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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기관 팩트 시트 

The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and Families (DCYF)에서는 5월 27일 2020년 이 

팩트 시트를 업데이트했습니다. DCYF는 필요할 경우 이 문서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추가 정보는 dcyf.wa.gov에서 확인하십시오.  

COVID-19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저희 건물의 모든 공공 로비를 폐쇄했으며 

대면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보호장구(PPE) 

 개인보호장구에는 장갑, 마스크, 가운, 부츠와 마스크가 포함됩니다. 

 DCYF는 PPE를 수령했으며 이를 COVID-19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 7일 하루 24시간 근무 시설과 직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많은 

PPE가 필요하며,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가정 지원 프로그램  

가정 방문 

 DCYF는 3월에 모든 가정 방문 제공자에게 대인 방문을 중단하고 대신 영상이나 

전화 방문을 제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가상 방문은 6월 30일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일부 가정 방문 제공자는 영상, 웹 기반 방문 및 전화, 이메일 또는 

문자를 사용합니다. 일부 제공자는 안전한 거리에서 가정에 장비를 갖다 놓습니다. 

 DCYF는 Home Visiting Service Account (HVSA)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6월 30일까지 

대인 방문을 중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o 이 기간 중 DCYF는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타당한 비용으로 모든 

계정에 지불할 것입니다. 

Early Support for Infants and Toddlers (ESIT) 

 조기 개입 제공자들은 6월 30일까지 전화와 영상 통화를 사용하므로, 아동과 

제공자 사이의 방문을 안전하게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동 복지 

수신 라인 

 DCYF는 계속해서 주 7일 하루 24시간 무료 학대 및 태만 직통 전화  

1-866-363-4276을 운영합니다. 
 

방문 

 DCYF는 대인 방문을 재개합니다만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방문 서비스는 가상 

및 대인 방문을 혼합하여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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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DCYF는 계속해서 아동 학대와 태만 신고를 직접 

조사합니다.  

 DCYF는 제공자들에게 DOH 보건 가이던스와 프로토콜을 준수하여 모든 

참가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방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위탁 보호 라이센스 

 DCYF는 긴급 위탁 보호 면제 및 예외 프로세스를 개시하여  프로그램과 가정을 

지원합니다. 

o 만약 위탁 보호자가 COVID-19 기간 중 워싱턴 행정법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위탁 보호자는 지역 라이센스 허가자에게 문의하여 가능한 옵션을 찾아야 

합니다. 

o 1-888-543-7414에 전화하여 위탁 부모 자격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DCYF는 모든 제공자들에게 DOH와 주지사의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배경 조사 

DCYF는 아동복지와 조기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배경 조사를 변경하여 소요 시간을 줄이고, 

장애를 안전하게 제거하며, 아동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육 

 아동 보육 센터와 가정 제공자들은 아동과 성인을 포함하여 한 방에 1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센터에 하나 이상의 그룹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요원과 필수 근로자들(간호사, 의사, 법 집행요원, 소방관,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사)에게는 아동 보육이 필요합니다. DCYF는 제공자들에게 커뮤니티의 

필요 사항을 기반으로 필수 목록에 있는 가정과 가장 취약한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DCYF는 보육법에 의거 아동 보육 제공자들에게 CARES Act. 제공자들은 6월 

30일까지 또는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wacompass.force.com/PP_LoginPage에서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보육 보조금 

 DCYF는 활동에 대한 규칙을 변경하여 이 기간 중 가정에서 아동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o 가정에서는 12개월마다 보육에 대한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자격성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DCYF는 가정에서 자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칙을 유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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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정에서 현재의 상황과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o 자격성 유지를 위해 다시 신청하여 필요할 때 자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합니다. 

o DCYF는 Working Connections Child Care 가정에 대해 4, 5, 6월간 공동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DCYF는 기본료와 가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공동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지불합니다. 
 

조기 달성자 참가자 

 조기 달성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제공자는 계속해서 수준 높은 개선 보조금과 

등록 기반 지불액에 부수되는 단계별 변제료를 받게 됩니다. Inslee 주지사는 

이러한 지불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기 달성자 일정과 요건에 관련된 법률을 

면제했습니다. 

Juvenile Rehabilitation (JR) 

 DCYF는 대면 방문을 영상 기반 방문으로 대체했습니다. 

 24/7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직원과 업체는 COVID-19 증상에 대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JR 건물에 출입하기 전, 직원, 업체 및 도급업체에게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모든 직원, 입주민과 도급업체는 시설에 출입할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저희는 특히 접촉 빈도가 높은 지역을 포함하여 시설을 정기적으로 소독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입주민은 즉시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누구라도 아픈 사람이 있다면, 직원은 즉시 의료인에게 연락하고 가족에게 

통보합니다.  

연락처 

DCYF 웹사이트의 연락처 정보를 찾거나  

dcyf.covid-19@dcyf.wa.gov에서 문의하십시오. 

이 문서의 다른 형태나 언어로 된 사본을 받고 싶으시면, DCYF Constituent Relations (1-800-723-4831 |  

360-902-8060, ConstRelations@dcyf.wa.gov)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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