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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본 권고문에 따라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는 COVID-19 감염병과 관련된 연방 자금을 통한 보육 안정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안정화 자금은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ARPA)과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및 구제 추가 세출(Coronavirus Response and Relief Supplemental Appropriations, CRRSA)
법률의 자금을 이용하여 보육 부문을 효과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한 전례 없는 기회이며 투자입니다.
본 문서는 안정 보조금과 관련된 전체 자격 조건 및 허용 가능한 비용 요건에 관해 대략적으로
설명합니다. 해당 보조금 지급에 대한 약관을 개정할 권한은 OCFS 에 있으며, 본 문서에 대한 모든
수정 사항은 OCFS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OCFS 는 보육 안정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10 억 7 천 4 백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보육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평균 보육 비용, 방식, 지리적 특성, 정원 및
프로그램 규모를 고려한 공식을 통해 결정됩니다. 자격을 갖춘 제공자는 OCFS 라이센스 보육
프로그램, OCFS 에 등록된 보육 프로그램, NYC 가 승인한 그룹 데이케어(제 47 조) 또는 등록된
법적 면제 그룹 보육 프로그램(등록 기관에 등록됨)이어야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OCFS 및/또는
NYC 에서 지급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지급 승인을 위한 다른 신고 요건을 비롯해 감염병에 관한
OCFS 및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제공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모든 보육 제공자는
보육 자원 및 위탁(CCR&R) 기관 및 기타 파트너 CSEA, UFT, WHEDco 등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 기관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억 7 천만 달러 규모의 보육 안정 보조금 프로그램
보조금은 연방 보육국에서 정한 8 개의 범주 내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승인된 제공자를
대상으로 신청이 승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첫 지급이 이루어지며, 월 단위로 6 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보육 안정 보조금 신청 기간은 2021 년 08 월 03 일부터 2021 년 11 월 30 일까지입니다. 신청서는
2021 년 11 월 30 일 오후 11 시 59 분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제공자는 하나의 라이센스/등록/허가
상태 또는 등록된 법적 면제 상태의 그룹 보육 프로그램당 단 한 번의 안정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자가 다수의 현장 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현장마다 하나씩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제공자는 최대 6 회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자격을 갖추어
승인받은 보육 제공자에 대한 모든 지급 건은 2022 년 9 월 30 일 이전까지 처리됩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자격을 갖추고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제공자는 양호한 재정, 운영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현장에서 직접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해당 보조금 대상 약관에 따라 2023 년 9 월
30 일까지 발생한 허용 범위 내의 안정화 자금 사용 금액을 2023 년 9 월 30 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육 프로그램 안정 자금 사용의 허용 범위
보조금은 연방 지침에 따라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월급, 이와 유사한 직원 보상, 직원 복리후생, 퇴직금, 교육비, 보육비, 직원의 COVID-19
백신 접종 지원 비용을 포함한 모든 인건비
• 임대료(임대 계약에 따른 사항 포함) 또는 모든 사업상의 대출 상환 의무, 시설, 사업 관련
보험료, 연체료 또는 연체료와 관련된 요금 포함(2023 년 9 월 30 일까지 발생한 비용만 해당)
• 실외 학습 공간/놀이터를 포함해 가벼운 보수 공사로 볼 수 있는 시설 유지 관리 또는 개선(예:
화장실 보수, 경사로 난간 및 자동문 설치와 같은 접근성 개선) 및 COVID-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간단한 규모의 시설 개선(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칸막이 설치)
• 개인 보호 장비, 청소 및 위생용품, 서비스 또는 보건 및 안전 수칙과 관련된 교육 및 전문성
개발
• COVID–19 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비 및 소모품 구입 또는 교체
• 보육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재개하는 데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
• 아동 및 직원 대상 정신 건강 관리 지원
• CPR, 응급처치, MAT 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원 대상 건강 안전 교육 및 COVID-19
관련 교육
보육 제공자는 감염병 유행 기간에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에 제공자는 미국 구조 계획법에 따라 2020 년 1 월 31 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 중에서
