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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육감의 서한 

친애하는 메릴랜드 유아 교육가, 보육 제공자, 학부모 및 커뮤니티 회원 귀하: 

메릴랜드 리빌드는 2 년 넘게 지속된 파괴적인 팬데믹과 보육 제공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서 

비롯된 독특한 보조금 기회입니다. 지난 24 개월 동안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주정부의 허가된 보육 

프로그램과 그 업무를 안정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3 억 달러 이상의 연방 보조금을 분배했습니다.   

2020 년 3 월 30 일, 보육 서비스 제공자들의 29% 만이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문을 닫은 후 

재개했습니다. 현재, 허가를 취득한 프로그램의 98% 가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프로그램이 최대 

용량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메릴랜드 주에서는 보육 공급이 감소하고 있었지만, 

팬데믹은 그 감소를 가속화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허가를 신청하고 확보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든 지역의 전담 허가 전문가는 900 개 이상의 

보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팬데믹은 또한 어린 학습자의 학교 준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데믹 첫 해에는 유치원 입학률이 25% 

감소했습니다. 지도를 받는 아이들 대부분은 사실상 조기학습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올해 유치원 

준비도 평가 (Kindergarten Readiness Assessment, KRA) 자료는 이를 반영하며, 메릴랜드의 유치원생 

중 40% 만이 유치원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교실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준비도 점수 하락은 KRA 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2019–2020 학년도 (47%) 보다 7 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대다수의 유치원생 (60%) 은 유치원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지식, 기술 및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33%의 유치원생은 준비 상태에 접근하고 있으며 추가 교육이 

필요할 수 있으며, 27% 의 유치원생은 KRA 에서 부상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표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월에 출범한 메릴랜드 리드는 지역 교육청 (LEA) 이 독서의 과학에 부합하는 자신의 직원을 육성하고 

규모를 확대하여 학생들이 메릴랜드 미래 청사진에 명시된 대학 및 직업 준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니셔티브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증거 기반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특히 지원이 가장 

필요하고 팬데믹의 큰 영향을 받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학교 시스템과 

직접 협력하여 증명 포인트를 구축하고 주에서 주요 교육 과제를 해결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투자를 보완하여 메릴랜드 리빌드는 보육 제공자 및 유아 교육자, 지원 가족 및 자녀와 직접 협력하고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육 시스템의 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초창기는 두뇌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메릴랜드 리빌드는 모든 어린이, 

가족, 보육 제공자 및 교육자, 특히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위한 보육 시스템을 구상하는 

미래지향적 보조금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보조금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는 여섯 가지의 높은 레버리지 

전략에 집중하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초점 분야, 예시 프로그램 모델, 관련 연구,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파트너십을 제공합니다.  

팬데믹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격차와 

불평등이 존재했고, 우리가 다르게 행동하지 않는 한 그 격차는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팬데믹 인해 보육 

프로그램, 유아 교육자, 가족 및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제공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메릴랜드의 미래 청사진에 의해 설정된 학습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유아 교육 

전문직을 높이려면 강력한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야심차고 혁신적인 노력과 깊은 수준의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 아동, 다국어 아동, 노숙을 경험하는 아동, 저소득층 아동 등 가장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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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들에게 우수한 교육 및 사회적-정서적 결과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 

일을 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메릴랜드 리빌드는 이 도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와 영감을 주 내의 모든 지역사회에 제공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모하메드 초드허리 (Mohammed Choudhury) 드림  

학교의 주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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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설명  

메릴랜드 리빌드는 메릴랜드 주 교육부 (MSDE) 의 보조금 기회로 연방 자금을 활용하여 보육 시스템을 

안정화, 강화 및 유지하고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 정부의 보육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적격한 신청자의 신청은 가족들이 높은 보육 비용을 찾고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보육 제공자가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정신 건강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유아 인력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하고, 가족 보육 사업의 탄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021 년 8 월,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미국 구조 계획 (American Rescue Plan(ARP)) 을 통해 메릴랜드에 

제공되는 연방 자금 1 억 9,300 만 달러에 대한 우선순위를 듣기 위해 주 전역의 거의 1,300 명의 보육 

제공자와 학부모와 함께 세 개의 주 전체 가상 타운 홀을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제기한 주요 

우선순위에는 급여 인상과 함께 보육 직원의지원 모집 및 유지; 보육 직원에 대한 전문 개발 및 교육 전액 

지원; 보육에 접근하기 위해 장학금을 사용해야 하는 부모에 대한 보조금 축소 또는 면제,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이 보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확대, 지역 사회, 학교 및 보육 환경 전반에 걸쳐 정신 건강 지원을 

