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보육 보조금으로 전환
유년기 교육 및 보육 재정지원 패키지 (“재정지원 패키지”)는 서비스에서 운영을 계속하고
필수 근로자들 및 취약 아동들을 위한 보육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 2020 년 7 월 12 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보육 보조금 (CCS) 및 추가 보육 보조금 (ACCS)은, 가족들을 위한 완화된 활동 테스트와
제공업체들을 위한 신규 과도기 지급금과 아울러, 2020 년 7 월 13 일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는 2020 년 7 월 13 일부터 부모들이 보육 요금에 대한 자신들의 공동
분담금 납부로 돌아갈 것임을 의미합니다.
COVID-19 의 영향으로 활동 시간이 줄어든 가족들은 2020 년 10 월 4 일까지 격주당
최대 100 시간의 보조되는 보육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 가족들은
Services Australia 에 자신들의 활동 레벨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는 myGov 사이트
혹은 Express Plus Centrelink 모바일 앱을 통해 Centrelink 온라인 계정에서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전환기 지불금 (Transition Payment)은 이전에 CCS 를 받은 모든 인가된
제공업체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며 주, 준주 및 지역 정부가 운영하는 서비스들을
포함합니다.
전환기 지불금은 관련 참고 기간에, 제공업체들의 요금 수입의 25 퍼센트 혹은 기존의
시간당 급료 한도 중 더 낮은 금액입니다. 이는 재정지원 패키지 동안에 사용된 동일한
참조 기간입니다 (2020 년 3 월 2 일 전의 격주 그리고 방학 보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서는 2019 년 텀 3 및 텀 4 사이의 기간).
전환기 지불금은 2020 년 7 월 13 일부터 2020 년 9 월 27 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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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지불금을 받기 위해서 서비스에서는 재정지원 패키지가 끝날 때 JobKeeper 를
받고 있던 직원들 혹은 일하고 있던 직원들을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또한
관련 참조 기간 (위에서 처럼)에서 부과된 것과 동일한 요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JobKeeper 는 CCS 인가 서비스의 직원들과 보육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보육 제공업체를
위한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0 년 7 월 20 일부터 중단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교육기술및고용부의 웹사이트 혹은 유년기 교육 및 보육
COVID-19 의 자주 묻는 질문을 방문하십시오.
또한 본 기관의 유년기 교육 및 보육 이메일 뉴스레터에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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