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가족 보육 센터 및 가
족 보육 센터 운영자를 위한 

면허 갱신 가이드

보육 서비스 제공자 또는 직원 이름 변동
귀하 또는 귀하 직원의 이름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시, 귀하는 정부에서 발행한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사본을 갱신 신청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뉴욕시 보건부 아동지원부 (Health 
Department Bureau of Child Care)

 nyc.gov/health/childcare

 311

뉴욕주 아동 가족 서비스 사무소 (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ocfs.ny.gov/main/childcare

 518-474-9454

뉴욕시 보육 자원 및 위탁 컨소시엄 (New 
York City Child Care Resource and 
Referral Consortium)

 nyccrr.org

 888-469-5999

SUNY 유아 교육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 
(SUN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albany.edu/earlychildhood

 800-295-9616

LiveScan 지문 수집  
MorphoTrust USA 

 identogo.com

 877-472-6915

관련 자료:

Korean

EH
S3

30
50

21
 –

 1
2.

20

http://nyc.gov/health/childcare
https://ocfs.ny.gov/programs/childcare/
http://nyccrr.org
https://www.ecetp.pdp.albany.edu/
http://identogo.com


갱신 신청서 제출 시한
등록/면허가 만료되기 최소 60일 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이메일 
주소나 뉴욕주 아동 가족 서비스 사무소(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에서 통지를 받는 기타 지정인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점검
갱신 절차의 일환으로, NYC 보건 및 정신위생부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보건부)에서는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프로그램은 매년, 그리고 민원이 접수되면 그에 
대응하여 조사됩니다. 

교육
직원 교육은 갱신을 위한 절차의 일환입니다. 귀하와 
귀하의 직원들은 2년마다 각각 30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 기간은 현재 귀하의 등록/
면허의 시작일로부터 만료일까지입니다. 귀하의 
프로그램에서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귀하와 
귀하의 직원이 현재 등록 기간 동안 30시간의 교육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 기간 동안 귀하와 귀하의 
직원이 받게 되는 추가 교육(30시간을 충족한 이후 
시간)은 모두 신규 등록 기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최초로 갱신하는 경우라면 면허/등록 발급 전에 받은 
건강 안전 교육이 처음 15시간의 교육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 및 연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주제를 다루는 OCFS 
공인 교육을 매년 최소 5시간 받아야 합니다.

필수 교육 주제
9가지의 필수 주제가 교육에 포함됩니다.
1.  아동 발달 원리(프로그램에서 돌보는 아동의 연령 

단계별 발달을 중심으로)

2. 어린이의 영양학 및 건강학적 수요

3. 보육 센터 프로그램 개발

4.  부모와 보육 서비스 제공자 간의 의사 소통을 
포함한 안전 및 보안 절차

5. 사업 기록 유지 및 관리

6.  아동 학대 및 부당 대우의 확인 및 예방

7.  보육 센터 관련 법령 및 규정

8.  아동 학대 및 부당 대우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

9.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의 
확인, 진단 및 예방

갱신 신청서 제출 시 귀하와 귀하의 직원이 이 
교육을 완료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증서, 
강사가 교육 기관 공식 레터헤드에 작성한 서신 
또는 교육 기관의 출석 명단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교육 이수자의 이름, 이수한 
교육, 교육 주제, 교육 시수 및 강사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시, 최소 1명 이상의 현장 
보호사가 아이의 연령에 알맞는, 유효한 CPR 및 
응급처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모든 CPR 
및 응급처치 자격증에는 직접 역량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육 대상
 귀하가 최초로 면허를 취득한 후  업무를 시작하는 직원 및 자원 봉사자는 업무 시작 후로부터 6
개월 동안 필수 교육 주제 9가지 중 하나 이상에서 최소 15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 및 자원 봉사자는 연방 최소 보건 및 안전 서비스 전 교육 요건 또는 3개월간의 
오리엔테이션 기간 교육 요건을 준수하는 OCFS 공인 교육을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업무 시작 전 또는 입사 후 3개월 감독 없이 받아야 합니다. OCFS 공인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나 자원 봉사자는 제3자의 감독없이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직원이나 
자원 봉사자는 교육이 끝날 때까지 제3자의 감독 없이 
아이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발급 받았거나 등록을 완료한 가족 운영 보육 
센터 프로그램을 하나 넘게 운영하는 경우, 각 보육 센터 
시설별로 관리 감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기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뉴욕시 보육자원 
및 위탁 컨소시엄(New York City Child Care Resource 
and Referral Consortium)으로 전화해주십시오. SUNY 
유아 교육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SUN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또는 OCFS로 
연락하시면 15시간 안전 보건 교육, 무료 e러닝 및 화상 
회의 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완료하신 온라인 교육이 OCFS의 승인을 받은 
교육인지, 그리고 해당 교육 이수 시간이 30시간의 교육 
시수에 산입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교육 기금 수여 방법
귀하는 OCFS가 후원하는 교육 장려 프로그램 (Educational 
Incentive Program, EIP)의 교육 장학 기금 수여 대상일 
수 있습니다. EIP 신청을 요청하려면 SUNY 유아 교육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문의해주십시오.

