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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인 정보 

1.  수령인 이름 

New York 
Capital View Park 
South Building, Room 204  
RENSSELAER, NEW YORK 12144 

 

2. 수신자의 하원의원 선거구 

* 비고 참조 

3. 지불 계좌 번호 및 유형 

* 비고 참조 

4. 고용주 식별 번호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1146013200W1 

5. 데이터 일반번호 체계 번호 (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DUNS) 
042387717 

6. 수신자의 고유 실체 식별자 

* 비고 참조 

7. 프로젝트 감독 혹은 연구책임자 

교부금 관리자 

 

8. 공인 공무원 

* 비고 참조 

 

연방 기관 정보 

9. 보상 기관 연락처 정보 

Christopher Felton 

교부금 관리 담당관  

christopher.felton@acf.hhs.gov  
617-565-2443 
 

10. 프로그램 사무원 연락처 정보 

Ellen Wheatley  

아동복지국 

ellen.wheatley@acf.hhs.gov  
202-401-4558 

 
연방 보상 정보 

 
11. 보상 번호 

2101NYCSC6 

12. 고유 연방 보상 식별 번호(Unique Federal Award Identification Number, FAIN) 

2101NYCSC6 

13. 법에 의해 규정된 권한: 

미국구조계획법 (American Rescue Plan Act, ARPA) 2021 [P.L. 117-002] 

14. 연방 보상 프로젝트 제목 

* 비고 참조 

15. 연방 국내지원 카탈로그(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 CFDA) 번호 

93.575 

16. CFDA 프로그램 제목 

아동보육 및 개발 정액 교부금 

17. 보상 조치 유형 

신규 

18. 보상 연구 및 개발인가요? 

* 비고 참조 

 
 
 
 
 
 
 
 

 
 
 
 
 

  

 연방 보상 개요 재정 정보 

19. 예산 기간 시작 날짜 10-01-2020 종료 날짜 09-30-2023 

20. 이 조치로 인해 의무화된 연방 기금 총액 

20a. 직접비 금액 

20b. 간접비 금액 관리 상계 

$1,124,501,000.00 
 

* 비고 참조 

* 비고 참조 
21. 명시 이월 * 비고 참조 

22. 상계 * 비고 참조 

23. 이 예산 기간에 의무화된 연방 기금 총액 $1,124,501,000.00 

24. 해당되는 경우 승인된 총 비용 분담 또는 일치 * 비고 참조 

25. 승인된 연방 및 비연방 기금 총액 * 비고 참조 

26. 프로젝트 기간 시작 날짜 10-01-2020 - 종료 날짜 09-30-2023 

27. 승인된 비용 분담 또는 일치를 포함한 연방 

보상 총액 

* 비고 참조 

   
  28. 프로그램 수입에 대한 승인 처리 

* 비고 참조 

29. 교부금 관리 담당관 - 서명 

  

 

   

각주 

  Christopher Felton 

교부금 관리 담당관 

 

이 보상은 ARP 보육안정기금을 위한 것입니다. 

 
  

mailto:ellen.wheatley@acf.hh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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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인 정보 

New York 
Capital View Park 
South Building, Room 204  
RENSSELAER, NEW YORK 12144 
 

고용주 식별 번호 (EIN): XXXXXXXXXXXX  

데이터 일반번호 체계 번호 (DUNS) 042387717 

수신자의 고유 실체 식별자: * 비고 참조 

대상 클래스: 41.15 

  

   
   

재정 정보 

   

책정액 CAN 배당 상기 조치 보상 현재까지 누적 

교부금 

문서 번호 기금 유형 

75-21-1515 2021,G990238  $1,124,501,000.00 $1,124,501,000.00 2101NYCSC6 자유 재량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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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약관 

 

일반 약관은 공식과 블록 보조금을 포함해 모든 필수 교부금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약관은 https://www.acf.hhs.gov/grants/mandatory-formula-

block-and-entitlement-gran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추가 약관은 아래 명시된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추가 요건입니다. 

