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프로그램에 대한 문자 및 이메일 
업데이트 수신을	신청합니다.	

•		새로운 점검 보고서에 관한 내용 또는 
거주 지역 내 새로 허가된 프로그램 
개설에 대해 대한	공지를 확인합니다.	

•		시 전역에 있는 보육 프로그램을	검색해 
비교합니다.

•		보육 서비스 제공자가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nyc.gov를 방문해서 지금 바로		
NYC Child Care Connect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등록 전에 한 번 더 시설을 
방문하십시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아이가 이곳에서 학습하며 만족해할까? 

 내가 아이를 편한 마음으로 맡길 수 있을까? 

 내가 이곳의 보육비를 부담할 수 있을까?  

자세한 정보

•		자녀가	4세인 경우	nyc.gov/PreK에서	
모든 어린이를 위한 유아원(Pre-K for All)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보육 보조금 수혜 자격 여부를 확인하 
려면	31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nyc.gov/acs를 방문하십시오.		

•		재택 기반 보육 또는 학령기 보육 같은 
주 정부 규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ocfs.ny.gov를 방문하십시오.

다른 언어로 본 책자를 받으시려면 31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nyc.gov를 방문하십시오. 

안전하지 않거나, 건강에 유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시설물을 

신고하려면 311번으로 전화해서 보육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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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에서 보육 
서비스 선택하기 

학부모 확인 사항

(뉴욕시 보육 서비스 소개)

Korean

nyc.gov


안전하고 적절한 보육 시설 선택 방법 
좋은 보육은 베이비시팅 이상입니다. 좋은 보육은 
아이들이 충분한 자극과 보살핌을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놀고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뉴욕시 정부는 보육 시설을 인가, 규제 및 점검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본 소책자를 활용하여 보육 정보를 검색하고 해당 
법규 요건을 파악하는 데 본 책자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갖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가능하면 최소	3개월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		친척, 친구, 이웃에게 추천하는 시설이나 피해야 
할 시설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31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nyc.gov/health/childcare
에 접속해서 거주 지역 내 인가 시설을 파악하고 
점검 결과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 가능한 보육 옵션(집단 보육, 재택 기반 
보육, 학교 기반 및 학령기 프로그램과 여름 
캠프)을 비교해 보십시오.

직접 살펴보십시오.  

모든 시설을 방문하십시오.	

	 •		직원들이 따뜻하고 친절합니까?	애정을 갖고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건네며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귀를 기울입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아이들을 붙잡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아이들을 잘 보살핍니까?	

	 •	어린이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		어린이들이 실내외에서 항상 감독을 받고 
있습니까?	

	 •		어린이들의 계발 및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장난감과 도구(블록, 퍼즐, 책, 점토, 악기)	및 
활동이 풍부합니까?

질문하십시오. 

	 •	어떤 언어가 사용됩니까?	

	 •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주말에 도 운영하나요?	

	 •		언제든 방문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예"여야 
합니다!) 

	 •	기저귀 또는 기타 소모품을 가지고 와야 합니까?	

	 •		비용은 얼마입니까?	저소득층 가정은 무료 또는 
저렴한 보육비 혜택이나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격 여부 확인은 311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시설은 적절한 인증과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뉴욕시 보건국(New	York	City	Health	Department)
과 뉴욕주 아동 및 가족 복지국(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은 대부분의 
보육 시설을 규제합니다. 보건국은 뉴욕시 시설을 
점검하고 허가증, 인가증,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보육 서비스 제공자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벽에 현행 인가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		보육 센터는 소방국(Fire	Department)	및 건축국
(Buildings	Department)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어린이들과 함께 있으려면 신원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		18세 이상인 모든 프로그램 직원, 자원 봉사자와 
재택 기반 서비스의 가족 구성원은 범죄 및 아동 
학대/부당취급 신원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들을 실어나르거나 보육 센터 또는 
계약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신원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		직원들은 의료 제공자를 통해 신체가 건강함을 
인증받아야 하며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 규정상 모든 보육 시설은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여러 개의 출구가 있으며 비상 대피 계획을 
갖춥니다.	

	 •		비누와 종이 수건이 비치된 적절한 화장실과 
싱크대 시설을 갖춥니다.	

	 •		어린이들이 있을 수 있는 장소의 경우 
라디에이터와 파이프를 가립니다. 휴대용 
난방기는 해당 장소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창문 보호대를 설치합니다.	

	 •		어린이들이 수영장이나 기타 물이 있는 곳에서 
수영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방벽을 설치합니다.		
(어린이가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부모가 서면 
허가해야 합니다.)  

	 •		통화 가능한 전화를 갖추고 응급 전화번호를 
게시합니다.		