COVID-19 공중 보건 응급 상황에 대응한 비용이고, 상기 범주에 해당하며, 기존에 NYS CARES
보육 보조금을 포함한 다른 자금 또는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않은 비용만 안정화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해당 보조금 대상 약관에 따라 2023 년 9 월 30 일까지 발생한 허용 범위 내의
안정화 자금 사용 금액을 2023 년 9 월 30 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선불 및 지급 정보
이 보조금의 경우 선불 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이 승인되고 나면 지급이 시작됩니다. 총 지원
금액은 6 개월간 나누어 지급되며, 각 지급 시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접 보육 서비스를 제공
중인 양호한 재정 상태를 가진 제공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을 받으려면 보육 제공자는 신청 전 OCFS(또는 담당 규제기관)에 법인명, 이메일 및 우편
주소, TIN/SSN 및/또는 연방 ID 번호를 포함한 정확한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보조금의 자금 지원 방식
신청 접수 후 전자적 검토가 이루어지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승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승인된 경우에는 각 자격 대상 보육 프로그램의 방식, 지리학적 지역 및 라이센스/등록/허가된 최대
정원 또는 법적 면제 그룹의 경우 지원 대상 아동의 수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광범위한 지리학적 시세 지역1 및 정원/아동 수를 고려하여 각 방식당 별도로
계산됩니다. 가족 데이 케어 및 그룹 가족 데이 케어의 경우 지리적 지역당 1 회의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센터 기반 프로그램의 지원 금액 역시 소규모 프로그램의 경우 등록 감소의 불균형한
영향을 고려하고, 대규모 프로그램은 비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는 등 프로그램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이 가중 요소는 여러 가지 수입원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등록된 법적 면제 그룹
프로그램의 지원 금액은 전체 프로그램이 아닌 OCFS 보육 시스템(CCFS) 내 프로그램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아동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조금 지원 금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A 에서 확인하십시오.
자격 충족 요건:
자격을 갖춘 제공자는 OCFS 라이센스 보육 프로그램, OCFS 등록 보육 프로그램, NYC 승인 그룹
데이케어(뉴욕시 보건 법규 제 47 조에서 정함) 또는 등록된 법적 면제 그룹 프로그램(등록 기관에
등록됨)이어야 합니다. 모든 제공자는 2021 년 3 월 11 일까지 면허/등록증/허가증 또는 등록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금 신청 당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직접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등록된 아동은 없지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원을 둔 제공자도 포함됩니다. 공중 보건 관련 사유 또는 COVID-19 공중 보건 긴급
상황과 관련된 기타 사유로 신청 당일 프로그램이 임시 중단된 상태이며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21 년 9 월 20 일까지 또는 신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의 시점 중에서 더 늦은
날짜까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적 면제 그룹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청 당일을 기준으로 2021 년 3 월
11 일까지 등록을 마친 상태로 보조금 지원 대상 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보조금을 승인받은 가족을 지원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신청 당일을 기준으로 공중 보건
또는 COVID-19 공중 보건 응급 상황과 관련된 기타 사유로 임시 중단되어 직접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헤드 스타트(Head Start), 얼리 헤드 스타트(Early Head Start) 프로그램과 기타 연방 및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프리킨더(PreK) 프로그램은 이 안정화 자금이 어떠한 다른 정부 자금도 받지 않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사용된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은 라이센스/등록 정원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제공자가 재정적으로 '양호한 상태’여야 하며, 이는 지급 가능한 상태의
라이센스/등록/허가 상태(NYC 제 47 조) 또는 등록된 법적 면제 그룹 프로그램(등록 기관에
등록됨)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증명서에 서명할 당시 OCFS 또는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New York
City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DOHMH)의 유효한 시행 조치 대상이어선 안
됩니다. 부적격자를 대상으로 한 OCFS 의 시행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등록 정지
• 라이센스/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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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시장 요율 지역 1에 해당하는 5개의 남부 자치주, 시장 요율 지역 2, 3, 4에 해당하는 나머지

