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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지원 

호주 정부는 가계의 보육비 지원을 위해 다양한 수당 및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제공합니다.  

• 승인된 보육 서비스 및 등록된 보육 서비스에 대한 보육수당 (Child Care Benefit)  

• 보육비 리베이트(Child Care Rebate) 및 

• 직업, 교육 및 연수시 보육비 지원(Jobs, Education and Training (JET) Child Care Fee 

Assistance; 이하 ‘JET 보육비 지원’). 

 

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  

 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 수령액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용하는 보육 서비스 유형 

• 가계의 수입 

•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녀의 수 및 

• 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이 가능한 직장, 연수 혹은 학업 심사를 충족하는지, 또는 

면제를 받는지 여부. 

승인된 보육 서비스 혹은 등록된 보육 서비스에 대해 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주거 요건 및 아동 예방 접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동 

보육비를 지불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육비 리베이트(Child Care Rebate), JET 보육비 지원 (JET Child Care Fee Assistance), 혹은 

조부모 보육수당(Grandparent Child Care Benefit) 등 기타 지원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승인된 보육 서비스에 대한 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을 청구해야 합니다.  

승인된 보육 서비스 

승인된 보육 서비스는 방과 전후 보육, 패밀리 데이 케어, 방학 중 보육, 종일 보육, 가정 보육, 

홈 케어 및 일시 보육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보육 서비스의 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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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여부는 그 보육 시설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웹사이트 mychild.gov.au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옵션 

승인된 보육 서비스에 대해 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을 수령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해당 보육 서비스로 직접 지급되는 방법으로, 신청인의 비용을 줄여주며 주간 예산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옵션 혹은,  

• 회계연도 말에 일시불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불규칙적인 일을 하거나 수입이 확실치 않은 

경우의 옵션.   

한 자녀 당 결석 사유와 관계없이 연간 결석일 최대 42 일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 

결석에 대한 지급은 해당 보육 서비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된 보육 서비스 

등록된 보육 서비스는 본 기관에 보육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조부모, 친척, 친구 

혹은 유모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지급 옵션 

등록된 보육 서비스에 대한 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은 일단 처리된 후에 귀하의 은행 

계좌로 직접 지불됩니다. 등록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청구는 지난 52 주 이내에 제공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유효한 영수증을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 청구 방법 

승인된 보육 서비스에 대한 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 청구는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청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청구 양식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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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 )자격 여부 및 청구 절차 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 

humanservices.gov.au/childcarebenefit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비 리베이트(Child Care Rebate) 

보육비 리베이트(Child Care Rebate)는 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에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신청인이 승인된 보육 서비스에 대한 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경우 (소득 때문에 제로 요율로 평가되더라도) 보육비 리베이트(Child Care Rebate)를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은 보육비 리베이트(Child Care Rebate )가 가능한 직장, 연수 혹은 학업 심사를 그 주간 

중 어느 시점에 충족하거나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이 

승인된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육비 리베이트(Child Care Rebate)는 연간 한 자녀 당 최대 금액 한도 내에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신청인의 개인 지출을 50 퍼센트 지원합니다.  

보육비 리베이트(Child Care Rebate)는 가계 소득 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등록된 보육 

서비스에 대한 보육비 리베이트(Child Care Rebate)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지급 옵션 

보육비 리베이트(Child Care Rebate)를 수령하는 데는 다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해당 보육 서비스로 격주 혹은 매주 직접 지급 

•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격주 혹은 매주 직접 지급 

•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분기별 직접 지급 혹은 

 • 회계연도 말에 일시불 지급 (신규 고객이 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에 대하여 회계연도 

이후 연간 일시불 지급으로 청구할 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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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 리베이트(Child Care Rebate)청구 방법 

보육비 리베이트(Child Care Rebate)는 청구 양식이 없습니다. 

보육비 리베이트 (Child Care Rebate)를 따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승인된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을 청구할 때 해당 자격이 될 경우 자동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 

보육비 리베이트(Child Care Rebate)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humanservices.gov.au/childcarerebate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JET 보육비 지원 (Jobs, Education and Training (JET) 

Child Care Fee Assistance)  

JET 보육비 지원 (JET Child Care Fee Assistance)은 승인된 보육서비스의 비용에 대해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해당되는 소득 지원 수당을 받고 있거나, 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을 최고 

요율로 받을 자격이 되면서 구직계획서(Employment Pathway Plan) 활동의 일환으로 업무, 

구직, 연수, 학업 혹은 재활 등 승인된 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 옵션 

JET 보육비 지원 (JET Child Care Fee Assistance)은 신청인을 대신하여 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이 승인된 보육 서비스에 직접 지급됩니다. 

이 지원은 총 보육비와 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이 지원하는 금액 간 차이의 일부를 

지불함으로써 보육 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신청인은 보육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 보육 비용의 절반은 보육비 리베이트(Child Care 

Rebate)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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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JET 보육비 지원 (JET Child Care Fee Assistance)에 대한 자격 여부와 청구 절차 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humanservices.gov.au/ jetccfa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되는 보육비 계산하기 

수령 가능한 보육비 지원금의 계산은 본 웹사이트의 보육비 계산기(Child Care Estimato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승인된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 보육비 리베이트(Child Care Rebate), 

그리고 개인 지출 보육 비용을 달러 단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보육과 관련하여 정보에 기초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며, 웹사이트 

humanservices.gov.au/estimators 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가계의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본 기관의 서비스 및 수당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humanservices.gov.au/ jetccfa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면제 조항 