자격 갱신 신청 

모든 직원, 자원 봉사자 및 프로그램이 시행 중인 
가정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사람은 다음의 
절차를 포함하는 종합 배경 조사 (Comprehensive 
Background Check, CBC)를 받아야 합니다.

•  형사 사법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의 NYS 범죄 기록 조사

•  연방 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의 국가 범죄 기록 조사

•  NYS 성범죄자 등록부(NYS Sex Offender Registry) 
기록 조사

•  사회 복지법 제424-a항에 따른, NYS 전체 아동 
학대 및 부당 대우 중앙 등록부(Statewide Central 
Register of Child Abuse and Maltreatment, SCR)
의 데이터베이스 확인

•  국가 범죄 정보센터(National Crime and 
Information Center)의 국가 성범죄자 등록부  
기록 조사

CBC를 완료하려면, 다음을 포함하여 6000 패킷을 
자치구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OCFS-6000, 필수 양식 및 승인 목록
•  OCFS-6001, 보육 서비스 제공자, 직원 및 자원 

봉사자 정보
• OCFS-6002, 자격증

• OCFS-6003, 추천서
 �  신규 직원과 대체 보조원은 추천서 2부(이전 
고용주의 추천서 1부 및 지인 추천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직원이 근무 경력이 없는 
경우 지인 추천서를 2부 제출해야 합니다.

• OCFS-6004, 의료
 �  신규 보조원, 대체 보조원 및 가구원은 등록/면허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의사의 서명을 받은 
의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OCFS-6005, 형사 선고 진술서
•  OCFS-6022, 직원 배제 목록 (Staff Exclusion List, 

SEL)

 �  2013년 6월 30일 이후에 고용된 모든 보육 
서비스 제공자 및 자원 봉사자와 관련하여 귀하는 
뉴욕주 장애인 사법 센터(New York State Justice 
Center for the Protection of People with Special 
Needs)에 SEL 조사 수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  OCFS-4930, 지문 수집 요청
 �  지문 수집은 MorphoTrust USA가 수행합니다. 
적절한 신분증과 OCFS 웹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작성이 완료된 NYS 지문 수집 서비스 
정보 요청 서식(Request for NYS Fingerprinting 
Services Information Form) (OCFS-4930)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  LDSS-3370, 주 전체 중앙 등록부 데이터베이스 
확인 요청

 �  자치구 사무실에 문서를 제출할 시 직원 당 $2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허용 가능한 지불 형태로는 보증 수표, 우체국 
또는 은행 우편환, 은행 환어음 또는 자기앞 
수표가 있습니다.

  새로운 가구원 또는 만 18세가 된 기존의 가구원, 
그리고 마지막 등록 이후 SCR 갱신을 받지 않은 
사람과 관련하여 새로운 SCR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 
양식을 제출해주십시오.

  수취인을 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로 해서 수표 또는 현금 
우편환을 보내주십시오. 신청자의 이름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보육 프로그램 자원 봉사자 
또는 컨설턴트 또는 가구원은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 및 자원 봉사자는 6000 패킷을 제출하고, 지문 
수집 예약을 완료하고, 지문 수집 증명서와 의료 
서식을 프로그램에 제출한 이후,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아동을 돌볼 자격이 있다는 CBC 
결과 통지가 나올 때까지, 이들은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검증된 제3자로부터 상시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종합 배경 조사

https://www.ecetp.pdp.albany.edu/
https://www.ecetp.pdp.albany.edu/
https://ocfs.ny.gov/programs/childcare/training/
https://www.ecetp.pdp.albany.edu/
https://www.ecetp.pdp.albany.edu/
https://www.ecetp.pdp.albany.edu/
https://www.ecetp.pdp.albany.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