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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프로그램 귀하: 

 

출석 기록은 자녀 보육 보조금 제공자로서 귀하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동복지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 ACS)은 간편하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절차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출석 제출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사항 

• 시간제 출석: 출석은 더 이상 종일 또는 반나절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 법 및 뉴욕 주 아동 및 가족 복지국(Office of Children & 

Family Services, OCFS)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귀하는 아동이 

프로그램에 방문해서 떠날 때까지의 시간으로 출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시스템: 서면 출석부 또는 전화 대신, 귀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기기를 통해 웹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출석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아동 보육 시간 및 출석(Child Care 

Time & Attendance, CCTA)라고 합니다.  

 

장점 

• 문서 업무 불필요: 출석 기록을 문서로 제출하지 않고도 인쇄 및 

우편 발송 없이 전자시스템으로 출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급: 온라인 시스템은 출석 기록의 

오류를 줄이고, 수정할 오류가 감소하므로 지급을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 ACS에서 중단을 알릴 때까지 서면 출석부를 계속 제출하거나 

전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기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iPad 같은 태블릿, 컴퓨터 또는 노트북 등이 가능합니다.  

• ACS는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 ACS의 시스템 시험을 위하여 일부 제공자 및 프로그램에 

연락이 갈 것입니다.  

  

 

 

 
 

 
David A. Hansell 

국장 

 

Lorelei A. Vargas, MPP, MA 

부국장  

아동 보육 및 교육 

 

66 John Street/8th Floor 

New York, New York 10038 

 

www.nyc.gov/acs 

 

 

 

http://www.nyc.gov/acs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 대부분 제공자 및 프로그램의 경우, 2018년부터 신규 CCTA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 소규모 지급기관 및 프로그램의 경우, 2017년 가을부터 시범 프로그램으로서 신규 

CCTA 시스템을 시행할 것입니다. 

• 귀하께서 시범 프로그램에 적합할 경우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ACS는 관련 교육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교육 날짜는 차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인터넷 접속망을 갖추지 못하거나 장애 또는 종교적 규율 등의 이유로 온라인으로 

출석을 제출할 수 없는 제공자 및 프로그램은 계속 서면 또는 전화로 출석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하기  

 

• ACS는 CCTA에 정기적으로 귀하를 업데이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업데이트 및 답변은 www.nyc.gov/acs/ccta를 참고하십시오. 향후 교육 정보 및 기타 

자료는 CCTA 웹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다음 링크에서 최신 연락처를 확인하십시오. 

(https://www.surveymonkey.com/r/ProviderDetail) 

 

• ACS는 귀하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시간제 출석 기록을 전송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문의사항은 ccta@acs.nyc.gov 또는 콜센터  

1-212-835-7610번으로 연락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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