위의 내용은 2013 년 1 월 현재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 이후에 본 

발행물을 읽으시는 경우,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본 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1 년 7 월 1 일부로 Centrelink, Medicare Australia, Child Support Agency, Family Assistance 

Office 및 CRS Australia 는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로 

통합되었습니다. 본 기관은 이제 기존 기관들이 취급하던 수당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귀하는 이 변화 과정에서 새롭게 바뀐 본 기관의 표지, 웹사이트, 전화 메시지, 서신의 참조 

및 로고의 변화를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umanservices.gov.au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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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ce for child care 
The Australian Government offers a range of payments and services to help families with the costs 
of child care including: 

• Child Care Benefit for approved and registered child care  

• Child Care Rebate, and 

• Jobs, Education and Training (JET) Child Care Fee Assistance. 

Child Care Benefit  
The amount of Child Care Benefit you receive may vary depending on: 
• the type of child care you use 

• your family’s income 

• the number of children you have in child care, and 

• whether you meet the Child Care Benefit work, training or study test, or you have an exemption.  

You can claim Child Care Benefit for approved child care or registered child care. However, you 
must meet the residency and child’s immunisation requirements, and be the person responsible for 
paying the child care fees.  

You need to claim Child Care Benefit for approved care to be eligible for other assistance from us, 
such as the Child Care Rebate, JET Child Care Fee Assistance or Grandparent Child Care Benefit.  

Approved child care 

Approved child care can be before or after school care, family day care, vacation care, long day 
care, in home care, and some occasional care services. Ask your child care service if they are Child Care 
Benefit approved or look online at mychild.gov.au 

Payment options 

There are two ways you can receive Child Care Benefit for approved child care: 

• directly to your child care service, which will reduce your fees and help you manage your weekly 
budget, or 

• as a lump sum at the end of the financial year, if you have irregular work or if you are unsure 
about your income.  

Up to 42 absence days per child per year for any reason can be paid. Any additional absences need 
to be approved by your child c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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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ed child care 

Registered child care is provided by grandparents, relatives, friends or nannies who are registered as 
providers with us.  

Payment options 

Child Care Benefit for registered care is paid directly to your bank account once processed. Claims 
for registered child care must be lodged with valid receipts for care provided within the last 52 
weeks.  

How to claim Child Care Benefit 

To claim Child Care Benefit for approved care, you can complete an online claim or download a 
claim form.  

For registered child care, you can download a claim form.  

Next steps 

To find out about eligibility for Child Care Benefit and how to start the claiming process, visit 
humanservices.gov.au/childcarebenefit  

Child Care Rebate 
Child Care Rebate is paid in addition to Child Care Benefit.  

You may be eligible to get Child Care Rebate if you are eligible for Child Care Benefit for 
approved child care (even if you are assessed at a zero rate due to your income). 

You need to meet the Child Care Rebate work, training or study test at some time during the week 
or have an exemption. You must also be using a Child Care Benefit approved service. 

The Child Care Rebate covers 50 per cent of your out-of-pocket expenses for child care up to a 
maximum amount per child per year.  

Child Care Rebate is not means tested. You cannot receive Child Care Rebate for registered care. 

Payment options 

There are four ways you can receive Child Care Rebate: 

• directly to your child care service/s fortnightly or weekly 

• directly to your bank account fortnightly or weekly 

• directly to your bank account quarterly, or 

• as a lump sum at the end of the financial year (only available for new customers when they claim 
an annual lump sum payment for Child Care Benefit after the financia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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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claim Child Care Rebate 

There is no claim form for Child Care Rebate.  

You do not need to claim Child Care Rebate separately. You will automatically be paid if you are 
eligible when you claim Child Care Benefit for approved child care. 

Next steps 

To find out more about Child Care Rebate, visit humanservices.gov.au/childcarerebate 

Jobs, Education and Training (JET) Child Care Fee 
Assistance 
JET Child Care Fee Assistance can provide extra help with the cost of approved child care.  

It may be available if you get an eligible income support payment, are eligible for the maximum 
rate of Child Care Benefit and doing approved activities such as work, job searching, training, study 
or rehabilitation as part of an Employment Pathway Plan.  

Payment options 

JET Child Care Fee Assistance is paid directly to your Child Care Benefit approved child care service 
on your behalf.  

It can help meet the cost of your child care by paying som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total child 
care fee and the amount covered by Child Care Benefit. You will still need to make a small 
contribution towards the cost of your child care. Half of this can be offset by the Child Care Rebate. 

Next steps  

To find out about eligibility for JET Child Care Fee Assistance and how to start the claiming 
process, visit humanservices.gov.au/jetccfa 

Estimate your child care assistance 
Use the Child Care Estimator on our website to estimate any child care entitlements you could get.  

You can estimate a dollar amount for Child Care Benefit for approved child care, Child Care 
Rebate, and out-of-pocket child care costs.  

The estimator helps you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child care, and is available by visiting 
humanservices.gov.au/estim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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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o get more information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payments and services we offer to help families with the costs of 
child care, visit humanservices.gov.au/childcare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accurate as at January 2013. If you’re reading this publication after that date, 
please check with us that the details are current.  

On 1 July 2011, Centrelink, Medicare Australia, Child Support Agency, the Family Assistance 
Office and CRS Australia became the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The 
department now provides their payments and services. You will see changes to our signage, 
websites, phone messages, references and logos on our correspondence as we change over to the 
new department. Learn more at humanservices.gov.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