제공하여  어린이, 가족 및 보육 제공자가 이러한 자원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참가자들 메릴랜드 주 교육부가 연방 자금에 액세스하고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 여러 형식과 

언어로 사용할 수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 전역의 보육 제공자가 자금을 광범위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가상 타운홀 미팅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를 듣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메릴랜드 리빌즈 허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메릴랜드의 유아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 6 개의 고도 활용 전략에 따라 보조금이 수여됩니다: 

• 양질의 보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 우수성의 조기학습 모델 

• 정신 건강 지원 및 서비스 확대 

• 매우 효과적인 보육 인력 성장 

• 가족 보육 강화 

• 조정된 유치원 등록 시스템 발전 

각 하이 레버리지 전략은 특정 요구 사항과 함께 추가로 정의됩니다. 신청자는 전략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고 계획된 활동이 전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어떤 제품 및/또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인지, 그리고 

이 활동이 유아 커뮤니티에 미치는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조금 프로그램 이름 

메릴랜드 리빌드  

허가증 

2021 년 미국 구조 계획 (ARP) 법 (American Rescue Plan (ARP)); 아동 돌봄 및 개발 블록 보조금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CCDBG) 

목적 

보육 시스템을 안정화, 강화 및 유지하기 위해 연방 기금을 활용하고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의 보육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https://www.congress.gov/117/plaws/publ2/PLAW-117publ2.pdf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5-title42/html/USCODE-2015-title42-chap105-subchapII-B.htm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5-title42/html/USCODE-2015-title42-chap105-subchapII-B.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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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이 보조금 정보 가이드는 2022 년 8 월 30 일에 출시되었습니다.  

마감일 

신청은 2022 년 10 월 10 일 오후 11 시 59 분까지다.  

부여 기간 

2022 년 12 월 1 일 ~ 2024 년 6 월 30 일  

사용 가능한 자금 총액 

4,300 만 달러 

예상 보조금 수 

40-55 

제출 지침 

11 시 59 분까지 신청자는 에릴랜드 리빌드 신청서 및 모든 필수 첨부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2 년 

10 월 10 일 이 메일로 marylandrebuilds.msde@maryland.gov.  

모든 결과물은 상원 법안 617 에 명시된 현재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WCAG 2.1 레벨 AA) 접근성 

표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국가책임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수여자의 업무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데이터, 문서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요청 시 추가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연락처  

앙드레 머레이  

프로그램 관리자, 유아 교육 부서 

(410) 767-0583 

marylandrebuilds.msde@maryland.gov 

 

자금 사용  

자금은 다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급료와 임금 

● 교육 자료 

● 마케팅 도구 

● 번역 서비스 

● 컨설팅 및 기술 지원 

● 비품 및 자재 

 

자금은 다음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자본개선 

● 보조금 승인 전에 발생한 비용 

mailto:marylandrebuilds.msde@maryland.gov
file:///C:/Users/slozano/AppData/Local/Temp/Temp2_OneDrive_1_7-25-2022.zip/marylandrebuilds.msde@maryland.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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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성 

비영리 단체, 고등 교육 기관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HE)), 지방 교육 기관 (Local 

Education Agencies (LEA)), 지방 유아 자문 위원회 (Local Early Childhood Advisory Councils 

(LECAC)), 주디 센터, 민간 보육 제공 업체 및 공립 유치원 프로그램은 하이 레버리지 전략에 따라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력회사 및 협력법인도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수상을 할 때 몇 가지 목표를 고려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지리적 요구의 차이에 

부합하는 서비스 및 지원의 분배 달성, 소외된 인구 통계 하위 그룹의 참여 증가, 이전에 주 보조금 

프로그램에 지원할 자격이 없거나 성공적으로 지원한 적이 없는 지원자에게 수여 대상을 확대합니다. 

시작하기 

 

❖ 이 문서는 참가 기회, 신청 절차 및 보조금 프로그램 일정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므로 

전체적으로 읽으십시오.  자세한 정보와 업데이트는 메릴랜드 리빌드 웹 페이지를 계속 

모니터링하십시오.  

❖ 6 가지 보조금 전략 각각에 대해 “현장에서 얻은 영감” 으로 확인된 추가 자원과 독해에 대한 

링크를 살펴보세요. 

