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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 in NY Child Care” 적격 경비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적격 경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에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은 보조금 기금이 보육 시설을 지원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기록해야 하며 감사를 대비해 모든 

영수증에 대한 서면 또는 전자 기록을 최소 6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역 (Child Care Resource & Referral, CCR&R) 기관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보육 제공자에게는 무료로 교육 

및 안내가 제공되어 제공자가 사용 가능한 경비와 이를 문서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이 

제공되는 모든 자료를 전부 열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제공자가 경비의 허용 여부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경우 

CCR&R 또는 OCFS에 문의해야 합니다. 

 

비용 허용되는 경비의 유형 예시 

 
 
 
 

 

급여 및 인사 

 급여 

 급여세 및 부가 혜택 

 퇴직금 및 기여금 

 유급 병가 또는 가족 휴가  

 전문 개발, 교육 및 연수 비용 

 모집 비용 

 고용유지 보너스 

• 직원 급여  

• 보조금 지급 기간 동안의 급여 인상 

• 교육 완료 후 또는 직원이 몇 주/몇 

달 동안 근무한 후 지급된 고용 

보너스  

• COVID-19 백신 또는 부스터 접종 

지원 

• OCFS 승인 장학금 및 교육에 대한 

정보는 

http://ocfs.state.ny.us/programs/chi

ldcare/training/ 및 유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https://www.ecetp.pdp.albany.edu/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임대료 또는 융자금  

• 제공자 비용 할당 방법론에 따른 임대료 또는 모기지 비용 

 

 

사업 부대비용  

 
 
 
 

• 난방 

• 전기 

• 전화   

• 인터넷 서비스 
재택 제공자의 경우 비용은 비용 할당 방법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http://ocfs.state.ny.us/programs/childcare/training/
http://ocfs.state.ny.us/programs/childcare/training/
https://www.ecetp.pdp.albany.edu/
https://www.ecetp.pdp.albany.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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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지 관리 및 개선* 

 

*기금을 구조 변경, 바닥 면적을 

늘리기 위한 시설 확장 또는 

시설의 대규모 변경과 같은 건설 

또는 대규모 레노베이션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소규모 

레노베이션:  

• 어린이와 가족을 환영한다는 

느낌을 주는 환경을조성하기 

위한 레노베이션  

• 적절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 위한 

레노베이션 

• 보육 프로그램을 장애가 있는 

아동과 가정이 접근할 수 

있도록하여 이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레노베이션 

• 보육 프로그램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레노베이션 

• 시설 표지판 

• 내구성 있는 세척 가능한 페인트로 

방을 페인팅  

• 추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무부하 벽을 

제거-  

• 놀이터 조성 또는 업그레이드  

• 난간, 경사로 또는 자동문 설치 

• 카펫 대신 리놀륨이나 청소가 쉬운 

다른 바닥재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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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유형: 

 

허용 경비의 유형 예시 

 

 

물품 

•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음식  

• 놀이와 학습을 위한 장비 및 재료 

• 기저귀 및 배변 관련 물건 

• 안전한 수면을 위한 물건  

• 식품 (Groceries) 

• 책, 크레용, 공예 재료 

• 기저귀 및 물티슈 

• 배변 훈련 용품 

• 아기 침대 

 

 

서비스 

• 트레이너  

• 보육 관리 서비스 

• 사업 자동화 교육 및 지원 서비스 

• 급식 서비스 

• 잡역 또는 청소 서비스 

• 세금 및 장부관리 서비스 

• 심폐소생술/응급처치 수업 

• 온라인 급여 관리 시스템 

• 회계 서비스 

• 음식 배달 서비스 

• COVID 관련 청소 서비스 

 

 
수수료 

 

• 아동 학대 및 학대에 대한 주 전체 

중앙 등록부(Statewide Central 

Register for Child Abuse and 

Maltreatment, SCR) 온라인 통관 

시스템 요청과 관련된 비용 

• 직원 모집 

• 직원 지문 및 신원 확인  

• 광고 및 마케팅 서비스 

 
장비 및 용품 

• 실내/실외 장비 및 물품 

• 데이터를 수집하고 주요 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기술 업그레이드 

• 사무기기 및 용품 

• 놀이터 울타리 설치 또는 수리 

• 야외 놀이 용품 

• 놀이기구 아래 지면 시공 

• 스캐너 

• 프린트 

•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 저장 컨테이너/선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