에 데려올 준비가 되셨습

니까?  

2. 아동을 돌보는 데 필요한 공간과 경제력을 갖

추셨습니까?  

3. 아동을 얼마나 오래 돌볼 수 있습니까?  

4. 아동을 돌보게 되면 아동 부모와의 관계에 영

향이 갑니까?  

5. 어떤 친척 양육 옵션이 당신과 아동에게 가장 

적합합니까?  

6. 사회복지국의 지역 부서 및 기타 기관과 얼마

나 잘 협력할 수 있습니까? 

7. 필요한 지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본 책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지원하

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복지사, 가족을 비롯하

여 아동 양육과 관련된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와 이러한 옵션에 대해 상의해  

보십시오.  

친척 양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ocfs.ny.gov/kinship에 방문해 주십시오.  

"유용한 자료" (Helpful Resources) 버튼을 클

릭하여 의견 및 선택하기: 뉴욕주 친척 양육 안

내서 (Having a Voice and a Choice: New 

York State Handbook for Relatives Raising 

Children) 및 내가 내릴 수 있는 선택:친척 양육 
(Know Your Options: Relatives Caring for 

Children) 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1 (800) 345-5437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다음의 친척 양육 자료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www.nysnavigator.org  

또는  

1 (877) 454-6463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navigator@nysnavigator.org로 메일을 보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아동, 가족, 지역 사회의 안전, 생명,  

행복을 지키도록..." 

 

장애인 보호법에 의거하여 (Americans with Disabili-

ties Act), 아동 및 가족 복지국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에서는 요청에 따라 본 자료를 적합

한 형태로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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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옵션 

위탁 양육에서 입양 

어떤 옵션입니까? 신원 조회 및 가정 조사와 교육

을 마친 후에 가정법원 또는 대리인 법원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는 옵션입니다. 입양 시점에는 더이

상 지역 아동 복지국 또는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

지 않습니다.  

부모의 관여: 부모의 권리는 정지되거나 포기됩니

다. 귀하가 아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책임을 갖

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입양 후에 부모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 입양 보조금 및 기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옵션: 본 입양은 영구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친척 후견 지원 프로그램(KinGAP)  

어떤 옵션입니까? 귀하가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

지 지원하는 데 동의하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아동이 귀하와 위탁 양육을 통해 6개월 이상 함께 

지냈으며 입양이나 원래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없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모의 관여: 부모의 권리는 유지되며 방문권을 보

유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동을 되찾아오려고 법

원에 탄원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 KinGAP 보조금 및 기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옵션: 이 옵션을 선택하면 위탁 양육 후 입양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연락처 

복지사: 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 

감독관: 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 

본 프로그램에서 친척이란 조

부모, 삼촌 또는 이모나 가족의 

친구 등을 의미합니다. 

ocfs.ny.gov/kinship
http://www.nysnavigator.org


 

임시 양육 

어떤 옵션입니까? 임시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옵션입니다. 아동에 대한 법적 양육권이나 후견

권을 갖지 못합니다.  

부모의 관여 아동은 언제든지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지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옵션 법원을 통해 법적 양육권 및 후견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동을 입양할 때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배치(10조) 

어떤 옵션입니까? 지역 아동 복지국에서 아동

을 가정에서 격리한 후, 가정법원에서 귀하에게 

아동에 대한 임시 법적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귀하가 양육하는 동안 지역 아동 복지국 및 가

정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부모의 관여: 부모는 아동을 만날 수 있지만  

법원 명령이 있어야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지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옵션: 나중에 아동을 입양할 때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적 양육권 또는 후견권(6조) 

어떤 옵션입니까? 귀하가 가정법원에 아동의 

양육권 또는 후견권을 요청하는 옵션입니다.  

입양 시점에는 더이상 지역 아동 복지국 또는 가정

법원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부모의 관여: 부모는 아동을 만날 수 있지만 법원 

명령이 있어야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옵션: 나중에 아동을 입양할 때 보조금을 받

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친척 위탁 양육 

어떤 옵션입니까? 아동을 가정에서 격리하고 지역 

아동 복지국에서 법적 양육권을 보유한 후, 귀하 

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옵션입니다. 

위탁 부모 교육과 신원 조회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옵션은 귀하가 혈연 및 결혼이나 입양

을 통해 아동과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모의 관여: 아동을 만날 수 있지만 법원 명령이 

있어야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 위탁 양육 지원금 및 기타 지원을 받

을 수 있습니다.  

향후 옵션: 나중에 아동을 입양할 때 양육 보조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이 목적이 아니며 원래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

이 불가능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옵션으로 

친척 후견 지원 프로그램(Kinship Guardianship 

Assistance Program,KinGAP)이 있으며, KinGAP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척 양육은 무엇입니까? 

경우에 따라 부모와 지내는 것이 아동에게 위험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친척 또는 가족의 친구가 

자신의 집에서 아동을 돌봐줄 수 있습니다. 이를 

친척 양육이라 합니다.  

이는 가족이 비공식적으로 실시하거나 아동 폭

력 사건에 지역 아동 복지국이 관계된 경우 가정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친척 양육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의무 수준 

및 금전적 지원도 다양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옵션에 대해 완전하

게 파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최선의 선

택을 내릴 때 아동이 무엇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친척의 품에서 자란 아이들도 잘  

자랍니다.” 

- 조부모 양육자 

친척 양육의 장점  

친척 양육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친척 양육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

니다. 

• 부모 및 가족과 떨어져 산다는 오명과 충격을 완

화해줍니다. 

• 형제자매 및 부모와의 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가족의 전통을 존중하게 됩니다. 

•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행동, 교육 및 정신 건강상 문제를 줄여줍

니다. 

친척이므로 아동의 아픈 과거와 고유한 필요 사항

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 덕분에 아동이 부모와 떨

어지면서 겪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