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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안정화보조금



보조금사용가능항목:
• 보건및안전교육
• 약물투여관리교육(MAT)
• 알레르기및과민증교육
• CPR 및응급처치
• 의료서비스상담가
• 행동전문가
• 영유아전문가
• 아동및교실을지원하는추가직원



ECETP 보건안전및약물투여관리교육전문가가
지원하는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 FDC, GFDC, SACC 및 DCC 센터직원을위한 15시간
보건및안전교실

• 등록된법정면제책임자, SACC 및 DCC 책임자를
위한 15시간보건및안전교실

• 약물투여관리교육또는 MAT, 교실강좌또는자습
과정



이러한교육과관련된비용중에는보조금으로부담할수
있는비용이있습니다. 참여하는교육에대한영수증과
납부증빙자료를잘보관하십시오. 교육과정에요금이
추가되는여러세션이포함되어있는경우, 모든세션에
대한정보를받고보관하시기바랍니다.



2019년, 뉴욕내모든아동데이케어프로그램에식품
알레르기과민증예방및대응지침을따르도록요구하는
엘리야법(Elijah’s Law)이통과되었습니다. 

식품알레르기는병원환경외부에서발생하는과민증의
가장일반적인원인입니다. 과민증의다른원인에는벌레
물림, 개, 고양이, 약물, 라텍스등이있습니다. 



알레르기가있는아동은다증상알레르기반응인
과민증으로급속히발전할수있는경증및중증증상을
보일수있습니다. 과민증은개선을위한최선의기회를
확보하고, 생명을위협할가능성이있는심각한합병증을
예방할수있도록즉시조치되어야합니다.



이카테고리의보조금은식품알레르기과민증예방및
대응교육비용지급에도움을줄수있습니다.

OCFS는무료로이용할수있는짧은교육을개발
중입니다. 현재참여할수있는유료교육이
있습니다(Belay, 적십자, Code Ana). 이러한교육은
2020년 12월에발표된과민증정책에서지정한기한인
2021년 9월 15일까지프로그램계획을세우고해당
계획에따라직원을교육하는데도움이될수있습니다. 



규정에따라모든프로그램은 CPR 및응급처치
자격증이있는직원을 1명이상두어야합니다.

이보조금을더많은직원을교육하는데사용하는
게어떨까요? 이교육과기술은생명을구하는데
사용되며예비가족과공유하기에좋은부가적인
기능이기도합니다.



이카테고리는 CPR 및응급처치교육과관련된
모든비용에적용됩니다. 참고로, 보건안전및MAT 
교육과마찬가지로참여하는교육과관련된영수증
및납부증빙자료를잘보관해두십시오. 교육
과정에포함된여러세션각각에요금이추가되는
경우, 모든세션에대한정보를받고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및안전분야의추가전문가개발교육에는
다음이포함되며이에국한되지않습니다.
• 전염병의예방과관리
• 영아돌연사증후군의예방및안전한수면습관
• 건물및물리적공간안전
• 흔들린아기증후군과학대에의한두뇌외상의예방
• 아동학대및괴롭힘의인지와예방



보건및안전분야의추가전문가개발교육에는
다음이포함되며이에국한되지않습니다.
• 자연재해또는인재사고에의한긴급상황대응계획
• 위험물질의취급과보관, 생물학적오염물질의올바른폐기
• 아동이동시적절한예방조치
• 아동학대및방치의인지와신고
• 식품안전(예방조치및보관방법포함) 
• 아동신체활동량증대교육(예: 뉴욕주신체활동및
영양(State Physical Activity and Nutrition, SPAN)



SPAN 마스터트레이너는신체활동및영양모범
사례에대한교육과기술지원을보육프로그램에
직접제공합니다. 

상세정보문의: 
SPANearlycare@health.ny.gov
518-408-5142

mailto:SPANearlycare@health.ny.gov


보조금을받기위해영수증혹은인보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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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을프로그램개선이나 COVID-19로
인한공중보건응급상황에서의회복을

지원하는데사용했음을증명할수있도록

보조금지출내역을문서로기록해야합니다.



도움을받을수있는곳:
• 규제기관
• 지역보육지원및위탁(CCR&R) 기관
• 등록기관
• 조합대표
• WHEDco
• 유아기교육및훈련프로그램(ECETP)
• 의료서비스상담가
• 엘리야법(Elijah’s Law)
• Belay
• Code Ana
• 미국적십자
•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 SPAN 프로그램



8개카테고리각각에대한상세정보, 업데이트, 
동영상을확인하거나프런트지원을받으려면
안정화지원센터웹사이트를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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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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