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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인력을 대상으로 한 보육 서비스 제공자 보조금 3억 4,300만 달러에 

대한 신청서 공개 발표  

  

뉴욕주, 연방 미국 구조 계획법 및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및 구호 보조 세출법의 
지원을 받는 자금 지원 안정화 보조금의 두 번째 라운드로 보육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원 제공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부터 보육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도움이되고 업계 안정을 

계속 도울 연방 기금으로 3억 4,300만 달러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아동 가족 서비스청(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에서 이 기금을 관리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번째 안정화 기금은 인력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로 보육 부문을 더욱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기회와 투자를 

나타냅니다. 보육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이러한 새로운 보조금은 인프라를 강화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중요한 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적격 서비스 제공자는 OCFS 면허 또는 등록 보육 프로그램, 뉴욕시에서 허용하는 

그룹 보육 또는 법적으로 면제된 그룹 보육 프로그램(등록 기관에 등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공자 유형에 따라 두 가지 신청서 란이 있습니다. 7월 5일 1차 

안정화 지원금을 받은 분, 8월 22일 모든 취학연령 보육 프로그램 및 1차 안정화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후인가를 받은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육 인력을 지원하고 인력 채용 및 유지 노력을 돕기 위해 이 기금의 최소 75%를 

추가 항목 중 아래 항목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 보너스 또는 임금 인상  

• 직원의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는 건강 보험 비용에 대한 기여금  

• 고용주의 기여도를 보완하는 직원 퇴직 계획에 대한 기여금  

• 보충 교육 발전 또는 학비 지원금  

• 직원을 위한 정신 건강 지원 및 서비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login.ny.gov%2Foauth2%2Fdefault%2Fv1%2Fauthorize%3Fresponse_type%3Dcode%26client_id%3D0oa96jr968eHFSdRU297%26redirect_uri%3Dhttps%253A%252F%252Fchildcare-grants.ocfs.ny.gov%252Fservices%252Fauthcallback%252FGrants%26scope%3Dopenid%2Bemail%2Bprofile%2BOCFS%26state%3DCAAAAYHP_9FvMDAwMDAwMDAwMDAwMDAwAAAA7pRdsRXIfocKeff8_MuwNP7S1UsWcWtISgEx5qJn2x8Fo0YzrMbWlmqrfw-xw4VMT34j_YIhw2Zsg7gJ8J41agRslo8bx6APwhEFvslW_FNnC82kIF-GMEk9i7gEzDMMDKSuHIc1BqmaDXMPYe1591HB8P4H90CHK4SkIAW_fkiwgZiwY2pC3srIlIwn-_MjRIppBF6iw99OGsD6dqtqlQTaRUe9YIag1G1PeK6DdE2JVIb1zyZ6n9mUvWBRVJx5_g%253D%253D&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78c21321be31418f67ba08da5ec36aa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649065372251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SBlhjmccZ8J2CVtXfveNU3WlnbMBv3AYhcYpMRrm8og%3D&reserved=0


나머지 25%는 다른 적격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가족사무국(OCFS)의 Sheila J. Pool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육 서비스 

제공자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육 산업의 인력에 초점을 맞춘 이 

기금을 관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이미 오래 전에 

제공되었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순화하기 위해 제공자는 단일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보육 자원 및 추천 기관에서 기술 보조 지원을 제공하여 보육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관 계약 정보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제공자가 보조금 관심 

설명서(Statement of Grant Interest)를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7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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