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서비스를유지또는재개하는
데필요한상품및서비스

보육안정화보조금



보조금사용가능항목:
• 상품 -놀이, 학습, 식사, 기저귀및화장실이용, 또는안전
수면을위한식품, 장비및자료

• 서비스 –비즈니스자동화교육및지원서비스, 공유서비스, 
보육관리서비스, 급식서비스, 운송, 잡역또는청소서비스, 
교육담당자

• 뉴욕주아동학대및괴롭힘중앙기록소(Statewide Central 
Register for Child Abuse and Maltreatment, SCR) 온라인승인
시스템요청관련비용



아마도식대관련지출이가장많을것입니다. 아동및성인
보호급식프로그램(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CACFP)으로배상되지않는식사를포함하여매일
제공하는식사수량을자세히기록하십시오.

식품, 식사관련물품, 급식서비스(이용하는경우)에대한
지출기록을모두보관하십시오.



이보조금을사용해놀이, 학습, 식사, 기저귀및화장실
이용, 또는안전수면을위한장비와자료를구입하십시오.

예를들어, 장난감을자주청소하기때문에더많은
장난감이필요하게될수있습니다. 또는아이들이번갈아
사용하기위해기다릴필요가없도록특정장난감이 2개
이상필요할수도있습니다.



온라인게시물또는중고상품구매시:
• 영수증장부를지참하거나주요구매정보를종이에
기록한후판매자의서명을받으십시오

• 광고전단지사본보관
• 구매사진촬영
• 매월말에기록검토

-Tom Copeland



보육서비스를유지또는재개하는데

필요한서비스:
• 비즈니스자동화교육
• 지원서비스
• 공유서비스
• 보육관리서비스
• 급식서비스
• 교통
• 잡역또는청소서비스
• 교육담당자



비즈니스자동화교육및지원에는보육추적
온라인시스템같은대상이포함됩니다



공유서비스제휴(Shared Service Alliance):

조기학습및보육서비스제공자들이 ‘허브’ 기관을통해회계
및구매와같은사무서비스비용을공유하는회원중심기관

https://www.uschamberfoundation.org/case-study-shared-
services-alliances

https://www.uschamberfoundation.org/case-study-shared-services-alliances


보육관리서비스에는다음이

포함됩니다.

•온라인급여관리시스템
•회계서비스
•컴퓨터기반직원근무시간추적



급식서비스:

프로그램에서식사를제공하는급식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 
해당인보이스(종이또는전자형식)를보관해두십시오. 



교통:

프로그램에서교통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주유, 사업자
자동차보험, 차량유지비(예: 오일교환, 점검, 수리) 비용
영수증을보관해두십시오.

교통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관련인보이스나영수증을

파일로보관해두십시오. 



잡역또는청소서비스:

주기적으로프로그램장소를청소하고소독하기위해잡역

또는청소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 또는 COVID-19 확진자
발생후청소서비스를이용한경우, 관련영수증이나
인보이스를파일로보관해두십시오.



교육서비스:

이보조금을사용해 OCFS에서승인한교육서비스제공자를
프로그램에초대하고직원을교육하십시오.

프로그램에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외부기관의영수증이나

인보이스를모두보관해두십시오.



이보조금은다음경우와관련된비용에도

사용할수있습니다.
• 신규또는예비직원이나자원봉사자를등록하기위해
뉴욕주아동학대및괴롭힘중앙기록소(SCR) 온라인
승인시스템에요청제출

• 상담서비스
• 광고및마케팅서비스



보조금을받기위해영수증혹은인보이스를

제출하거나 OCFS로부터항목에대한사전
승인을받을필요는없지만, 지출내역은
기록해두어야합니다. 해당서면또는전자
기록은 5년이상보관해야합니다. 



보조금을프로그램개선이나 COVID-19로
인한공중보건응급상황에서의회복을

지원하는데사용했음을증명할수있도록

보조금지출내역을문서로기록해야합니다.



도움을받을수있는곳:
• 지역보육지원및위탁(CCR&R) 기관
• 등록기관
• 조합대표
• WHEDco
• 규제기관
• 유아기교육및훈련프로그램(ECETP)
• 뉴욕주중앙기록소(SCR)
• Tom Copeland
• 아동및성인보호급식프로그램(CACFP)
• 공유서비스제휴



8개카테고리각각에대한상세정보, 업데이트, 
동영상을확인하거나프런트지원을받으려면
안정화지원센터웹사이트를확인하십시오.

https://ocfs.ny.gov/childcare-stabilization/

https://ocfs.ny.gov/childcare-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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