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mily Assessment 
Response (가족 평가 
응답) (FAR)
가족을 지탱하고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CPS 경로

제가 Family Assessment Response  
(가족 평가 응답) 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and Families (아동 

청소년 가족부) (DCYF)에서 귀하의 자녀 안전에 
관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 해당 신고는 워싱턴 주의 아동 학대 및 방임에 
대한 법적 정의에 해당하였습니다(RCW 26.44.020).

• 다만 귀하의 자녀가 즉각적인 위험에 처했다는 
신고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 그러므로 DCYF 에서는 귀하가 자녀의 안전을 
유지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제 사건에 관하여 우려 사항이 
있으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귀하의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불만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FAR 사건 관리자의 상관에게 
전화하십시오.

귀하의 우려 사항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경우 
지역 행정 담당자에게 전화하십시오.

또한 지역 관계실(Office of Constituent Relations) 
전화번호 1-800-723-4831로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 및 아동 권리 대변인실(Office of the Family & 
Children’s Ombuds)* 번호 1-800-571-732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은 DCYF와 별개입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DCYF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합니다.

다른 형식이나 언어로 된 본 문서의 사본을 
원하시면 DCYF Constituent Relations (지역 관계)  
(1-800-723-4831 | 360-902-8060, ConstRelations@dcyf.wa.gov)
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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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Assessment Response (가족 
평가 응답) (FAR) 은 무엇입니까?
FAR은 워싱턴 주 아동 보호 서비스에서 (Washington 
State Child Protective Services)아동 학대 및 방임에 
관한 일부 신고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FAR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CPS에서 
아동 학대 및 방임 신고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FAR는 가족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합니다:

• 가족이 위기에 처한 경우 부모에게서 아동 학대나 
방임의 책임 소재를 찾지 않고 지원합니다.

• 가족이 지역사회와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조사관 및 FAR 사건 관리자:

• 가족과 함께 아동의 안전을 유지합니다.
• 가족의 필요를 파악합니다.
• 부모 및 지역사회의 장점과 자원을 발전시킵니다.
• 아동의 필요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를 모색합니다.

조사:

• 아동 학대나 방임이 발생했는지 판단합니다.
• 학대나 방임 혐의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확인합니다. 아동 학대나 방임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해당 결정은 DCYF 기록에 
보관되어 향후 아동 및 취약한 성인과 관련된 
업무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Family Assessment Response (가족 평가 응답)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DCYF에서 귀하의 가족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FAR 사건 관리자가  
귀하를 대면하여 자녀 안전에 관해 대화합니다. 

사건 관리자는 귀하와 함께 향후 아동 학대 및 방임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서비스나 지원이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귀하의 가족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사건 관리자가 도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FAR 사건은 45일 이내에 종결됩니다. 하지만 귀하가 시작한 일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하와 FAR 사건  
담당자는 사건을 120일간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FAR 에 참여하거나  
또는

• 기존의 CPS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FAR 사건 관리자가 가족의 필요에 부합한다고 추천한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FAR 직원과의 회의를 요청하여 다른  
옵션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족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사건 관리자가 도울 수 있습니다.

Family Assessment Response (가족 평가 응답)은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귀하는 본인과 가족의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FAR 사건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도울 것입니다:

• 가정에서 자녀의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파악.

• 가족의 기본적 필요 충족.

• 아동의 모든 연령 및 성장 
단계에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 향상. 

•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

• 주거, 업무 또는 본인과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는 다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 및 멘토 물색. 

우리는 귀하가 자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감 및 기술을 쌓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