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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보육 제공 기관이 알아야 할 사항 
 
교내 보육 제공 기관이란 학교 내에 있거나 학교에 부속되어 3세에서 5세 사이의 
어린이를 교육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교내 보육 기관은 뉴욕시 보건법(New York City Health 
Code) 제 43조, 뉴욕주 교육법(New York State Education Law) 및 뉴욕시 화재 및 건축 법규 
(New York City Fire and Building Codes)의 규제를 받습니다. 뉴욕시 보건부(New York City 
Health Department)는 매년 교내 보육 기관을 조사하여 해당 기관의 보건법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고 통지서 
3세에서 5세 사이의 어린이에게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설립할 때, 온라인으로 
신고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신고 통지서가 보건부에 접수되면, 이후 귀하는 신고 증명서를 발급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 이 증명서에 관한 내용변경 요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 교장 또는 교육 감독자가 바뀐 경우 
• 기존의 신고 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조사 전 

• 교내 모든 아이들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의료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교직원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o 지문 
o 범죄 기록 검토서 
o 직원 대상 에피네프린 자동 투여기 교육: 아나필락시 쇼크를 인지하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도록 훈련 받은 직원이 늘 현장에 최소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표에 기재된 기타 필수 트레이닝을 참조하십시오. 

• 학교는 에피네프린 자동 투여기를 두 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제 43조에 규정된 학생-직원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 식당, 교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깨끗이 관리해야 합니다. 
• 교내에서 음식을 조리한다면 식재료 보관, 음식 조리 및 제공에 있어 보건법 제 

81조를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o 유효한 식당 설립 허가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o 온장 및 냉장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수유지해야 합니다. 
o 승인된 판매처에서 식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o 교내에는 식품 보호 자격증 (Food Protection Certificate)을 보유한 식당 
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about/healthcode/health-code-article43.pdf
https://www1.nyc.gov/nycbusiness/description/school-based-child-care-provider-registration-notice-of-filing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school/medical-requirements.pdf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dc/epi-pen-faqs.pdf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about/healthcode/health-code-article43.pdf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about/healthcode/health-code-article81.pdf
http://www1.nyc.gov/site/doh/business/food-operators/training.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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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꼭지 및 식수대에서 나오는 모든 식수에서 높은 수준의 납이 검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십시오. 

o 신고 통지서 제출 후 60일 이내에 보건부 공인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교내 
모든 식수를 검사합니다. 

o 어느 한 검사 결과에서 15ppb(십억분율)이상이 나올 경우, 교정조치 
계획서(Corrective Action Plan)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 받아 교정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o 수도꼭지 및 식수대에서 나오는 수도를 매 5년 마다 재검사합니다. 
o 프로토콜 또는 교정 조치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646-632-

6100번으로 보육국 (Bureau of Child Care)에 전화해주십시오. 
• 교내에 납성분 페인트가 벗겨져 있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납물질이 함유된 페인트가 벗겨져 있을 시, 이는 납성분 페인트로 간주됩니다. 

 
조사 후 
보건부 조사 후 조사관이 적발된 모든 위반 사항 및 교정 조치 기한이 기재된 전자 
보고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준수 검열이 필요할 시 조사관이 추가적으로 학교를 방문할 
것입니다. 보건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 기재된 위반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교육 및 전문가 양성 
 
Aspire Registry 는 유아 전문가를 지원하는 뉴욕시의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Aspire 
Registry를 통해 직원은 교육 및 기타 전문가 양성 활동 기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수 교육 목록입니다. 아래의 첫 번째 표에는 공인 받은 강사(모든 강사가 공인된 
강사는 아님)를 통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교육 이수 증명서는 
현재에 유효한 증명서여야 하며 Aspire Registry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교육 주제 교육 대상 강사 정보 

알레르기 반응  모든 교직원 
전문개발프로그램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PDP) 유아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과정: 건강 및 안전에 관한 E-러닝 기초 

 
에피네프린 자동 
투여기 
 
 

아나필락시 자동 
투여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 받은 
직원이 항시 교내에 
최소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Code Ana 프로그램: 434-924-5310 
• 미국 적십자 아나필락시스 및 에피네프린 자동 
투여기: 800-733-2767 