❖ 비동기 보기를 위해 온라인으로 기록 및 게시되는 실시간 정보 세션에 참석하여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아동, 가족 및 보육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평가하여 확인된 요구 사항을 가장 잘 충족하는 

전략을 결정하고 계획을 시작하십시오.  

❖ 하이 레버리지 전략이 보육 시스템 개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 이번 기회를 통해 혁신을 도모하고 영감을 주는 동시에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 신청서 제출을 담당하는 주요 연락 담당자 및 주요 협력자를 식별합니다.   

❖ 유아 교육자, 보육 제공자, 지역 사회 지도자 및 가족의 의견을 수렴 할 수있는 기회를 

구축하십시오.   

❖ 메릴랜드 주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전략 세션과 사무실 시간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응용 프로그램을 개선하십시오.  

 

❖ 하나의 일반 정보 세션과 적절한 전략 정보 세션에 참석합니다. (요구됨)  

❖ 온라인 보조금 신청서를 부록과 함께 제출한다. (요구됨)   

알아보기 

사려할 점 

협업 

신청 

https://earlychildhood.marylandpublicschools.org/MDRebui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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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레버리지 전략 

양질의 보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으며 수준 높은 보육은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중요합니다. 

신청자는 보육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한 역사적인 신규 투자를 활용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양질 

보육으로 가족을 연결합니다. 신청자는 다음 두 가지 중점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을 위한 유아 지역 기술 지원 센터 (들) 을 만듭니다. 주요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o 메릴랜드의 대표성이 부족한 아이들과 소외된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보육 

장학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증가; 

o 1) 다양한 매체를 통한 참여를 포함하여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웃리치 계획을 

개발하고, 2) 캠페인이 의도된 청중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평가 계획을 개발함으로써 

다언어 가족을 포함하여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을 지원에 서비스가 부족한 가족을 

연결한다; 

o 보육 장학금 프로그램 및 기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을 지원하는 기술 지원 

센터에서 일하게 될 가족 지원 전문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십시오; 

o 보육 장학금 신청 및 자격 결정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가족에게 도구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o 가족에서 사용하는 기본 언어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인 가정에 직접 다언어 지원을 

제공하여 해당 가족이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o 발달지체 또는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족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 및 

o 메릴랜드 엑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육 제공자를 찾는 데 가족을 지원합니다. 

• 메릴랜드 엑셀 시스템 내에서 보육 제공자의 참여와 발전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역 

아웃리치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주요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o 메릴랜드 엑셀에 참여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참여를 포함하는 아웃리치 및 마케팅 

계획을 통해 메릴랜드 인증을 획득한 보육 제공자의 수 증가 및 캠페인이 의도된 

청중에게 도달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평가 계획을 통해; 그리고 잠재적 참가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서 아웃리치를 통해; 

o 메릴랜드 엑셀 내의 수준을 증가한 보육 제공자는 지원 및 전문적인 학습 제공을 

통해 탁월합니다 (전문적인 학습 기회는 교육 기관 또는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 될 수 있음). 신청서에 승급 일정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o 메릴랜드 인증 지원 자금 및 메릴랜드 엑셀 품질 보증 전문가와 같은 자원에 

공급자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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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공자에게 메릴랜드 엑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양식 및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기술 지원 제공; 그리고 

o 언어가 영어가 아닌 보육 제공자에게 지원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필드에서 얻은영감 

 

추가 읽기 

• 두 시카고 커뮤니티의 보육 찾기:  라티나 모녀의 목소리 (시카고 대학교) 

• 장애아동의 양질의 보육 접근 및 특수한 요구에 대한 통찰력 (시카고 대학교) 

• 아동 동향 ’Abriendo Puertas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아동 동향)  및 Abriendo Puertas | 문 

열기 

• 가족을 만나는 장소: 일차 진료를 통한 보육 내비게이션 지원 (필라델피아 어린이 병원) 

• 보육은 일부 사립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NPR)  

 

잠재적 신청자 

• 기술 지원 센터 

• 비영리 단체 

• LEAs 

• 협력회사 및 협력법인도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 대한 자금 조달 

• 총 이용 가능 금액: $ 4,000,000 

• 부여된 예상 보조금 수: 3-6 

• 상여의 평균 범위: $ 50 만 - $ 100 만 

  

효과적인 친족 네비게게이터 
프로그램 구축 전략 
 
 
아동 동향 

보육 보조금에 대한 라틴계 접근에 
대한 면밀한 검토 
 
 
CLASP 
 
 
 
