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와이
보육 정보 

가이드

하와이 보육 정보센터 
무료 상담 및 정보 제공

PATCH는 하와이 전역에 위치한 보육관련 
자원 및 소개/위탁 단체입니다. PATCH
의 미션은 하와이의 아이들을 위한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808) 839-1988 (오아후)
(808) 961-3169 (하와이 동부)
(808) 322-3500 (하와이 서부)
(808) 242-9232 (마우이)
(808) 246-0622 (카우아이)
(800) 498-4145 (몰로카이/라나이)
이메일: patch@patchhawaii.org

The Parent Line은 하와이주 전역에 걸쳐 
제공되는 비밀 보장 무료 전화 서비스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보육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화 상담을 통하여 
어린이 양육 및 청소년 행동 발달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드립니다.

 (808) 526-1222 (오아후)
1-800-816-1222 (이외 인근 섬, 무료)

본 서비스는 하와이주 사회 복지부에서 지원하며
하와이 가정 대학 센터에서 주관한

Learning to Grow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올바른

조기 교육의 선택이

우리 아이의

학습, 사고, 행동을

평생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보육 제공의 주체 

(가족, 친지, 혹은 전문가)와 별개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때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란 
무엇인가?
보육 서비스 제공자와 아이들간의 교류 

방법을 통해 그 보육 서비스의 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의 보육자가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사랑과 존중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지님

아이들과의 교류를 진심으로 즐겁게 
생각함

아이들의 연령과 흥미에 맞추어 

교육을 제공함

매일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책을 

읽어주어 독서를 권장함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긍정적인 

격려를 통해 아이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바른 태도를 이끌어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탐구와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함

KOREAN



3. 가족, 친구, 혹은 이웃이 제공하는 보육

(라이센스 면제**) 개인의 자택 혹은 보육 

아동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보육을 지원하는 
친척 (예: 이모/고모, 삼촌,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 또는 친구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님: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편안한 지인이 
보육을 제공함

 일정 조정이 보다 유연하며 아픈 

아이들의 보육에 더 용이할 수 있음

* * 라이센스가 면제된 보육 서비스 제공자는 

하와이 주에서 요구하는 보육 서비스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수 있음.

2. 가정 보육 홈 (등록된 기관*) 개인 보육 

사업자가 개인 사유의 가정집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 제공

 센터를 근거로 하는 기관들보다 일정 

조정이 유연함

* 인증 혹은 등록된 보육 서비스 제공자란 하와이 

주에서 공인한 보육시설 운영 허가 증서를 

수여하였고 최소한의 건강, 안전 및 응급 치료와 

CPR 훈련을 이수한 개인 또는 단체/기관을 

의미합니다

공인된 보육 서비스는 인증된 보육 기관/단체를 

관장하는 Family Child Care (NAFCC)와 등록된 

개인 보육 서비스 제공자를 관장하는 National 

Association of Family Child Care (NAFCC)와 

같은 기관에서 설립한 최상의 보육 기준을 

준수합니다. 일부의 자격 소지 보육 서비스 

제공자는 공인 받은 기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우리 아이를 위한 
보육 서비스 옵션은?
대표적 보육 서비스의 세가지 형태.

1. 보육 센터 (인증 기관*) 다수의 아이들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보통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한명 이상의 보육자가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생기더라도 공백 

없이 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또래 아이들과의 단체생활을 통해 사회 

생활 시작의 기회를 제공함

 아동 발달 및 조기 교육 관련 정규 교육, 

응급 처치 및 CPR 훈련을 받은 보육 

교사가 상시 대기함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1 단계: 어떤 옵션이 우리 가족의 상황, 
추구하는 가치 외 다른 관련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지 고려  해 볼 것

 2 단계: 적절한 후보 선정 및 추려내기

 3 단계: 보육 제공자와 면담하기; 아이와 
부모의 요건에 얼만큼 부흥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육 및 훈육 외 기타 
활동내용과 보육자의 경력사항 등에 대해 
질문하기

 4 단계: 방문하여 관찰하기; 보육 환경이 
청결하고 안전하며 긍정적인 분위기인지 
확인할 것

 5 단계: 최소 2명으로부터 자문 구하기;
고려 중인 보육 시설에 있는 기존의 
학부모와 아이들을 통해 제공받는 보육 
서비스와 제공자들에 관한 정보 문의하기

 6 단계: 수집한 정보와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선택하기

 7 단계: 늘 예의 주시하며 참여하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생긴다면 공손한 태도로 
보육 제공자와 대화를 통해 아이에게 
유익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