	 •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뉴욕주 교통국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육 대상 어린이들을 
실어나르기 위해 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아를 돌보는 모든 프로그램은 규정에 따라 
다음을 포함해 안전한 수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유아를 똑바로 눕혀 자는 동안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의 승인을 받은 
유아용 침대 및 요람만을 사용합니다.	

	 •		의료적으로 처방된 경우가 아니면 수면 장소에 
범퍼 패드, 장난감, 무거운 담요, 베개 또는 
유아용 포지셔너가 없어야 합니다.	

	 •	카시트 사용을 금지합니다.	

보건 규정에서는 모든 시설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  등록된 어린이가 종합 신체검사 및 모든 필수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승인된 건강 관리 플랜을 갖춥니다.	

	 •		어린이에게 약물(일반 의약품 연고 이외)을 
제공하려면 승인을 받습니다.	

	 •		필요한 경우,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	구급상자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합니다.

	 •  보육 시설 운영 시간 동안 직원의 흡연 또는 
알콜이나 약물 사용을 금지합니다.	

	 •		시설에는 심폐소생술(C.P.R.)	인증을 받은 보육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		어린이가 보육 시설에 있는 동안 아프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부모에게 알립니다.

http://nyc.gov/health/childcare


안전하고 적절한 보육 시설 선택 방법 
좋은 보육은 베이비시팅 이상입니다. 좋은 보육은 
아이들이 충분한 자극과 보살핌을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놀고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뉴욕시 정부는 보육 시설을 인가, 규제 및 점검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본 소책자를 활용하여 보육 정보를 검색하고 해당 
법규 요건을 파악하는 데 본 책자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갖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가능하면 최소	3개월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		친척, 친구, 이웃에게 추천하는 시설이나 피해야 
할 시설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31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nyc.gov/health/childcare
에 접속해서 거주 지역 내 인가 시설을 파악하고 
점검 결과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 가능한 보육 옵션(집단 보육, 재택 기반 
보육, 학교 기반 및 학령기 프로그램과 여름 
캠프)을 비교해 보십시오.

직접 살펴보십시오.  

모든 시설을 방문하십시오.	

	 •		직원들이 따뜻하고 친절합니까?	애정을 갖고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건네며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귀를 기울입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아이들을 붙잡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아이들을 잘 보살핍니까?	

	 •	어린이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		어린이들이 실내외에서 항상 감독을 받고 
있습니까?	

	 •		어린이들의 계발 및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장난감과 도구(블록, 퍼즐, 책, 점토, 악기)	및 
활동이 풍부합니까?

질문하십시오. 

	 •	어떤 언어가 사용됩니까?	

	 •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주말에 도 운영하나요?	

	 •		언제든 방문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예"여야 
합니다!) 

	 •	기저귀 또는 기타 소모품을 가지고 와야 합니까?	

	 •		비용은 얼마입니까?	저소득층 가정은 무료 또는 
저렴한 보육비 혜택이나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격 여부 확인은 311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시설은 적절한 인증과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뉴욕시 보건국(New	York	City	Health	Department)
과 뉴욕주 아동 및 가족 복지국(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은 대부분의 
보육 시설을 규제합니다. 보건국은 뉴욕시 시설을 
점검하고 허가증, 인가증,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보육 서비스 제공자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벽에 현행 인가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		보육 센터는 소방국(Fire	Department)	및 건축국
(Buildings	Department)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어린이들과 함께 있으려면 신원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		18세 이상인 모든 프로그램 직원, 자원 봉사자와 
재택 기반 서비스의 가족 구성원은 범죄 및 아동 
학대/부당취급 신원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들을 실어나르거나 보육 센터 또는 
계약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신원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		직원들은 의료 제공자를 통해 신체가 건강함을 
인증받아야 하며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 규정상 모든 보육 시설은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여러 개의 출구가 있으며 비상 대피 계획을 
갖춥니다.	

	 •		비누와 종이 수건이 비치된 적절한 화장실과 
싱크대 시설을 갖춥니다.	

	 •		어린이들이 있을 수 있는 장소의 경우 
라디에이터와 파이프를 가립니다. 휴대용 
난방기는 해당 장소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창문 보호대를 설치합니다.	

	 •		어린이들이 수영장이나 기타 물이 있는 곳에서 
수영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방벽을 설치합니다.		
(어린이가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부모가 서면 
허가해야 합니다.)  

	 •		통화 가능한 전화를 갖추고 응급 전화번호를 
게시합니다.		

	 •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뉴욕주 교통국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육 대상 어린이들을 
실어나르기 위해 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아를 돌보는 모든 프로그램은 규정에 따라 
다음을 포함해 안전한 수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유아를 똑바로 눕혀 자는 동안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의 승인을 받은 
유아용 침대 및 요람만을 사용합니다.	

