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알아보기

가족 평가 프로그램 사무소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에 문을 엽니다.
이메일 문의: FAPinquiry@acs.nyc.gov
Manhattan 거주 가족:

가족 평가 프로그램

Manhattan Family Court
60 Lafayette Street, 2nd floor
New York, NY 10013
(212) 341-0012
Brooklyn 거주 가족:

345 Adams Street, 8th floor
Brooklyn, NY 11201
(718) 260-8550
Queens 거주 가족:

Queens Family Court, 4th floor
151-20 Jamaica Avenue,
Jamaica, NY 11433
(646) 599-3308 또는 (718) 725-3244
Bronx 거주 가족:

Family Resource Center
260 East 161st Street, Sublevel
Bronx, NY 10451
718-664-1800
Staten Island 거주 가족:

Children

350 St. Mark’s Place, 5th floor
Staten Island, NY 10301
(718) 720-0071

청소년과 그 가족들이 일상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소년 및 가족 사법부(Division of Youth and
Family Justice)

Children

가족 평가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FAP는 무엇입니까?

가족들은 종종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압도당합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을 챙기면서 동시에 아이들에게 정기적인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삶도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학교, 친구, 가족, 집안일,
자신의 일, 이 모든 삶의 요소들에 있어 균형을 맞추려
하다 보면 삶이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아동서비스국(New York City
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 가족
평가 프로그램(Family Assessment Program,
FAP)에서는 일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족들을 지원해드립니다. FAP는 다이버전 프로그램
으로, 법정에 가지 않고도 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의 프로그램입니다. FAP는 평가,

맞춤형 조언, 상담, 다양한 지역 사회 및 가정 기반
서비스로의 위탁을 통해 가족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하고 가정 내 갈등을 줄여드리고자 노력합니다.

FAP에서 다이버전 서비스를 받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 사항입니다. FAP는 관리 필요인
(Persons In Need of Supervision, PINS) 시스템을
통해 가정 법원에 가려는 가족들이 거쳐야 할 첫 번째
정거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PINS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 해당 가족은 반드시 FAP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내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FAP
에서는 다른 모든 대안이 적용 불가능하게 되지 않는
한, 가족이 가정 법원에 PINS 청원서를 제출하는
일을 돕진 않을 것입니다.

FAP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가족들이 가족평가 프로그램에 처음 도착하면, FAP
직원들의 환영과 함께 프로그램을 소개받습니다. 해당
가족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곧이어 가족
위기 해결 전문가 자격이 있는 사회복지사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뉴욕시 아동서비스국 가족 평가 프로그램
(FAP)에서는 일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족들을 지원해드립니다.

FAP는 관리 필요인(Persons In Need of
Supervision, PINS) 시스템을 통해 가정
법원에 가려는 가족들이 거쳐야 할 첫
번째 정거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배정된 사회복지사는 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가족이 FAP에 오게 된 배경을 이해하여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용하고 실용적인 선택지가
무엇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가족이
현재 지니고 있는 우려 사항, 해당 가족의 장점,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는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용하고 실용적인 선택지를 찾아낼 것입니다.

FAP가 우리 가족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일까요?

FAP는 18세 이하의 아이들이 속해 있으며, 가족
구성원끼리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족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가족 내에 다음의 행동을 보이는 어린 자녀가
있다면, FAP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학
 교에 자주 결석하거나, 교사나 친구와의 관계가
안 좋은 아이.

• 말없이 외출, 외박을 하거나 계속하여 가출을 하는
아이.

•마
 약이나 술을 복용하는 아이.

•비
 행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리는 아이.
•정
 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아이.

•반
 항적이거나 위험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
어떤 가족이든 FAP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P의 도움을 받기 위해 ACS 케이스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