 

주관 기관은 본 프로그램에 대한 보상의 수락을 통해 본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 및 추가 약관에 포함된 요건을 준수하기로 동의합니다. 본 

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방 기금이 손실될 수 있으며 본 교부금 지급 중단 또는 종료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가족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 아동복지국(Office of Child Care, OCC) 

 

보육안정기금 미국구조계획(ARP)법 

아동보육 및 개발 자금 교부금 목록 번호 [93.575] 

 

해당되는 법률, 법령, 규정 

 

1. 이 프로그램의 관리 시 다음을 적용 받습니다.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 ARP)법의 법적 요건 2021 [P.L. 117-2] (https://www.congress.gov/117/bills/hr1319/BILLS- 

117hr1319enr.pdf). 

 아동보육 개발 정액 교부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CCDBG) 법 및 관련 규정 

a. CCDBG 법은 미국 42 U.S.C §9857 et seq.에 성문화되었습니다. 

b. 시행 프로그램 규정은 45 CFR 파트 98 및 99에 있습니다. 

(https://ecfr.federalregister.gov/current/title-45/subtitle-A/subchapter-A/part-98 및 https://ecfr.federalregister.gov/current/title-45/subtitle-

A/subchapter- A/part-99). 

 현행 CCDF 주, 준주 또는 종족 계획의 조항이며 승인 받은 수정사항이나 개정사항까지 포함합니다. 

 

2. ARP 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육아안정자금에 관한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OCC 웹사이트 www.acf.hhs.gov/occ에서 찾아볼 수 

있음), 이러한 기금은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CCDF 재량 요건을 따릅니다. 주관 기관은 보육 안정화를 사용하여 유자격 보육 

사업자에게 제공자의 현재 운영비 명세액을 기준으로 부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격있는 보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모든 단독 소유자 또는 독립 계약자 포함)에 대한 급여 및 임금 또는 유사한 보상, 직원 복리후생비, 보험료 또는 직원 채용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 인건비. 

 임대료 (임대 계약에 따른 임대료 포함) 및 주택담보대출 의무, 공공요금, 시설 유지보수, 개선사항 또는 보험에 대한 지급. 

 개인 보호 장비, 세척 및 소독 용품 및 서비스 또는 보건 및 안전 관행과 관련된 교육 및 전문성 개발. 

 COVID-19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및 물품 구매 또는 갱신. 

 보육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재개하는 데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 

 아동 및 직원 대상 정신 건강 관리 지원. 

 

3. HHS 보상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 요건, 비용 원칙 및 감사 요구 조건은 45 CFR 파트 75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5 CFR §75.101(d)에 따라, 

45 CFR 파트 75에 있는 연방 규정의 제한된 부분만 CCDF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하위 파트 A, "약어 및 정의"는 계속 적용됩니다. 

 하위 파트 B, “일반 조항”은 계속 적용됩니다. 

 하위 파트 C, §75.202를 제외하고 해당되지 않는 "보상 전 요건"은 연방 보상 기관에 계속 적용됩니다. 

 하위 파트 D, §§75.351-.353를 제외하고 해당되지 않는 "보상 후 요건"은 계속 적용됩니다. 

 하위 파트 E, “비용 원칙”은 45 CFR §98.84에 진술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위 파트 F, "감사 요건"은 계속 적용됩니다 (OMB Circular A-133의 규정을 대체합니다). 

 

4. 45 CFR 87.2(b)에 따라, 45 CFR 파트 87에 있는 연방 규정의 조항들이 CCDF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5. 추가 적용 규정 및 요구 사항은 다음의 필수 일반 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블록 및 지원 혜택 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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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자금의 비용 분담 또는 매칭(비연방 분담금) 

 

6. 자금은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된 다른 연방, 주 및 지방 공공 기금을 보충하고 대체하지 않는 데 

사용됩니다. 

 

7. 이러한 교부금 기금은 다른 연방 교부금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와 준주 

8. 주와 준주의 경우, 이 프로그램에 대한 보육 안정 자금은 프로그램 비용에 대해 100%연방 재정 보조(Federal Financial Participation, FFP) 

요율로 주어지며, 이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금의 비연방 정부 몫이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즉 주 또는 준주 일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족 

9. 종족의 경우, 이 프로그램에 대한 보육 안정 자금은 프로그램 비용에 대해 100% FFP 요율로 주어지며, 이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금의 

비연방 정부 몫이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즉 종족 일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무 보고 및 요구사항 

 

10. 본 교부금에 따라 지급된 연방 기금은 보상의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합니다. 