	 •		의료적으로 처방된 경우가 아니면 수면 장소에 
범퍼 패드, 장난감, 무거운 담요, 베개 또는 
유아용 포지셔너가 없어야 합니다.	

	 •	카시트 사용을 금지합니다.	

보건 규정에서는 모든 시설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  등록된 어린이가 종합 신체검사 및 모든 필수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승인된 건강 관리 플랜을 갖춥니다.	

	 •		어린이에게 약물(일반 의약품 연고 이외)을 
제공하려면 승인을 받습니다.	

	 •		필요한 경우,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	구급상자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합니다.

	 •  보육 시설 운영 시간 동안 직원의 흡연 또는 
알콜이나 약물 사용을 금지합니다.	

	 •		시설에는 심폐소생술(C.P.R.)	인증을 받은 보육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		어린이가 보육 시설에 있는 동안 아프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부모에게 알립니다.



안전하고 적절한 보육 시설 선택 방법 
좋은 보육은 베이비시팅 이상입니다. 좋은 보육은 
아이들이 충분한 자극과 보살핌을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놀고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뉴욕시 정부는 보육 시설을 인가, 규제 및 점검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본 소책자를 활용하여 보육 정보를 검색하고 해당 
법규 요건을 파악하는 데 본 책자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갖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가능하면 최소	3개월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		친척, 친구, 이웃에게 추천하는 시설이나 피해야 
할 시설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31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nyc.gov/health/childcare
에 접속해서 거주 지역 내 인가 시설을 파악하고 
점검 결과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 가능한 보육 옵션(집단 보육, 재택 기반 
보육, 학교 기반 및 학령기 프로그램과 여름 
캠프)을 비교해 보십시오.

직접 살펴보십시오.  

모든 시설을 방문하십시오.	

	 •		직원들이 따뜻하고 친절합니까?	애정을 갖고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건네며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귀를 기울입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아이들을 붙잡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아이들을 잘 보살핍니까?	

	 •	어린이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		어린이들이 실내외에서 항상 감독을 받고 
있습니까?	

	 •		어린이들의 계발 및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장난감과 도구(블록, 퍼즐, 책, 점토, 악기)	및 
활동이 풍부합니까?

질문하십시오. 

	 •	어떤 언어가 사용됩니까?	

	 •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주말에 도 운영하나요?	

	 •		언제든 방문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예"여야 
합니다!) 

	 •	기저귀 또는 기타 소모품을 가지고 와야 합니까?	

	 •		비용은 얼마입니까?	저소득층 가정은 무료 또는 
저렴한 보육비 혜택이나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격 여부 확인은 311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시설은 적절한 인증과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뉴욕시 보건국(New	York	City	Health	Department)
과 뉴욕주 아동 및 가족 복지국(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은 대부분의 
보육 시설을 규제합니다. 보건국은 뉴욕시 시설을 
점검하고 허가증, 인가증,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보육 서비스 제공자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벽에 현행 인가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		보육 센터는 소방국(Fire	Department)	및 건축국
(Buildings	Department)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어린이들과 함께 있으려면 신원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		18세 이상인 모든 프로그램 직원, 자원 봉사자와 
재택 기반 서비스의 가족 구성원은 범죄 및 아동 
학대/부당취급 신원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들을 실어나르거나 보육 센터 또는 
계약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신원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		직원들은 의료 제공자를 통해 신체가 건강함을 
인증받아야 하며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 규정상 모든 보육 시설은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여러 개의 출구가 있으며 비상 대피 계획을 
갖춥니다.	

	 •		비누와 종이 수건이 비치된 적절한 화장실과 
싱크대 시설을 갖춥니다.	

	 •		어린이들이 있을 수 있는 장소의 경우 
라디에이터와 파이프를 가립니다. 휴대용 
난방기는 해당 장소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창문 보호대를 설치합니다.	

	 •		어린이들이 수영장이나 기타 물이 있는 곳에서 
수영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방벽을 설치합니다.		
(어린이가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부모가 서면 
허가해야 합니다.)  

	 •		통화 가능한 전화를 갖추고 응급 전화번호를 
게시합니다.		

	 •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뉴욕주 교통국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육 대상 어린이들을 
실어나르기 위해 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아를 돌보는 모든 프로그램은 규정에 따라 
다음을 포함해 안전한 수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유아를 똑바로 눕혀 자는 동안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의 승인을 받은 
유아용 침대 및 요람만을 사용합니다.	

	 •		의료적으로 처방된 경우가 아니면 수면 장소에 
범퍼 패드, 장난감, 무거운 담요, 베개 또는 
유아용 포지셔너가 없어야 합니다.	

	 •	카시트 사용을 금지합니다.	

