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OF WASHINGTON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CHILD CARE SUBSIDY PROGRAMS (CCSP)

가족, 친구 및 이웃(FFN) 자택/친족 탁아 서비스 미결 통지서
Family, Friend and Neighbor (FFN) In-Home / Relative Pending Letter
날짜:
고객 서비스 연락 센터 전화

고객 서비스 연락 센터 팩스

수혜자/의뢰인 신청 번호

귀하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해 제공되는 탁아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Working Connections Child Care 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

탁아 서비스를 위해 귀하의 가정을 찾아오는 비 친족(친구 또는 이웃) 또는

2.

친족의 가정에서 탁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자격 친족(가족) 또는 탁아 서비스를 위해 귀하의 가정을 찾아오는 유자격 친족

이 서신의 제 1 항과 2 항의 지시 사항을 읽고 따르십시오.
제 1 항.

아동 청소년 가족부(DCYF)에 의해 지불이 승인되고 제공자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 친구 및 이웃 제공자는 18 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승인 절차를 시작하려면 모든 가족, 친구 및 이웃 제공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단계 1. WA Compass 제공자 포털(dcyf.wa.gov/services/early-learning-providers/ffn)에서 사용자 프로필을 작성합니다.
단계 2. MERIT(dcyf.wa.gov/services/earlylearning-profdev/merit)에서 사용자 프로필을 작성합니다.
단계 3. MERIT 에서 휴대용 배경 조사(PBC)를 완료하고 지문 절차를 완료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받습니다. 무료 PBC 신청 및 지문
절차는 다음 번호를 사용하십시오. SU 신청 번호:

. 질문이 있으시면 DCYF 전화 1-866-482-4325 옵션 #8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단계 4. 유효한 사회 보장 카드 및 운전 면허증, 워싱턴 주 신분증 또는 여권과 같은 사진이 첨부된 정부 발급 신분증 사본을 WA Compass
제공자 포털 dcyf.wa.gov/services/early-learning-providers/ffn 에서 보내거나 업데이트하십시오.
아동과의 관계 및 탁아 서비스 장소를 기반으로 한 제공자 승인을 위해서는추가적 단계가 필요합니다.
비 친족

친족 (혈연 관계, 결혼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한 가족)

제공자는 아동과 친족 관계가 아니고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자는 아동과 친족 관계이고 다음과 같습니다.

a)

친구 또는

a)

아동의 집 밖에서 사는 성인 형제 자매

b)

부모의 이웃

b)

조부모(및 증조부모)

c)

고모/이모 및 삼촌/고모부/이모부(및 고모/이모 할머니와
고모부/이모부 할아버지 및 고모/이모 증조 할머니 및
고모부/이모부 증조 할아버지)

d)

혈연 관계, 결혼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한 다른 가족

아동의 집에서만 탁아 서비스가 허용됩니다.

제공자의 집 또는 아동의 집에서 탁아 서비스가 허용됩니다.

초기 승인을 위한 추가 요구 사항 없음 – 계속적인 자격 요건은

제공자의 집에서 탁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공자는 친족과

제 2 항 참조

함께 사는 16 세 이상의 모든 개인이 위의 단계 1, 2, 3 을 완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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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DCYF 의 승인 후. 귀하의 제공자가 승인되거나 탁아 서비스가 시작되는 날짜 중 나중에 오는 날짜까지는 지불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WAC 110-15-0125

지불에 대한 자격을 유지하려면 모든 비 친족(친구 및 이웃)과 친족(가족)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지불이 시작된 날짜로부터 90 일 이내에 DCYF 전자 출석 추적(Electronic Attendance Tracking) 교육을 완료합니다.

dcyf.wa.gov/services/early-learning-providers/electronic-attendance-system/training 에서 교육 정보를
찾거나 dcyf.wa.gov/services/early-learning-providers/electronic-attendance-system 에서 DCYF 로부터 귀하의 전자 출석 추적
시스템을 승인받으십시오.
B.

매일 전자 출석 시스템을 사용하여 각 아동에게 제공된 탁아 서비스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입력하고 매월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여
DCYF 에 전자 기록을 제출합니다.

