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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보육 사각지대 배경 정보
보육 사각지대란 무엇인가요?

뉴욕 보육 사각지대 투자 RFA 에서는 보육 사각지대를 각 이용 가능한
보육 구역에 대해 5 세 미만의 어린이가 3 명 이상 있거나 인구 조사 구역
내에 이용 가능한 보육 구역이 없는 인구 조사 구역으로 정의합니다.

뉴욕 - 보육 사각지대에 투자
보조금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뉴욕주는 최저 공급 지역에 인가, 등록, 허가된 보육 능력을 구축하고
확장하기 위해 1 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자금 출처는 어디입니까?

뉴욕-보육 사각지대 투자 보조금의 자금은 미국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ARPA)에 따라 책정됩니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이 뉴욕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보육 사각지대 자금 지원은 주에서 가장 필요한 지역에서 양질의 보육을
위한 부적절한 옵션에 의한 만성적인 부재, 생산성 감소 및 이직률 등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보육 역량을 구축하고
주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례 없는 기회와 투자를 의미합니다.

이 보조금을 받는 아동의 연령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인가/등록/허가된 보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연령이
해당합니다.

보조금 자격 및 신청 관련 질문
누가 뉴욕 - 보육 사각지대 투자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뉴욕주는 뉴욕주 내 사각지대에 인가/등록/허가된 새 보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업체에 7 천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뉴욕 주 내 사각지대에 허가된 보육 시설을 개설하는 신규
업자에게 7 천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격 여부는 RFA 섹션 3.0
신청 최소 요건, 섹션 7.0 필수 수상 요건, 섹션 8.0 프로그램별 요건과
양식을 확인해 주십시오.
뉴욕-보육 사각지대 투자 신청 요건(RFA)

현재 면허에 확대하려는 기존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보조금은
언제 사용할 수 있게 됩니까?

기금은 무엇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업데이트 2022 년 3 월 3 일.

올해 말, 확대하려는 기존 프로그램에 별도의 보조금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다음 아동 가족
복지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https://ocfs.ny.gov/main/contracts/funding/
자금은 프로그램 개발비, 단기 운영비, 인건비, 교육비 및 기술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은 프로그램 개발비, 단기 운영비, 교육비 및
기술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
2.3, 목적 및 자금 제공성, 보육 사각지대 자금 사용의 허용 가능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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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보육 사각지대 투자 신청 요건(RFA)

신청 기간은 언제 시작되나요?

신청 포털은 2022 년 04 월 11 일에 시작되어 2022 년 05 월 19 일에
종료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취할 조치는 RFA 섹션 5.0, 신청 내용 및
제출을 참조하십시오.
뉴욕-보육 사각지대 투자 신청 요건(RFA)

보조금 지급은 선착순인가요,
경쟁 방식인가요?

보조금은 경쟁 방식입니다. 사전 승인을 확보한 사업자는 라이센스, 등록
또는 허가를 성공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또 제안된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와 주 지역의 보육 사각지대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금 보장은 적격 점수를 기준으로
제공되며 승인된 모든 신청자가 가용성에 따라 자금 제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은 적격 점수를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OCFS 는 승인된
모든 신청자의 자금 수령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FA 를 참조하십시오.
뉴욕-보육 사각지대 투자 신청 요건(RFA)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처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

OCFS 면허 또는 등록을 위해 OCFS 오리엔테이션을 완료한 후 뉴욕
보육 투자 지원 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작하는 방법/데이케어 오리엔테이션
NYC DOHMH 제 47 조 데이케어 센터를 신청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경우, 사전 허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합니다. https://a816healthpsi.nyc.gov/OnlineRegistration/dohmh/DOHMHService.action
신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집단 보육 및 여름 캠프 오리엔테이션
세션" 옆 상자에 표시한 다음, 페이지 하단의 "계속"을 클릭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OCFS 오리엔테이션을 완료한 후 뉴욕 보육 투자
지원 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작하는 방법/데이 케어 예비 교육
예비 교육에 참석하신 후,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면허/등록/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서는 RFA 섹션 5.0, 신청 내용 및
제출을 참조하십시오.
뉴욕-보육 사각지대 투자 신청 요건(R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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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조금 신청은 5 단계로 돼 있습니다.
1 단계: 라이센스 및 허가 요구 사항 검토
2 단계: 납세자 식별 번호, 유형, 법적 사업 명칭 및 사업자 유형 결정
3 단계: 기술 지원 세션 참석
4 단계: 보조금 신청서 제출 완료
5 단계: 허가 및 계약 체결
보조금 신청 프로세스의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RFA 섹션 5.0, 신청 내용
및 제출을 참조하십시오.
뉴욕-보육 사각지대 투자 신청 요건(RFA)

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무엇인가요?

