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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자택격리명령

수정로드맵:    

 

   

 
근로자가족지원   

 

 

 

 

 

 

 

 

 

 

 

 

 

 

 

 

 

 

 

 

 

출시일: 2020년 6월 5일 (Korean) 

권장 시행 날짜: 2020년 6월 12일 부터  
모든 지침은 인구 10만 명당 사례, 검사 양성률 및 지역 건강 

관리 급증, 취약 계층 인구, 접촉 추적과 테스트를  

지원하기위한 현지 준비를 포함한 지역 역학 데이터를 검토 

한 후 카운티 보건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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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캘리포니아는 지역 경제력 회복을 촉진하는 한편, 증가하는 자녀 보육 및 기타 근로자 가족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가 산업 분야의 자택격리명령을 해제합니다. 

다음의 정보는 아동 보육 시설 검색, 보육 비용 지원 검색 및 추가 지원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위한 안내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보육 서비스 

• 많은 아동 보육 서비스 센터 및 아동 보육 서비스 가정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https://covid19.ca.gov/childcare/ 사이트의 찾기 지도(interactive 

map)를 이용하여 가까운 지역의 인가받은 아동 보육 서비스 제공자를 

검색하십시오. 모든 프로그램은 반드시 추가적인 보건 및 안전 조치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보육 비용을 지불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시설 및 정부 

보조 보육 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아동 보육 자원 및 위탁 기관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 1- 800-KIDS(5437)-79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정부 포탈 사이트 및 주 정부 자금 지원 옵션을 비롯하여, 고용주 및 

노동조합 또한 Carina Care(카리나 돌봄 센터)를 포함하여 아동 보육에 

필요한 자원 도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동 보육 서비스의 유형 

• 인가받은 아동 보육 서비스 가정 및 센터 

o 캘리포니아 사회 복지 서비스 사무국, 아동 보육 서비스 인가 프로그램 은 

아동 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장소가 법적 보건 및 안전 표준을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인가 받은 시설과 아동 보육 서비스 가정 및 아동 보육 서비스 센터를 

지원합니다. 

o 캘리포니아 교육부 사무국(CDE), 조기 교육 및 보육 부서 는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는 아동 보육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단체와 직접 계약합니다. 

CDE는 지침을 발표하고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보건 및 안전 

지침을 구현하여 아동, 가족 및 직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covid19.ca.gov/childcare/
https://rrnetwork.org/family-services/find-child-care
https://rrnetwork.org/family-services/find-child-care
https://rrnetwork.org/family-services/find-child-care
https://www.carinacare.com/sl/fn8u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calworks-child-care/parent-information-and-resources


•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의 돌봄(FFN) 

o 본인들의 자녀, 그리고 다른 한 가족의 자녀(들)에게만 돌봄을 제공하는 

개인들. 이런 유형의 아동 보육 서비스는 인가를 받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며, 면허 교부처의 합법적인 면제대상입니다 (면허/자격 면제). FFN 

돌봄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TrustLine(트러스트라인)은 유모나 면허-면제 보육서비스 제공자의 

보육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매우 효과적인 자원입니다. TurstLine에 

등록된 모든 아동 보육 서비스 제공자는 캘리포니아 법무부에 지문 자료를 

제출하였고, 캘리포니아에서 면허교부에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TrustLine 가입 등록 여부는 전화 1-800-822-8490 번으로 

문의하거나 http://trustline.org/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 보조금 수령 가족 

비상 바우처(Emergency Voucher)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이전에 등록한 모든 

가족들은 보육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현재 등록 중인 모든 

가족들은 신규 필수 근로자 가족이 등록하기에 앞 서, 보육 서비스 수령 혜택을 

유지하거나 후일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집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아동인 경우, 돌봄 서비스를 재개해야 하는 마감일은 없습니다. 

 

 

 

고위험군 구성원이 있는 가족 지원 

65세 이상 노인, 면역 체계가 손상된 개인이나,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을 

포함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감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의 가정 아동은 외출을 삼가십시오. 재택 돌봄 서비스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FFN 돌봄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재정 구제 지원이 가능한 

자원은 아래 가족을 위한 추가 지원 안내문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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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child-care-licensing/how-to-become-licensed/do-i-need-a-license
http://trustl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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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아동이 있는 가족 지원 

• 장애 아동이나 특수한 의료적 요구 사항이 있는 아동이 있는 가정은 정부 보육 

보조금 수혜 자격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아동의 개별교육프로그램계획안(IEP) 

그리고/또는 개별가족지원계획안(IFSP)에는 조기 교육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해당 지역 자원 및 위탁 기관에 문의하거나 전화 1-800-KIDS(5437)-793 

번으로 연락하여 비상아동보육(Emergency Childcare)프로그램 연결 

지원서비스를 문의하십시오. 지역 자원 및 위탁 기관 연락처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cde.ca.gov/sp/cd/re/rragencylist.asp 

• 장애가 있는 영아나 유아 및 가족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는 계획안에 따라 

참여하고 조정되는 가족 중심 체계로 주 전역에서 제공되며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 참조 사이트: https://www.dds.ca.gov/services/early-

start/what-is-early-start/ 

• 캘리포니아는 장애 아동의 독특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교육을 부모의 비용 부담없이 제공합니다. 참조 사이트: 

https://www.cde.ca.gov/sp/se/qa/pssummary.asp 

 
 

추가 가족 지원 

• 캘리포니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관련 자원: https://covid19.ca.gov/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재정적 타격을 입은 경우, 다음의 

서비스 수혜 자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실업 보험 수당, 유급 가족 휴가, 장애 

보험 수당, 금융 기관 구제 프로그램, 주 전역에 발효된 퇴거유예조치 

(모라토리엄), 학자금 대출 구제. https://covid19.ca.gov/get-financial-

help/ 

•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직장에서 고용주가 본인과 가족에게 제공하는 아동 

보육 지원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자유 인출금 저축(flexible 

spending accounts) 또는 세액 공제 전 비용으로 아동 보육비를 지불하는 

부양가족 돌봄 지원 직원 복지 프로그램에 관해 문의하십시오.  

• 본인과 가족 구성원들의 추가 자원 수혜 자격 여부를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www.cdss.ca.gov/ 
 

 

 

 

 

 

https://www.cde.ca.gov/sp/cd/re/rragencylist.asp
https://www.dds.ca.gov/services/early-start/what-is-early-start/
https://www.dds.ca.gov/services/early-start/what-is-early-start/
https://www.cde.ca.gov/sp/se/qa/pssummary.asp
https://covid19.ca.gov/
file://///mead14kunafs1.mi.ds.army.mil/Users/310/erica.johnson/Desktop/Erica/Hanna/작업요/학자금%20대출%20구제
https://covid19.ca.gov/get-financial-help/
https://covid19.ca.gov/get-financial-help/
https://www.cdss.ca.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