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들이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활 
문제로 자녀에게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부모는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처 : 

워싱턴주 Family 
Assessment Response 
(FAR) 

어린이에게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해주세요 . 

어린이 보호는 
지역사회의 
책임입니다 

DSHS 22-1508 KO (6/13) 

QR 코드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FAR 
웹사이트로 가거나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 

www.dshs.wa.gov/ca/about/fa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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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Family 
Assessment Response 
(FAR) 
Children’s Administration( 아동 관리국 ) 
은 2014 년 1 월부터 2016 년 7 월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현지 사무소에 
Family Assessment Response 
(FAR) 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 아동 
학대와 방치 혐의가 
있지만 어린이의 
즉각적인 또는 
지속적인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없는 
가정은 FAR 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워싱턴주 법률 (RCW 
26.44.020) 에 규정된 아동 학대 및 
방치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혐의가 성립합니다 . 

해당 부서에 성폭력 또는 심각한 신체 
학대나 방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 
해당 가족은 전통적인 CPS 조사 
대상이 됩니다 . 

어린이 안전은 
저희 업무의 
핵심입니다. 

지역사회가 도우면 더
많은 어린이가 집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분야 

자녀를 위한 안전한 가정 유지 
• 배관 수리 
• 전기 공사 
• 대문과 담장 설치 
• 공공 서비스 유지 ( 전기 , 난방 , 수도 , 하수도 , 

쓰레기 , 전화 ) 
• 가구 
• 청소 용품 

기타 서비스 및 용품 이용 
• 의류 및 신발 
• 학교 개인지도 및 학용품 
• 주택 안전 ( 안전한 주거 옵션 확인 임대료 

지원 ) 
• 교통편 

버스 승차권 
자동차 수리 
병원까지의 교통편 

• 전문 서비스 
• 기본적인 생활 기술 학습 ( 취업 활동 , 

자녀 양육 기술 , 영양관리 , 의료 쿠폰을 
수락하는 의사 찾기 , 안전하고 깨끗한 집 
유지 ). 

사업체들도 규모에 관계없이
아동 학대와 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Children’s Administration( 아동 관리국 ) 
의 새로운 Family Assessment Response 
(FAR) 로 아동 학대나 방치 혐의가 있는 
가족에게 다양한 접근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어떤 가족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 또 어떤 가족은 지역사회 , 
가족 및 친구들과 유대관계를 다시 쌓아야 
합니다 . 

자녀 복지 시스템과 관련된 가족들은 이러한 
유대관계가 상실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가족들이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다시 쌓으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과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 

누구나 문제가 있으면 가족과 지역사회에 
의존합니다 . 가족들이 이러한 관계를 맺으면 
자녀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시간과 지식을 
기부해주세요 . 

가족에 대한 
투자는 현명한 
투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