신청서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디시어,
벵골어,아이티 크리올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폴란드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뉴욕 - 보육 사각지대 투자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s://ocfs.ny.gov/programs/childcare/deserts
다음에서 RFA 를 참조해도 됩니다.
뉴욕-보육 사각지대 투자 신청 요건(RFA)
다음 연락처로 질문을 제출해도 됩니다.
investnychildcare@ocfs.ny.gov

저는 기존 보육 제공자입니다.
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학 전
프로그램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취학 전 프로그램은 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현 제공자이며 현재
면허하에 시설을 확장하거나
양상을 변경하는 것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
누구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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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양상을 생성하거나 현 양상을 수정하여 정원을 추가한 프로그램은
"새 프로그램"으로 간주되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단
가정 주간 보육(Group Family Day Care, GFDC)이 될 예정인 가정
주간 보육(Family Day Care, FDC)은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본 RFA 발행일 전 1 년 이내에 면허를 소지했거나 현재 면허
소지자이며 위치 또는 법적 실체를 변경하였으나 현재 인가된 정원을
확대하지 않은 프로그램 또는 제공자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새 면허/허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면 RFA 1 - 새
프로그램을 위한 뉴욕 보육 긴급 투자 신청 요청(Request for
Applications, RFA) 기준에 근거하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 면허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는 현 제공자는 해당 규제 기관/허가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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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장소 선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허가 요건 및 장소 선정에 도움이 필요한 신청자는 지역 보육 리소스 및
소개 기관(Child Care Resource and Referral Agency, CCR&R)에
연락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CCR&R 기관 명부 및 연락처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포털이 열리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이며 보조금
수여 여부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자금은 상환금으로 지급됩니까?

신청 기간은 2022 년 4 월 11 일에 시작되어 2022 년 5 월 19 일에
종료됩니다. 사전 승인의 예상 통지일은 2022 년 6 월 15 일
이후입니다.

제가 과외 시간을 제공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지난달에 OCFS 인가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제공자로 간주됩니까?
저는 현재 법적 면제
제공자입니다. 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정보 세션을 놓쳤습니다.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는 상환 기반 보조금이 아니지만 지급받은 제공자는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한 용도를 기록해야 합니다. 모든 영수증의
서면 또는 전자 기록은 감사를 대비해 보조금 기간 종료 후 최소 6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조금 기금의 용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RFA 1 새 프로그램을 위한 뉴욕 보육 긴급 투자 신청
요청(RFA) 첨부 4 - 허용 가능 비용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를 받으려면 보조금 요건에 반영된 바와 같이 과외 시간 자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출석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외 시간에 신청서에 명시된 자릿수의 아동에게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 비율을 갖추고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 신청 과정 중인 제공자는 2022 년 1 월 28 일 기준 면허를
확보하지 않는 한 자격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받은 보육
사각지대 보조금 자금은 신청서 제출일까지 소급하여 해당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가 또는 등록 예정인 법적 면제 프로그램은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새 프로그램을 위한 뉴욕 보육 긴급 투자 신청 요청(RFA)에 관한 공개
정보 세션의 녹화물, 슬라이드 덱, 필기록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 버전
•
•
•

2022 년 2 월 7 일 세션 비디오
2022 년 2 월 7 일 슬라이드 덱
2022 년 2 월 7 일 필기록

스페인어 버전
•
•
•

마지막 업데이트 2022 년 3 월 3 일.

2022 년 2 월 7 일 세션 비디오
2022 년 2 월 7 일 슬라이드 덱
2022 년 2 월 7 일 필기록

보육 사각지대 상담 전화:
1-844-863-9320

6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REDC 보육 사각지대 지도 이해하기
내가 사는 지역이 보육 사각지대에
속하는 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뉴욕 주의 보육 사각지대는 다음 REDC 보육 사각지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it.ly/cc_deserts

지도 검색은 어떻게 합니까?

페이지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주소 또는 장소 찾기"(Find address
or place) 상자에 장소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의 이미지를 클릭하고 특정 지역을 확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REDC 보육 사각지대 지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REDC 보육 사각지대 지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용자 가이드
및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DC 보육 사각지대 지도 사용자 가이드
REDC 보육 사각지대 지도 사용 방법 동영상

제 우편번호를 입력하여
사각지대 수준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마지막 업데이트 2022 년 3 월 3 일.

경우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하거나 장소의 전체 주소를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구 조사 지역 경계는 우편번호 경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 인구 조사 지역에 하나 이상의 우편번호가 있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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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편번호가 인구 조사 지역 경계에 걸쳐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침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REDC 보육 사각지대 지도 사용자 가이드
REDC 보육 사각지대 지도 사용 방법 동영상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지도를
사용해야 합니까?