• PDP 약물 관리 교육: 518-442-6575 
과정: 검색창에 “stock epinephrine auto-

injectors”를 입력하여 “Emergency Medication 
Administration Overview INCLUDING Stock 
Epinephrine Auto-Injectors”라는 제목의 교육을 
검색해주세요. 

https://nyworksforchildren.org/
https://www.ecetp.pdp.albany.edu/findtraining.aspx?Prog=EL
https://www.ecetp.pdp.albany.edu/findtraining.aspx?Prog=EL
https://codeana.org/epinephrine-training-program/
https://www.redcross.org/take-a-class/classes/anaphylaxis-and-epinephrine-auto-injector---online-course/02512108.html?%20-%20cgid=first-aid&zip=brooklyn%2C%2Bny&latitude=40.6781784&longitude=-73.9441579&zipcode=&searchtype=class&start=1&viewratings=true
https://www.redcross.org/take-a-class/classes/anaphylaxis-and-epinephrine-auto-injector---online-course/02512108.html?%20-%20cgid=first-aid&zip=brooklyn%2C%2Bny&latitude=40.6781784&longitude=-73.9441579&zipcode=&searchtype=class&start=1&viewratings=true
https://www.ecetp.pdp.albany.edu/FindTraining.aspx?Prog=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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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개발 정액 보조금 (Child Care Development Block Grant) 수령 기관은 아래 나열된 주제 
영역과 관련하여 교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교육 주제 교육 대상 강사 정보 

응급사태 대비 모든 직원 
PDP 유아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과정: 건강 및 안전에 관한 E-러닝 기초  

흔들린 아이 증후군 및 
영아급사증후군(SIDS) 

모든 직원 

PDP 유아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과정: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및 안전수면 촉진, 
학대성 두부외상(Abusive Head Trauma, AHT)을 
포함한 뇌 손상의 예방 및 식별 

아동학대 및 부당대우 모든 교직원 보고의무자 리소스 센터 (Mandated Reporter 
Resource Center): 800-836-0903 

감염관리 모든 교직원 
미국 소아과 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아동 교육 기관에서의 머릿니 관리(Bug Busting in 
Early Care and Education Settings): 800-433-9016 

정신 건강 응급 처치 모든 교직원  ThriveNYC: 888-692-9355 

인지, 사회적 감정 및 
신체 발달 

모든 교직원  

• PDP 유아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과정: 유아 두뇌개발, 학령아동 관리, 
초기개입, 건강 및 안전에 관한 E-러닝 기초 
및 비만 예방 

•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과정: 저를 지켜봐주세요! 신체, 정신적 발달을 
축하하고 관심사를 공유해요(Watch Me! 
Celebrating Milestones and Sharing Concerns) 

가족 참여  모든 교직원 
PDP 유아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과정: 가족 참여 

CPR 및  
응급 처치 

훈련 받은 
직원이 반드시 
한 명 이상 항시 
교내에 있어야 
합니다. 

• 미국 적십자: 212-875-2430 
• 미국 심장협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 

800-AHA-USA-1 

 

https://www.ecetp.pdp.albany.edu/findtraining.aspx?Prog=EL
https://www.ecetp.pdp.albany.edu/findtraining.aspx?Prog=EL
https://www.ecetp.pdp.albany.edu/findtraining.aspx?Prog=EL
https://www.nysmandatedreporter.org/TrainingCourses.aspx
https://www.nysmandatedreporter.org/TrainingCourses.aspx
https://shop.aap.org/bug-busting-in-early-care-and-education-settings/
https://shop.aap.org/bug-busting-in-early-care-and-education-settings/
https://shop.aap.org/bug-busting-in-early-care-and-education-settings/
https://mhfa.cityofnewyork.us/
https://www.ecetp.pdp.albany.edu/findtraining.aspx?Prog=EL
https://www.cdc.gov/ncbddd/watchmetraining/index.html
https://www.cdc.gov/ncbddd/watchmetraining/index.html
https://www.ecetp.pdp.albany.edu/findtraining.aspx?Prog=EL
https://www.ecetp.pdp.albany.edu/findtraining.aspx?Prog=EL
https://www.redcross.org/local/new-york/greater-new-york/take-a-class
https://cpr.heart.org/AHAECC/CPRAndECC/Training/HeartsaverCourses/HeartsaverPediatric/UCM_473178_Heartsaver-Pediatric-First-Aid-CPR-AED.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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