보건 규정에서는 모든 시설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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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된 건강 관리 플랜을 갖춥니다.	

	 •		어린이에게 약물(일반 의약품 연고 이외)을 
제공하려면 승인을 받습니다.	

	 •		필요한 경우,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	구급상자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합니다.

	 •  보육 시설 운영 시간 동안 직원의 흡연 또는 
알콜이나 약물 사용을 금지합니다.	

	 •		시설에는 심폐소생술(C.P.R.)	인증을 받은 보육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		어린이가 보육 시설에 있는 동안 아프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부모에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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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가 보육 시설에 있는 동안 아프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부모에게 알립니다.

nyc.gov/health/childcare


•		프로그램에 대한 문자 및 이메일 
업데이트 수신을	신청합니다.	

•		새로운 점검 보고서에 관한 내용 또는 
거주 지역 내 새로 허가된 프로그램 
개설에 대해 대한	공지를 확인합니다.	

•		시 전역에 있는 보육 프로그램을	검색해 
비교합니다.

•		보육 서비스 제공자가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nyc.gov를 방문해서 지금 바로		
NYC Child Care Connect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등록 전에 한 번 더 시설을 
방문하십시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아이가 이곳에서 학습하며 만족해할까? 

 내가 아이를 편한 마음으로 맡길 수 있을까? 

 내가 이곳의 보육비를 부담할 수 있을까?  

자세한 정보

•		자녀가	4세인 경우	nyc.gov/PreK에서	
모든 어린이를 위한 유아원(Pre-K for All)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보육 보조금 수혜 자격 여부를 확인하 
려면	31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nyc.gov/acs를 방문하십시오.		

•		재택 기반 보육 또는 학령기 보육 같은 
주 정부 규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ocfs.ny.gov를 방문하십시오.

다른 언어로 본 책자를 받으시려면 31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nyc.gov를 방문하십시오. 

안전하지 않거나, 건강에 유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시설물을 

신고하려면 311번으로 전화해서 보육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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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에 대한 문자 및 이메일 
업데이트 수신을	신청합니다.	

•		새로운 점검 보고서에 관한 내용 또는 
거주 지역 내 새로 허가된 프로그램 
개설에 대해 대한	공지를 확인합니다.	

•		시 전역에 있는 보육 프로그램을	검색해 
비교합니다.

•		보육 서비스 제공자가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nyc.gov를 방문해서 지금 바로		
NYC Child Care Connect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등록 전에 한 번 더 시설을 
방문하십시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아이가 이곳에서 학습하며 만족해할까? 

 내가 아이를 편한 마음으로 맡길 수 있을까? 

 내가 이곳의 보육비를 부담할 수 있을까?  

자세한 정보

•		자녀가	4세인 경우	nyc.gov/PreK에서	
모든 어린이를 위한 유아원(Pre-K for All)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보육 보조금 수혜 자격 여부를 확인하 
려면	31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nyc.gov/acs를 방문하십시오.		

•		재택 기반 보육 또는 학령기 보육 같은 
주 정부 규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ocfs.ny.gov를 방문하십시오.

다른 언어로 본 책자를 받으시려면 31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nyc.gov를 방문하십시오. 

안전하지 않거나, 건강에 유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시설물을 

신고하려면 311번으로 전화해서 보육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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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에 대한 문자 및 이메일 
업데이트 수신을 신청합니다.	

•	새로운 점검 보고서에 관한 내용 또는 
거주 지역 내 새로 허가된 프로그램 
개설에 대해 대한 공지를 확인합니다.	

•	시 전역에 있는 보육 프로그램을 검색해 
비교합니다.

•	보육 서비스 제공자가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nyc.gov를 방문해서 지금 바로
NYC Child Care Connect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등록 전에 한 번 더 시설을 
방문하십시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아이가 이곳에서 학습하며 만족해할까?

 내가 아이를 편한 마음으로 맡길 수 있을까? 

 내가 이곳의 보육비를 부담할 수 있을까?  

자세한 정보

•	자녀가 4세인 경우 nyc.gov/PreK에서
모든 어린이를 위한 유아원(Pre-K for All)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보육 보조금 수혜 자격 여부를 확인하 
려면 31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nyc.gov/acs를 방문하십시오.	

•	재택 기반 보육 또는 학령기 보육 같은 
주 정부 규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ocfs.ny.gov를 방문하십시오.

다른 언어로 본 책자를 받으시려면 31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nyc.gov를 방문하십시오. 

안전하지 않거나, 건강에 유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시설물을 

신고하려면 311번으로 전화해서 보육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
H
S3

05
00

01
	-
	0
5.
15

		

뉴욕시에서 보육 
서비스 선택하기 

학부모 확인 사항

(뉴욕시 보육 서비스 소개)

Korean

http://nyc.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