C. WA Compass 제공자 포털에 정보를 유지하고 법적인 이름, 주소, 이메일 및 전화 번호가 변경되면 MERIT 를 업데이트합니다. (제
1 항: 첫 페이지의 단계 1 및 2)
D.

(3 년마다 요구되는) 휴대용 배경 조사(Portable Background Check)를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제 1 항: 첫 페이지의 단계 3)

다음은 아동과의 관계 및 탁아 서비스 장소를 기반으로 한 제공자에 대한 추가적인 계속적 자격 요건 입니다.
비 친족 제공자

유자격 친족 제공자

아동의 집에서만 탁아 서비스가 허용 됩니다 .

제공자의 집 또는 아동의 집에서 탁아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1.

지불이 시작된 날짜로부터 처음 90 일 이내에 다음을

1. 탁아 서비스가 친족 제공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a) 친족 제공자와 함께 사는 16 세 이상의 모든 개인이 (3 년마다

완료하십시오.

a) DCYF 보건 및 안전 교육을 받거나 WAC 110-16-

요구되는) 휴대용 배경 조사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b) 친족 제공자와 함께 살 계획인 경우에는 이사를 하기 전에

0025(2)(b)에 따른 DCYF 교육 면제를 확인받습니다.
DCYF 보건 안전 교육은
온라인 dcyf.wa.gov/services/early-learning-

휴대용 배경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지불이 시작된 날짜로부터 90 일 이내와 첫 번째 전화 이후 매년

providers/ffn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b) 유아, 어린이 및 성인 응급 처치 및 심폐 소생술(CPR)
교육을 완료합니다.

c) CPR/응급 처치 교육 완료 날짜를
MERIT(dcyf.wa.gov/services/earlylearningprofdev/merit)에 입력합니다. CPR/응급 처치 교육

기술 지원 전화에 참여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 다음이아닌친족
제공자에게만 적용됩니다.

a) 아동의 집 밖에서 사는 성인 형제 자매
b) 조부모 또는 증조부모
c) 고모/이모 또는 삼촌/고모부/이모부

증명서(카드, 증명서 또는 강사 서신)를 DCYF()로
보내거나 업로드합니다 dcyf.wa.gov/services/early-

learning-providers/ffn.
2.

위의 교육이 완료된 날짜로부터 45 일 이내에 제공자와
부모인 귀하가 서명한, 협약서에 포함된 모든 주제와 주제
항목을 논의하고 검토했음을 나타내는 WCCC 가정 내 보건
및 안전 협약서를 DCYF 에 제출합니다.

3.

DCYF 면허 면제 전문가 및 가능하다면 부모인 귀하와 함께
아동의 집에서 연례 방문에 참가합니다. 방문의 목적은
귀하와 제공자가 보건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탁아 서비스 환경 및 제공자와 아동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고, 보건 및 안전 관행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4.

DCYF 가 승인한 보건 및 안전 교육을 최소한 매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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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Care Aware는 양질의 면허가 있는 탁아 서비스 제공자를 찾는 가족들에게 무료로 편견 없는 정보와 추천을 제공합니다. 1-800-4461114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childcareaware.org를 방문하십시오.
면허가 있는 탁아 서비스 제공자의 배경 조사 상태, 면허 내역, 모니터링 보고서, 사용 언어 등을 확인하려면 Child Care
Check(findchildcarewa.org)를 방문하십시오.
아기나 자녀의 발달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학교에 갈 준비를 위해 약간의 연습이 더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가족
건강 핫라인(Family Health Hotline) 1-800-322-2588 로 전화하거나 Parent Help 123 웹 사이트 parenthelp123.org/child-development/helpme-grow-washington 을 방문하여 무료 아동 발달 검사 설문지를 작성하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 있습니다. 학대와 방치는 육체적, 정서적 상해 및 심지어 사망의 위험에 처하게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어린이가 학대 또는 방치의 희생자라고 의심되면 DSHS 무료 전화 1-866-END-HARM(1-866-363-4276)으로
전화하십시오.
다음 단계 또는 귀하의 계속적인 자격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고객 서비스 연락 센터 전화 1-877-501-2233 으로 문의하십시오.
귀하의 제공자가 승인 절차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전화 1-866-482-4325 #8 또는 이메일 dcyf.ffn@dcyf.wa.gov 로 면허
면제 전문가에게 문의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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