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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에게 보육비를 지원해드립니다

보육비 지원 

Australian 정부는 승인된 보육원 비용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육지원금(Child Care 

Benefit) 및 보육비환급(Child Care Rebate)을 통한 

재정 지원을 해드립니다.   

가족들이 보육지원금 또는 보육비환급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수령자격 및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보육지원금은 가족소득을 바탕으로 정산되지만, 

보육비환급은 소득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승인 보육기관 서비스 

승인 보육기관 서비스는 가족을 대신하여 

보육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Australian 정부가 

승인한 서비스 기관입니다. 승인 보육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종일 보육  

 가정 보육 

 학교시간외 보육 (방과전후 및 방학) 

 임시 보육 및 

 가정 내 보육 (특수상황에 처한 가족). 

귀하가 이용중인 보육기관이 가족을 대신하여 

보육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보육기관에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보육인 서비스 

등록 보육서비스는 센터링크에 등록된 조부모, 친척, 

친구 또는 보모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보육지원금(Child Care Benefit) 

보육지원금은 소득심사를 거치며, 수령자격이 있는 

가족의 경우, 보육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대개의 

경우 승인된 보육서비스 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 

보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요건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는 호주에 영구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호주 시민; 

 영주비자 소지자; 

  New Zealand  여권으로 호주에 온 New Zealand 

시민 

 특정 임시비자 서브클래스 소지자 (센터링크가 

해당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인신매매, 성적노역 또는 사기고용 등의 범죄와 

관련된 형사사법의 집행을 돕는 목적으로 특별히 

발급된 형사 사법 체류비자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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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tralian 정부의 후원을 받아 외국에서 

Australia 로 온 학생; 또는 

 어려움이나 특수상황에 처한 비영주자 

기타 자격요건 

 귀하의 자녀는 승인 또는 등록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7 세 미만의 어린이는 Australian 정부의 

예방접종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이에 대한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보육비를 지불할 책임이 귀하에게 있어야 

합니다.  

 보육지원금은 직접 방문 또는 센터링크 

보육지원금 페이지 

(www.humanservices.gov.au/childcarebenefit)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비환급(Child Care Rebate) 

보육비환급은 가족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지원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보육비환급은 소득심사를 거치지 않으며 가족이 

부담하는 보육비의 최고 50%, 자녀당 연간 

$7,500 까지 지급해드립니다. 보육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족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보육지원금을 

공제한 후 정산됩니다. 

보육비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요건 

보육지원금의 거주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타 자격요건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적용되는 경우)는 주중에 

업무, 훈련 또는 학업과 관련된 책무(또는 이에 

대한 면제를 받거나)를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승인 보육기관 서비스를 이용중이어야 합니다.  

http://www.humanservices.gov.au/childcare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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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세 미만의 어린이는 Australian 정부의 

예방접종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이에 대한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보육비를 지불할 책임이 귀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고용주가 급여공제나 

급여패키지를 통해 귀하의 자녀보육비를 일부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고용주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가족소득이 너무 높아 보육지원금을 받을 수 

없더라도, 보육비환급을 수령할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육비환급 청구방법 

먼저 보육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육비환급 

신청 양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육비 환급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령자격을 갖춘 경우, 

보육지원금 신청시 자동으로 심사 및 보육비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가족소득심사 후 보육지원금 실제 

수령액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보육비환급은 가족들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지원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보육 지원금은 직접 방문 또는 센터링크  

 보육 지원금 페이지 

(www.humanservices.gov.au/childcarebenefit)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비환급에 대한 자격요건은 센터링크가 자동으로 

심사하며 귀하가 이용중인 보육서비스기관으로부터 

자녀의 출석기록을 수령한 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다국어 전화상담 서비스 

영어가 아닌 언어를 구사하신다면, 센터링크의 다국어 

전화서비스를 통해 모국어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링크 직원이 귀하의 모국어를 구사하지 못할 경우, 

전화통역서비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센터링크의 통번역 서비스는 신청과정, 서비스 이용 

및 지급과 관련된 지원을 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센터링크에게 현장 통역사 또는 전화 통역사 주선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링크 다국어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월-

금 오전 8.00 - 오후 5.00 p.m.(현지시간)에 13 12 02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보육비환급 수령의 예 

미첼(Mitchell)과 에마(Emma) 

 미첼(Mitchell)과 에마(Emma)는 둘 다 

보육지원금에 대한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지원금을 실제로 수령하기에는 

가족소득이 너무 높습니다. 

 첫째 자녀 아멜리아(Amelia)는 학교시간외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며 그 비용은 주 당 $102.50, 

연간  $4,920 입니다. 

 둘째 자녀 루비(Ruby)는 종일보육서비스를 

이용하며 그 비용은 매주 $310, 연간 $14,880 

입니다.  

 아멜리아 루비 

총 보육비 $4,920 $14,880 

보육 지원금 수령액 $0 $0 

본인부담금 $4,920 $14,880 

보육비 환급 

(= 본인부담금의 50%) 

$2,460 $7,440 

이는 보육비에서 $9,900 이 차감되어 미첼(Mitchell)과 

에마(Emma)가 연간 $9,900 만 지불한다는 의미입니다. 

 * 위의 예는 48주의 보육서비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http://www.humanservices.gov.au/childcare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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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Jack)과 알리샤(Alisha) 

 잭(Jack)은 풀타임으로 일하며 배우자인 

알리샤(Alisha)는 학업중입니다. 이들의 

가족소득은 보육지원금 수령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첫째 자녀 클로이(Chloe)는 학교시간외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며 그 비용은 주 당 $85, 

연간 $2,550 입니다. 

 둘째 자녀인 윌리엄(William)은 가족 반나절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며 그 비용은 매주 $200, 

연간 $6,000 입니다.   

 클로이 윌리엄 

총 보육비 $2,550 $6,000 

보육 지원금 수령액 

공제  

$450 $1,500 

본인부담금 $2,100 $4,500 

보육비환급 

(=본인부담금의 50%) 

$1,050 $2,250 

이는 보육비에서 $5,250 가 공제되어 잭(Jack)과 

알리샤(Alisha)가 연간 $3,300 만 지불한다는 

의미입니다.  

 * 위의 예는 30주의 보육서비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령가능한 보육지원금 및 보육비환급 예상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지원금 계산기 (child care 

estimator)(www.humanservices.gov.au/customer/ena

blers/online-estimators)를 이용하시거나 13 61 

50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http://www.humanservices.gov.au/customer/enablers/online-estimators
http://www.humanservices.gov.au/customer/enablers/online-estima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