아동 동향 

켄터키 보육 자원 및 위탁 
네트워크 
 

 
켄터키에 대해 알고 있는 보육 

https://crownschool.uchicago.edu/finding-childcare-in-two-chicago-communities
https://www.urban.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99146/insights_on_access_to_quality_child_care_for_children_with_disabilities_and_special_needs_1.pdf
https://www.latinopolicyforum.org/resources/training/document/BRIEF_childtrends.org_wp-content_uploads_2014_06_Abriendo-Puertas-Execut....pdf
https://ap-od.org/home-english/
https://ap-od.org/home-english/
https://policylab.chop.edu/blog/meeting-families-where-they-are-child-care-navigation-supports-through-primary-care
https://www.npr.org/2022/01/04/1064124004/child-care-is-getting-more-support-from-some-private-companies
https://www.childtrends.org/publications/strategies-to-build-evidence-for-kinship-navigator-programs-under-the-family-first-act
https://www.childtrends.org/publications/strategies-to-build-evidence-for-kinship-navigator-programs-under-the-family-first-act
https://www.clasp.org/sites/default/files/public/resources-and-publications/publication-1/CloserLookAtLatinoAccess.pdf
https://www.clasp.org/sites/default/files/public/resources-and-publications/publication-1/CloserLookAtLatinoAccess.pdf
https://www.childcareawareky.org/support/providers/
https://www.childcareawareky.org/support/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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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의 조기학습 모델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이 수준 높은 조기 학습 프로그램에 참석하면 유치원 교육과정에 참여할 

준비가 더 잘 된 상태로 학교를 시작합니다. 메릴랜드는 유아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품질을 보여주는 사립 보육 및 공립 유치원 프로그램은 주 전역의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조기 학습 우수 모델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관찰, 

전문 학습 및 자원 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16 개 

사이트를 선정합니다. 우수 모델 사이트가 사이트 운영 및 학습의 모든 영역에 대한 모델 

사이트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이트는 하나 이상의 운영 및 실무 영역, 특히 아래에 나열된 영역 

(예: 비즈니스 관행, 읽기 과학에 부합되는 조기 문해력 또는 배제된 규율 관행의 감소) 에 초점을 

맞추고 탁월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부지는 2023 년 6 월 30 일까지 계획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아래의 모든 중점 분야를 해결해야 합니다: 

• 공립 자금을 지원하는 유치원 참여를 통해 3 세 및 4 세 아동을 유치원에 맡길 경우, 

메릴랜드의 미래 유치원 요구사항에 대한 청사진을 충족해야 합니다; 

• 메릴랜드 엑셀 품질 등급 레벨 3 충족 또는 초과 

• 메릴랜드 조기 학습 표준과 대학 및 직업 준비 표준의 사용을 시연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다루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o 고품질, 풍부하는 콘텐츠, 연구 기반 및 문화적으로 관련된 커리큘럼의 채택을 

시연합니다 (예를 들어, 헤드 스타트 Start 유아 학습 및 지식 센터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 소비자 보고서의 커리큘럼 평가에 사용되는 14 가지 기준 참조).  

o 독서의 과학 및 수학과 관련된 초기 문해력의 증거에 기반한 교육 관행을 보여 

줍니다; 

o 사회-정서적 발달에서 증거에 기반한 교육 관행을 보여 줍니다; 

o 평가 도구의 구현을 시연하고 데이터가 지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의 예를 

제공합니다; 

o 복잡한 학습 요구를 가진 아동을 포용하기 위해 아동의 학습과 건강을 지원하는 IHE, 

비영리 단체 및 주디 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기반 단체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o 발달지체, 장애 또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봉사한 경험이 있거나 봉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o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인 아동에게 봉사한 경험이 

있거나 봉사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o 노숙자를 경험하는 아동에게 봉사한 경험이 있거나 봉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또한 

o 배제 징계 관행의 축소한 실적을 보여줍니다. 