주(Rest of State, 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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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면허/등록 정지 및 취소 제안
면허/등록 취소 제안
면허/등록 갱신 신청 거부

부적격자를 대상으로 한 DOHMH 시행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를 정지시키는 위원의 명령
• 청문회 원인이 됨
• 갱신 거부, 허가 취소
NYC 시행 상태에 대한 질문은 NYC DOHMH 에 문의해야 합니다.
제공자가 신청 당시 또는 월 재인증 기간 중 시행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적격성 및 적격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신청서가 재검토합니다. 상태 변화 및 시행으로 지원이 지연되거나 총
지원 금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방식 및 기타 정보에 변동 사항이 생기는 경우에도 총 지원 금액
및/또는 월 예상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요건: 보육 안정 보조금
자격을 갖춘 보육 제공자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OCFS 에 전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인 경우 지역 보육 자원 및 위탁(CCR&R) 기관 또는 UFT, CSEA, WHEDco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2021 년 8 월 3 일부터 2021 년 11 월 30 일
오후 11 시 59 분까지입니다. 마감일을 넘겨 OCFS 에 제출된 신청은 검토하지 않습니다. OCFS 가
신청을 검토 후 승인하면 제공자는 OCFS 로부터 지원금에 대한 알림을 받습니다.
보육 제공자는 신청서에 서류를 업로드할 필요가 없으며 미국 구조 계획법에 따른 월간 운영 비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안정화 자금은 상환 방식이 아니며, 프로그램에서 2020 년 1 월 31 일 이후 COVID19 공중 보건 응급 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거 비용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해당
보조금 대상 약관에 따라 2023 년 9 월 30 일까지 발생한 허용 범위 내의 안정화 자금 사용 금액을
2023 년 9 월 30 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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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에 대한 증명
보육 제공자는 보조금 지급액을 받는 동안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또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서상의 진술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 약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보육 안정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정보가
진실하고 본인이 아는 한도에서 정확하며 다음 각 진술에 동의함을 증명합니다.
 다음을 포함하여 본 신청서에 기재하였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정보에 변동 사항이
생긴 경우 아동 및 가족 서비스(OCFS)에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o 본인이 운영하는 보육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o 본인의 법적 면제 그룹 프로그램은 더 이상 보조금을 받는 가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o 본인의 보육 프로그램은 2021 년 9 월 20 일까지 또는 신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의
시점(현재 운영하지 않는 경우) 중에서 더 늦은 날짜까지 운영되지 않습니다.
 만일 본인의 보육 프로그램이 보조금 지급 기간 동안 영구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모든 자금을 반납해야 하며, 더 이상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2021 년 11 월 30 일까지이며,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가족이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한 2023 년 9 월 30 일까지 자금이 지원됩니다.
 본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모든 OCFS 규정 및 뉴욕주 보건부 지침,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의 규정(해당하는 경우)을 따르고, 양호한 재정 상태(보조금 지급 대상 요건에
정의된 대로)를 유지하며, 가능하면 최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지침(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schools-childcare/guidance-forchildcare.html 참조)에 따라 정책을 시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보육 프로그램 안정 자금 사용의 허용 범위
보조금은 연방 지침에 따라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급여, 월급, 이와 유사한 직원 보상, 직원 복리후생, 퇴직금, 교육비, 보육비, 직원의
COVID-19 백신 접종 지원 비용을 포함한 모든 인건비
o

임대료(임대 계약에 따른 사항 포함) 또는 모든 대출 상환 의무, 시설 또는 보험료,
연체료 또는 연체료와 관련된 요금 포함

o

실외 학습 공간/놀이터를 포함해 가벼운 보수 공사로 볼 수 있는 시설 유지 관리 또는
개선 및 COVID-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간단한 규모의 시설 개선

o

개인 보호 장비, 청소 및 위생용품, 서비스 또는 보건 및 안전 수칙과 관련된 교육 및
전문성 개발

o

COVID–19 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비 및 소모품 구입 또는 교체

o

보육 서비스를 유지 또는 재개하는 데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

o

아동 및 직원 대상 정신 건강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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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PR, 응급처치 및 약물 투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원을 위한 건강 및
안전 교육

