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0/2021 

Dear Parents 
 
안녕하세요. 

 
정부는 가족에게 더 많은 지원을 더 빨리 제공하기 위해 처음 2021–22 예산에서 발표된 것보다 일찍 변경  
사항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더 높은 CCS 보조 및 연간 한도 폐지 
 
★ 2021년 12월 10일부터 CCS를 받는 모든 가족의 연간 한도가 폐지됩니다. 

 소득이 $190,015(2021–22) 이상인 가정의 경우 각 회계연도에 자녀 1인당 연간 보조금 상한선이 
$10,655이었지만 2021년 12월 10일부터 CCS를 받는 모든 가족의 연간 한도가 폐지됩니다. 
 

★2022년 3월 7일부터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은 더 높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354,305 미만이고 보육 시설에 5세 이하의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경우 둘째 이하의  

더 어린자녀에 대해 더 높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CCS를 받고 있는 가족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Services Australia는 자격이 있는 둘째 이하의 자녀에 대해 CCS를 자동으로 인상합니다. 

 
★ CCS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tails about the changes to CCS are available on our website.. 
 
BREAKING: Higher CCS for multiple children and removal of annual cap brought forward 

We’re making changes to the Child Care Subsidy (CCS) to help families who currently pay the most and 
experience the biggest barriers to participation in work. 

From 10 December 2021, we’re removing the annual cap for all families who get CCS. 

From 7 March 2022, families with more than one child in care will get a higher subsidy. 

These changes were announced in the 2021–22 Budget. We’re implementing the changes earlier than initially 
announced to provide more support to families sooner. 
 
★Annual cap 

 Families earning more than $190,015 (2021–22 terms) have an annual subsidy cap of $10,655 per child 
each financial year. 

 From 10 December 2021, we’re removing the annual cap for all families who get CCS. 
 

★Families with more than one child in care 
 From 7 March 2022, families with children aged five or under in care will get a higher subsidy for their 

second child and younger children. 
 Who will be eligible? Families may be eligible if they:  

 earn less than $354,305 
 have more than one child aged five or under in child care. 

 What do families need to do? Families already getting CCS don’t need to do anything. Services 
Australia will automatically increase the CCS for eligible second and younger children. 

★Details about the changes to CCS are available on our website.. 

https://education.us17.list-manage.com/track/click?u=e11e7c8d748ec85b8de00986c&id=17afd40e54&e=a96a569355
https://education.us17.list-manage.com/track/click?u=e11e7c8d748ec85b8de00986c&id=17afd40e54&e=a96a56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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