 

11. 각 교부금 수령인의 재정 및 회계 절차는 필요한 보고서 작성과 지출 추적이 약관을 위반하여 연방 자금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수준까지 허용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12. 관리 비용 상한. 

 정기 CCDF 관리 비용 상한(주와 준주 5%, 종족 15%)은 ARP에 따른 보육 안정 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와 준주은 부분 교부금을 관리하고, 부분 교부금 기회를 신청하고 액세스하기 위한 기술 방조 및 지원을 제공하고, 부분 교부금의 

유용성을 공표하고, 보육의 제공을 늘리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며, 보육 사업자들을 돕기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보육안정기금의 10퍼센트 이하를 적립해야 합니다. 

 

 종족은 부분 교부금을 관리하고, 부분 교부금 기회를 신청하고 액세스하기 위한 기술 방조 및 지원을 제공하고, 부분 교부금의 

유용성을 공표하고, 보육의 제공을 늘리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며, 보육 사업자를 위한 기술 지원을 위해 보육안정기금의 20퍼센트 

이하를 적립해야 합니다. 안정화 자금으로 보상되는 CCDF 기준금액은 본 관리비 상한 적용 대상 금액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3. 양질의 지출 요건(CCDBG 법 - 45 CFR 98.53의 658G에)과 직접 서비스 지출 요건(CCDBG 법 - 45 CFR 98.50(f) 및 (g)의 658E(c)( 3)(D)와 

(E)에)은 육아안정기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4. 신고. 이 기금은 정부 전체 및 CCDF별 보고 요건을 따릅니다. OCC는 웹사이트 www.acf.hhs.gov/occ 와 중앙 집중식 ACF COVID-19 

리소스 웹사이트 https://www.acf.hhs.gov/coronavirus에서 신고 요건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15. 의무/청산 마감 기한. 

 육아 안정 자금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2023년 9월 30일까지 청산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마감 

시한에 따라 의무화되거나 청산되지 않은 이 보상의 연방 기금은 ACF가 회수합니다. ARP 법에 따른 기금은 국가 및 푸에르토리코의 

경우 45 CFR 98.64(b) 및 종족의 경우 45 CFR 98.64(d)의 재배정 절차를 따릅니다. 또한, 주, 준주 또는 종족은 2021년 12월 11일까지 

ACF에 양육안정자금의 50% 이상을 의무화할 수 없을 경우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신고 

 

16. 신고. 이 기금은 정부 전체 및 CCDF별 보고 요건을 따릅니다. OCC는 웹사이트 www.acf.hhs.gov/occ.에서 신고 요건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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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고 

 

17. OCC는 웹사이트 www.acf.hhs.gov/occ에서 부동산 신고 요건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ACF 자산 지침은 

https://www.acf.hhs.gov/grants/real-property-and-tangible-personal-property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 

 

18. 이 프로그램의 약관은 페이지 하단의 여백에 표시된 날짜부터 유효하며 변경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약관은 새로운 프로그램 관련 법령, 

규정 또는 기타 요건이 제정될 때마다 또는 적용 가능한 기존 연방법령, 규정, 정책, 절차 또는 제한이 수정, 수정 또는 폐지될 때마다 

필요한 경우에만 업데이트되고 재발행됩니다. 

 

연락처 

 

19. 프로그램 운영 또는 관련 재정 또는 교부금 사항에 관한 추가 정보나 문의 사항은 배정된 교부금 전문가 또는 OCC 지역 사무소로 

이동해야 하며 수상자 통지서 또는 OCC 지역 사무소 및 보상 공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 이 필드는 표준화된 보상 통지서에 포함되며 다음 분기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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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약관 
 

일반 약관은 공식과 블록 보조금을 포함해 모든 필수 교부금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약관은 

https://www.acf.hhs.gov/grants/mandatory-formula-block-and-entitlement-gran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추가 약관은 

아래 명시된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추가 요건입니다. 

 

주관 기관은 본 프로그램에 대한 보상의 수락을 통해 본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 및 추가 약관에 포함된 요건을 

준수하기로 동의합니다. 본 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방 기금이 손실될 수 있으며 본 교부금 지급 중단 또는 종료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가족실(A C F)  

아동복지국(OCC) 

 

보육안정기금 

미국구조계획(ARP)법 

아동보육 및 개발 기금 교부금 
지원 목록 번호 [93.575] 

 

해당되는 법률, 법령, 규정 

   

1. 이 프로그램의 관리 시 다음을 적용 받습니다. 