이는 상기 범주의 COVID-19 공중 보건 응급 상황과 관련되고 기존에 다른 자금 또는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2020 년 1 월 31 일 이후로 발생한 비용의 상환을 포함합니다. 제공자는
해당 보조금 대상 약관에 따라 2023 년 9 월 30 일까지 발생한 허용 범위 내의 안정화 자금 사용
금액을 2023 년 9 월 30 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OCFS 또는 OCFS 의 담당자는 본인이 제공한 정보의 사실 여부와 자금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본 신청 내역 및 자금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보육 안정 자금 감사 시 영수증 및 지급 증명 등의 확인 목적으로 언제든지 기록
제공을 요청받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요청 시 정보 및 지원 문서를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감사 목적으로 이 신청서를 수령하는 보육 시설에 대한 조회, 자금의 신청 및 사용과
관련된 정보 및 문서, 본 신청서 및 수령한 기금의 사용과 관련된 보육 담당 직원과의 인터뷰
내역에 대한 열람을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지원 문서를 5 년 동안 보관하고 요청 시 이를 즉시 OCFS 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자금의 반환 또는 상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OCFS 요청에 따라
자금을 상환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서에 포함된 운영 비용이 본인의 보육 프로그램 운영 비용과 일치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요청 시 OCFS 또는 OCFS 의 담당자에게 수령한 자금의 사용 내역을 보고하는 데
동의합니다.
 보조금을 받는 동안 본인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의 급여나 복리후생 수준을
삭감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본 보육 안정 보조금을 수령하는 동안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직원에게 적어도 동일한 금액을 주급으로 지급하고 동일한 복리후생(해당하는
경우 의료 보험 및 퇴직금 등)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까지 모든 비자발적인 직원의 해고를 방지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보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가족에게 가능한 한 고용인의 부담으로 수업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어느 쪽이든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그러한 지원 조치를
우선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과 같은 다른 외부 기관이
명시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지불하거나 다른 연방 또는 주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보육 안정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2023 년 9 월 30 일까지 모든 보육 안정 기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용 약관을 읽고 동의했으며 본 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습니다.
헤드 스타트/얼리 헤드 스타트/주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프리킨더 프로그램 제공자입니까?
예/아니요
‘예’인 경우: 본인은 보육 안정 보조금에서 받은 어떤 자금도 다른 헤드 스타트/얼리 헤드 스타트/주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프리킨더 프로그램을 대체하지 않으며, 보육 프로그램 인원 확보를 위해
다른 연방 기금과 중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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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신고 사항:
OCFS 는 안정화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육 제공자로부터 다음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
•
•
•
•
•

제공자 주소(우편번호 포함)
가족/그룹 가족 데이 케어 제공자, 센터 및 SACC 책임자의 인종 및 민족
센터 책임자 또는 가족 보육 제공 소유주의 성별
COVID-19 공중 보건 응급 상황과 관련된 제공자의 운영 상태 및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자금이 적합한 비용 카테고리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제공자가 필수 증명을 갖추었다는 증빙서류

또한 OCFS 는 ARPA 자금에 필요한 데이터 신고란을 작성하기 위해 제공자로부터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제공자 기술 지원 계획
OCFS 는 주 전역 보육 자원 및 위탁(CCR&R)기관 및 기타 협력 기관 CSEA, UFT, WHEDco 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육 제공자가 안정화 자금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CCR&R 는 지원을 요청하거나 신청을 완료할 수 없는 제공자의 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과 대응을 제공합니다. 또한 CCR&R 는 보육 제공자와 협력하여 감사 시 적격한 비용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와 연말 세금 신고에 안정화 자금을 포함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제공합니다. 모든 TA 파트너의 연락처는 여기를 눌러 안정 자금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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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A:
2021 보육 안정 보조금- 보육 프로그램당 총 지원액
데이 케어 센터 총 지원액:
데이 케어 센터(DCC)
정원

NYC

남부 지역

ROS

7~50 명

$53,200

$53,200

$38,700

51~100 명

$108,600

$108,600

$78,900

101~150 명

$149,300

$149,300

$108,500

151~200 명

$164,700

$164,700

$119,700

201~250 명

$179,100

$179,100

$130,200

251 명 이상

$203,000

$203,000

$147,600

취학 연령 보육(School Age Child Care, SACC) 지원액:
취학 연령 보육(SACC)
정원

NYC

남부 지역

ROS

7~50 명

$43,700

$43,700

$32,800

51~100 명

$89,200

$89,200

$67,000

101~150 명

$122,700

$122,700

$92,100

151~200 명

$135,300

$135,300

$101,600

201~250 명

$147,200

$147,200

$110,600

251 명 이상

$166,900

$166,900

$125,300

가족 데이 케어 센터 총 지원액:
가족 데이 케어(FDC)
NYC

남부 지역

ROS

$25,300

$25,300

$1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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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가족 데이 케어 총 지원액:
그룹 가족 데이 케어(GFDC)
NYC

남부 지역

ROS

$50,600

$50,600

$38,500

법적 면제 그룹 월 지원액: 제공자는 보조금 자격을 충족하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월 지원금 자격을 충족합니다. 총 지원액은 프로그램 적격성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면제 그룹
프로그램의 정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아동의 수로 결정됩니다.
등록된 LE 그룹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는
아동의 수

NYC

남부 지역

ROS

1~10 명

$3,990

$3,990

$2,903

11~20 명

$4,655

$4,655

$3,386

21~30 명

$5,320

$5,320

$3,870

31~40 명

$5,985

$5,985

$4,354

41~50 명

$6,650

$6,650

$4,838

51~100 명

$13,575

$13,575

$9,863

101 명 이상

$18,663

$18,663

$1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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