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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19 확산에 따른 IDHS 어린이 보육시설 지원대책 
 

다음은 코비드-19 전염병 확산에 따라 어린이 보육 시설이 겪고 있는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일리노이주 인권국(이하 IDHS)이 마련한 경제 지원 대책입니다.  

• 어린이 돌봄 지원 프로그램(이하 CCAP) 운영 기관(6 월 30 일까지 적용): 

o 출석 면제 – IDHS 는 3 월부터 6 월까지 서비스 기간 동안 보육 기관이 CCAP 에 대해 

직원 급여를 계속 지불하겠다는 인증을 하면 출석과 관계없이 돌봄 서비스 일수 

전체에 대한 비용 지원을 계속합니다. 이 면제 조건은 해당하는 달의 프로그램 개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o 지급 비용 30% 인상 – IDHS 는 필수 근로자를 위해 시설을 계속 개방하면서 긴급 

어린이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 기관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CCAP 비용에서 30%를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o 긴급 보조금 – 긴급 어린이 돌봄 서비스를 지속한 기관은 개인보호장비(PPE) 및 

청소용품 비용과 직원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일회성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범위는 750~3,000 달러입니다. 

 

• CCAP 이용자 (6 월 30 일까지 적용): 

o IDHS 는 3 월부터 6 월사이에 기간이 만료되는 CCAP 이용 자격을 자동으로 6 개월 더 

연장하였습니다.  

o 비용 분담을 의무로 규정하는 연방 정책에 따라 모든 부모나 보호자의 공동 부담금이 

1 달러로 줄었습니다. 

o CCAP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재택 근무를 할 수 없거나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없는 최우선 필수 근로자(Priority Essential Workers)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CCAP 이용에 대한 공동 부담금으로 1 달러를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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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 어린이 돌봄 재개를 위한 지원 

o IDHS 는 전염병 확산기 어린이 돌봄 시설 지원 대책의 연속선상에서, 일리노이주 

상업경제기회국(DCEO)과 협력하여 회계연도 2021 년 기준으로 2 억 7 천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CCAP 시장을 초과하는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돌봄 서비스 재개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인가 보육 

기관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전염병 확산기 동안 이용 가정 감소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가 보육 기관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o 관심 있는 인가 보육 기관은 ‘신청 의향(Intent to Apply)’ 설문조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마감은 6 월 19 일 오후 5 시까지입니다. 보조금 신청은 7 월 1 일 

이후에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