 미국 구조 계획(ARP)법의 법적 요건 2021 [P.L. 117-2] (https://www.congress.gov/117/bills/hr1319/BILLS-

117hr1319enr.pdf). 

 아동보육 개발 정액 교부금(CCDBG) 법 및 관련 규정 

a. CCDBG 법은 미국 42 U.S.C. §9857 et seq.에 성문화되었습니다. 

b. 시행 프로그램 규정은 45 CFR 파트 98 및 99(https://ecfr.federalregister.gov/current/title-45/subtitle-

A/subchapter-A/part-98 및 https://ecfr.federalregister.gov/current/title-45/subtitle-A/subchapter-A/part-99)에 

있습니다. 

 현행 CCDF 주, 준주 또는 종족 계획의 조항이며 승인 받은 수정사항이나 개정사항까지 포함합니다. 

 

2. ARP 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육아안정자금에 관한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OCC 웹사이트 

www.acf.hhs.gov/occ에서 찾아볼 수 있음), 이러한 기금은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CCDF 재량 요건을 

따릅니다. 주관 기관은 보육 안정화를 사용하여 유자격 보육 사업자에게 제공자의 현재 운영비 명세액을 

기준으로 부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격있는 보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모든 단독 소유자 또는 독립 계약자 포함)에 대한 급여 및 임금 또는 유사한 보상, 직원 복리후생비, 

보험료 또는 직원 채용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 인건비. 

 임대료 (임대 계약에 따른 임대료 포함) 및 주택담보대출 의무, 공공요금, 시설 유지보수, 개선사항 또는 

보험에 대한 지급. 

 개인 보호 장비, 세척 및 소독 용품 및 서비스 또는 보건 및 안전 관행과 관련된 교육 및 전문성 개발. 

 COVID-19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및 물품 구매 또는 갱신. 

 보육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재개하는 데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 

 아동 및 직원 대상 정신 건강 관리 지원. 

https://www.congress.gov/117/bills/hr1319/BILLS-117hr1319enr.pdf
https://www.congress.gov/117/bills/hr1319/BILLS-117hr1319enr.pdf
https://ecfr.federalregister.gov/current/title-45/subtitle-A/subchapter-A/part-98
https://ecfr.federalregister.gov/current/title-45/subtitle-A/subchapter-A/part-98
https://ecfr.federalregister.gov/current/title-45/subtitle-A/subchapter-A/part-99
http://www.acf.hhs.gov/o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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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HS 보상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 요건, 비용 원칙 및 감사 요구 조건은 45 CFR 파트 75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5 CFR §75.101(d)에 따라, 45 CFR 파트 75에 있는 연방 규정의 제한된 부분만 CCDF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하위 파트 A, "약어 및 정의"는 계속 적용됩니다. 

 하위 파트 B, “일반 조항”은 계속 적용됩니다. 

 하위 파트 C, §75.202를 제외하고 해당되지 않는 "보상 전 요건"은 연방 보상 기관에 계속 적용됩니다. 

 하위 파트 D, §§75.351-.353를 제외하고 해당되지 않는 "보상 후 요건"은 계속 적용됩니다. 

 하위 파트 E, “비용 원칙”은 45 CFR §98.84에 진술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위 파트 F, "감사 요건"은 계속 적용됩니다 (OMB Circular A-133의 규정을 대체합니다). 

 

4. 45 CFR 87.2(b)에 따라, 45 CFR 파트 87에 있는 연방 규정의 조항들이 CCDF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5. 추가 적용 규정 및 요구 사항은 다음의 필수 일반 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블록 및 지원 혜택 교부금. 

 

프로그램 자금의 비용 분담 또는 매칭(비연방 분담금) 

 

6. 자금은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된 다른 연방, 주 및 지방 공공 기금을 보충하고 

대체하지 않는 데 사용됩니다. 

