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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비상 상황에서 지불금 받는 방법 

(2020 년 4 월 22 일) 

 

본 지침은 뉴욕시 보육 바우처(NYC Child Care Vouchers)로 비용을 지불한 가족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보육 바우처 지불은 계속 처리되고 있습니다. 적시에 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을 확인하십시오. 

 

https://www1.nyc.gov/site/acs/about/covid19.page 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아동서비스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 ACS) 웹사이트의 업데이트 및 새로운 공지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1. Q) 저는 센터 기반 그룹 일일 양육(Group Day Care, GDC) 프로그램 또는 법적 면제 일일 양육(Legally-Exempt 

Group Day Care Program, LE GDC)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달 내내 폐관하여 보육 서비스 제공 

중인 어떤 아동의 출석 기록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출석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까? 

 

A) 이번 달 내내 폐관했다고 하더라도 ACS1 출석 양식을 제출하고 양식 하단 어디든 전 세계적인 COVID-19 

유행병으로 이번 달 내내 폐관했음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2. Q) 저는 센터 기반 GDC 프로그램 또는 LE GDC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ACS1 출석 양식을 서면으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불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ACS 는 계속해서 ACS1 양식을 파일 상의 주소로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파일에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COVID-19 비상 상황 중에는 ACS1 양식을 이메일로도 발송해드립니다. 서면으로 ACS1 출석 양식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우편 발송된 ACS1 양식을 작성하거나 이메일로 발송된 ACS1 양식을 인쇄하여 작성합니다.  

2. 작성한 ACS1 양식을 스캔하여 이메일(ACS1submission@acs.nyc.gov)로 첨부하여 전송합니다.  

3. 작성한 ACS1 양식의 원본은 ACS 보육 바우처 지불 부서(Child Care Voucher Payment Unit)의 주소인 

150 William Street, 9th floor, New York, NY 10038 로 우편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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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ACS1 양식을 어떻게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까? 

 

A) 기존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ACS 아동 및 가족 웰빙 콜 센터(Child and Family Well-Being Call 

Center)에 1 (212) 835-7610 번으로 전화하고 #자를 눌러 바우처 지불 부서로 연결하여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ACS1 양식의 PDF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Q) 저는 최대 16 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허가 받은 그룹 가족 일일 양육(Group Family Day Care, GFDC) 

제공자 또는 최대 8 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등록된 가족 일일 양육(Family Day Care, FDC) 제공자 또는 법적 

면제(비공식/가정 보육) 제공자입니다. 지불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ACS 는 계속해서 ACS1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지만, GFDC, FDC 또는 비공식/가정 보육 제공자는 보육 

자동 전화 시스템(Child Care Automated Phone System, CAPS)를 통해 출석을 입력하십시오. CAPS 를 

사용하면 더 빨리 바우처를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 달이 끝난 후 1 (800) 692-0699 번으로 

전화하여 출석 기록을 보고하십시오. 

 

5. Q) 지불금은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습니까? 

 

A) GFDC, FDC 및 비공식 제공자는 CAPS 를 통해 출석 기록을 보고받은 후 영업일 기준 7 일에서 10 일 이내에 

지불받게 됩니다. 서면 ACS1 양식을 제출한 규모가 더 큰 GDC 또는 LE GDC 프로그램의 경우 작성한 ACS1 

양식을 이메일(ACS1submission@acs.nyc.gov)로 제출한 시점부터 영업일 기준 최대 15 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불금은 선택한 지불 방식에 따라 계좌 입금 또는 지불 카드로 받게 됩니다. 

 

6. Q) 신규 제공자일 경우 지불금을 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양식이 또 있습니까? 

 

A) 예. 신규 또는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기존 제공자일 경우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1) 

계좌 입금 또는 지불 카드의 지불 방식 신청서, 2) 국세청(IRS) W-9 양식, 및 3) YMS 조건 서한을 

작성하십시오.  

 

1. www.childcarepaymentportal.com 을 방문하여 등록하고 계좌 입금 또는 지불 카드의 지불 방식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2. 양식을 완전히 작성하고 양식에 기재된 주소로 제출합니다. 

3. ACS 바우처 지불 부서에 1 (212) 835-7610 번으로 전화해 #자를 눌러 IRS W-9 양식과 조건 서한을 

요청하십시오. 양식을 모두 작성하고 각 양식에 기재된 지침에 따라 제출해야 보육 바우처를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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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ACS 바우처 지불 부서에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IRS W-9 양식, 조건 서한, 및 등록 문제가 연관되지 않은 지불 관련 질문은 ACS 아동 및 가족 웰빙 콜센터에 

1 (212) 835-7610 번으로 전화해 #자를 눌러 바우처 지불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8. Q) 내 지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육 등록 및 자격 문제 관련하여 ACS 아동 및 가족 웰빙 부서에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등록 및 자격 문제 관련 문의는 다음을 따르십시오. 

1. ACS 아동 및 가족 웰빙 콜 센터에 1 (212) 835-7610 번으로 전화합니다. 

2. 녹음된 메시지를 듣고 귀하의 보육 관련 문제에 적용되는 지시를 따르거나 

CFWBsupportservices@acs.nyc.gov 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3. 아동 및 가족 웰빙 서비스는 보육 서비스 등록 및 자격 문제 관련 문의를 이메일 또는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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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허가를 받고 아동 16명 이하를 보육하는 집단 가족 보육(Group Family Day Care, GFDC) 기관과 등록 후 아동 

8명 이하를 보육하는 가족 보육(Family Day Care, FDC)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14일자 Q & A에 

명시한 지급액 수령 지침을 본 부칙에서 확대하여 전면 폐쇄 시 출석 현황을 정확히 보고해야 하는 지침을 

추가했습니다.   
  

CAPS를 이용해 출석 현황을 보고하는 외에도 GFDC와 FDC만 CAPS에 출석 일수(예: 4월의 경우, 0부터 

22일)를 정확히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재원(enrolled) 중임에도 COVID-19 때문에 해당 월에 전혀 출석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0”일이라고 입력해야 합니다. 퇴원한 아동이 아닌 한 출석 일수를 빈 칸으로 놔 

두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