신청자가 지도를 사용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지만 OCFS 는 프로그램
위치의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도를 사용합니다. 자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최소 기본 점수 30 점(보너스 점수 미포함)이
필요합니다. 지침은 REDC 보육 사각지대 지도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다운스테이트는 어디입니까?

다운스테이트는 New York City, Long Island(Nassau 및 Suffolk
카운티), Westchester 지역(Dutchess, Orange, Putnam, Rockland,
Sullivan, Ulster, Westchester 카운티)을 말합니다. 다운스테이트는
다음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 지역을 포함합니다. Long Island, Mid-Hudson, New York
City

보조금 지급 판정 및 점수
지도를 사용했더니 제 기본
점수는 65 점입니다. 가정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높은
점수입니까?
자격을 얻으려면 보육 센터가
보육 사각지대에 위치해야
합니까?
기본 점수가 50 점이라면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50%라는 의미입니까?

과정을 이해하는 중입니다. 제
중간 점수가 57 점 정도라면
보조금을 더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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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사각지대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은 신청서의 총점과 동일 REDC 및 동일
양상(데이케어 센터, 취학 아동 보육, 가정 기반)에서 받은 다른
신청서의 총점을 비교하여 제공됩니다. 최소 기본 점수 30 점(보너스
점수 미포함)인 제공자는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FA
섹션 5.2 신청 내용 및 6.2 평가 과정을 참조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자금을 받을 자격을 얻으려면 프로그램 위치 또는 지역
사각지대 수준이 최소 기본 점수 30 점을 받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지도상의 추정 기본 점수는 보조금 수령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작성된 신청서는 전자 신청서에 제공된 답변으로
점수가 평가됩니다. 자격을 갖춘 모든 제공자 양상에 점수순으로 각
프로그램 유형 및 REDC 지역에 사용 가능한 자금에서 지급 추천서가
작성됩니다. 신청서 제출 기한 이후 각 REDC 및 양상 내에서 신청서를
최종 평균 점수순(최고에서 최저까지)으로 정리합니다. 이후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프로그램에 점수순으로(최고에서 최저까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하려면 최소 기본 점수 30 점(보너스 점수 미포함)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보조금 액수는 RFA 섹션 2.3 목적 및 자금 이용 가능성,
"2022 보육 사각지대 보조금"이라고 표시된 차트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정해진 금액 또는 각 양상(프로그램 유형)의 자리당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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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프로그램 시작하기
어떻게 하면 뉴욕주에서 면허 또는
등록된 보육 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NYC DOHMH 제 47 조 데이케어 센터를 신청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경우, 사전 허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합니다.
신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집단 보육 및 여름 캠프 오리엔테이션
세션" 옆 상자에 표시한 다음, 페이지 하단의 "계속"을 클릭합니다.
사업자가 되는 방법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시작하는 방법/데이 케어 예비 교육

보육 프로그램 개설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보육 프로그램 시작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신청자는 해당 카운티
OCFS 지역 사무소(https://ocfs.ny.gov/programs/childcare/regionaloffices.php) 또는 허가 프로세스 경험이 있는 해당 지역의 CCR&R(보육
자원 및 참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다음 사이트에서 해당 지역의 CCR&R 을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ocfs.ny.gov/programs/childcare/referral-agencies.php
뉴욕시 사업자는 http://www1.nyc.gov/site/doh/business/permits-andlicenses/children-and-adolescents-childcare.page 를 참조하십시오.

프로그램은 보조금이 발표된 후
언제까지 개설되어야 합니까?

새 건물을 매입하거나 현 위치의
중요한 개조를 위해 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직원 채용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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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에 전화하여 보육 허가를 찾으셔도 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지급서 일자로부터 120 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이 되면 신청자는 사전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해당 인가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결과물 1: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포함한
모든 인가 요건을 보조금 기간에 계속 만족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9/30/2022 일 이후 인가된 프로그램은 8 분기 지급금을
모두 받지 못합니다. 보조금 기간이 6/30/2024 에 종료되며 이 날짜
이후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보조금은 주요 개조 또는 새 건물 매입과 같은 자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지역경제개발협의회(REDC)에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본
RFA 하에 자금을 지급받은 보육 프로그램은 사전 지급 통지일로부터
120 일 이내에 인가되어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채용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이수 후 지급되는
신입 상여금 제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 및 고용 유지
보너스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자금의 사용 가능한 용도에
관한 추가 정보는 RFA 1 첨부 4 - 허용 가능 비용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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