 

7. 이러한 교부금 기금은 다른 연방 교부금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와 준주 

8. 주와 준주의 경우, 이 프로그램에 대한 보육 안정 자금은 프로그램 비용에 대해 100% FFP(연방 재정 보조) 요율로 

주어지며, 이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금의 비연방 정부 몫이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즉 주 또는 준주 일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족 

9. 종족의 경우, 이 프로그램에 대한 보육 안정 자금은 프로그램 비용에 대해 100% FFP(연방 재정 보조) 요율로 

주어지며, 이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금의 비연방 정부 몫이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즉 종족 일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무 보고 및 요구사항 

 

10. 본 교부금에 따라 지급된 연방 기금은 보상의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합니다. 

 

11. 각 교부금 수령인의 재정 및 회계 절차는 필요한 보고서 작성과 지출 추적이 약관을 위반하여 연방 자금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수준까지 허용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12. 관리 비용 상한. 

 정기 CCDF 관리 비용 상한(주와 준주 5%, 종족 15%)은 ARP에 따른 보육 안정 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와 준주은 부분 교부금을 관리하고, 부분 교부금 기회를 신청하고 액세스하기 위한 기술 방조 및 지원을 

제공하고, 부분 교부금의 유용성을 공표하고, 보육의 제공을 늘리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며, 보육 사업자들을 

돕기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보육안정기금의 10퍼센트 이하를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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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족은 부분 교부금을 관리하고, 부분 교부금 기회를 신청하고 액세스하기 위한 기술 방조 및 지원을 

제공하고, 부분 교부금의 유용성을 공표하고, 보육의 제공을 늘리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며, 보육 사업자를 

위한 기술 지원을 위해 보육안정기금의 20퍼센트 이하를 적립해야 합니다. 안정화 자금으로 보상되는 CCDF 

기준금액은 본 관리비 상한 적용 대상 금액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3. 양질의 지출 요건(CCDBG 법 - 45 CFR 98.53의 658G에)과 직접 서비스 지출 요건(CCDBG 법 - 45 CFR 98.50(f) 및 

(g)의 658E(c)(3)(D)와 (E)에)은 육아안정기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4. 신고. 이 기금은 정부 전체 및 CCDF별 보고 요건을 따릅니다. OCC는 웹사이트 www.acf.hhs.gov/occ 와 중앙 

집중식 ACF COVID-19 리소스 웹사이트 https://www.acf.hhs.gov/coronavirus에서 신고 요건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15. 의무/청산 마감 기한. 

 육아 안정 자금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2023년 9월 30일까지 청산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마감 시한에 따라 의무화되거나 청산되지 않은 이 보상의 연방 기금은 ACF가 회수합니다. 

ARP 법에 따른 기금은 국가 및 푸에르토리코의 경우 45 CFR 98.64(b) 및 종족의 경우 45 CFR 98.64(d)의 

재배정 절차를 따릅니다. 또한, 주, 준주 또는 종족은 2021년 12월 11일까지 ACF에 양육안정자금의 50% 

이상을 의무화할 수 없을 경우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신고 

 

16. 신고. 이 기금은 정부 전체 및 CCDF별 보고 요건을 따릅니다. OCC는 웹사이트 www.acf.hhs.gov/occ 에서 신고 

요건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신고 

 

17. OCC는 웹사이트 www.acf.hhs.gov/occ에서 부동산 신고 요건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ACF 자산 

지침은 https://www.acf.hhs.gov/grants/real-property-and-tangible-personal-property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 

 

18. 이 프로그램의 약관은 페이지 하단의 여백에 표시된 날짜부터 유효하며 변경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약관은 

새로운 프로그램 관련 법령, 규정 또는 기타 요건이 제정될 때 마다 또는 적용 가능한 기존 연방법령, 규정, 정책, 

절차 또는 제한이 개정, 수정 또는 폐지될 때마다 필요한 경우에만 업데이트되고 재발행됩니다. 

 

연락처 

 

19. 프로그램 운영 또는 관련 재정 또는 교부금 사항에 관한 추가 정보나 문의 사항은 배정된 교부금 전문가 또는 OCC 

지역 사무소로 이동해야 하며 보상 공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acf.hhs.gov/occ
https://www.acf.hhs.gov/coronavirus
http://www.acf.hhs.gov/occ
http://www.acf.hhs.gov/occ
https://www.acf.hhs.gov/grants/real-property-and-tangible-personal-proper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