선택된 사립 보육 제공자 및 공립 유치원 프로그램은 개방적이고 열정적으로 협력하고 

아이디어와 자원을 공유하며, 주 전역의 제공자 및 프로그램을 위한 "학습 연구소" 역할을 

수행하고, 우수 모델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문가로서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 

전략의 경우,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https://eclkc.ohs.acf.hhs.gov/curriculum/consumer-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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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메릴랜드 모델즈의 엑설런스 네트워크에 참여; 

o 메릴랜드의 다른 프로그램 (최소 자원 환경에서 효과적인 관행, 커리큘럼 구현 및 평가 목표 

달성,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다언어 가족 및 자녀 지원, 복잡한 학습 또는 발달 요구가 있는 

어린이 서비스 등) 의 모델 또는 자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분야를 강조하십시오; 

o 해당 지역의 잠재적 파트너를 식별하기 위해 다른 제공자/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지원한다; 

o 다른 보육 제공자/프로그램이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거나 호스팅한다; 

o 메릴랜드 조기 학습 표준, 고품질, 풍부하는 콘텐츠, 연구 기반 및 문화 관련 

커리큘럼 (위 참조), 평가 도구 및 입증된 교육 관행의 효과적인 구현을 입증합니다; 

o 학생 그룹의 학습 개선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o 협력적인 방식으로 제공자/프로그램/공립 유치원 커뮤니티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필드에서 얻은영감  

 

추가 읽기 

• 어린 다언어 어린이와 그 가족을 위한 형평성 증진 (WIDA) 

• 유아 및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위한 포용적 환경 조성(보육 기술 지원 네트워크) 

• 모든 젊은 학습자 지원: 유아 교육학, 출생부터 8 세까지에게 메릴랜드의 가이드 (MSDE) 

• 메릴랜드의 유아 가족 참여 체계 (메릴랜드 가족 참여 연합) 

 

잠재적 신청자 

• 사립 보육 제공자들 

• 공립 유치원 프로그램 

 

 

이 전략에 대한 자금 조달 

• 총 이용 가능 금액: $ 6,000,000 

• 부여된 예상 보조금 수: 16 

• 상여의 평균 범위: $ 20 만 - $ 40 만 

유아 교육과 독서의 과학: 일생 

동안 지속되는 레시피  
 
EdView 360 블로그 시리즈 
 

유아교육의 배타적 훈육 관행 

감소 

 
뉴아메리카 
 

 
 
아동 동향 

프로그램 우수성: 어린이 우선 

 

 
전국 헤드 스타트 협회 

https://wida.wisc.edu/sites/default/files/resource/FocusBulletin-Promoting-Equity-Young-Multilingual-Children-Their-Families.pdf
https://childcareta.acf.hhs.gov/infant-toddler-resource-guide/creating-inclusive-environments-and-learning-experiences-infants-and
https://earlychildhood.marylandpublicschools.org/system/files/filedepot/3/pedagogyguide-learningstandards_042015_1.pdf
http://earlychildhood.marylandpublicschools.org/system/files/filedepot/4/md_fam_engage.pdf
https://www.voyagersopris.com/blog/edview360/2021/08/12/early-childhood-education-science-of-reading-recipes
https://www.voyagersopris.com/blog/edview360/2021/08/12/early-childhood-education-science-of-reading-recipes
https://www.newamerica.org/education-policy/reports/reducing-exclusionary-discipline-practices-in-early-childhood-education/
https://www.newamerica.org/education-policy/reports/reducing-exclusionary-discipline-practices-in-early-childhood-education/
https://nhsa.org/program-of-excellence-children-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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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 지원 및 서비스 확대 

팬데믹은 많은 어린이들의 학습과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일부 보육 프로그램은 도전적인 행동이 

증가했으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자는 기존의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확장하고/하거나 

유아,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 및 어린 자녀의 정신 건강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을 만들 

것입니다. 선발된 수령자는 2023 년 6 월 30 일까지 커리큘럼 개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아래의 세 가지 중점 분야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 주 및 지역 파트너 (주디 센터, 유아 자문위원회, 지역 유아 및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 프로그램) 와 

협력하여 가족을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에 연결하는 계획을 개발합니다. 주요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o 메릴랜드의 소외된 인구와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기치료 및 회복력 활동과 관련된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케팅을 넘어 확장하는 지역 사회 참여 

계획; 그리고 

o 트라우마 정보 관리, 모든 연령의 스트레스 관리, 학교 준비에 대한 부모의 교육 및 

자녀를위한 긍정적 인 토대 제공과 같은 주제에 대한 가족을위한 훈련. 

• 피라미드 모델 프레임워크와 조기 학습을 위한 사회 정서적 토대 (SEFEL) 및 조기 학습 사회 정서적 

표준에 부합하는 주 전체의 사회 정서적 개발 커리큘럼을 개발합니다. 주요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o 발달지연, 장애 또는 감각장애가 있는 학생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o 커리큘럼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메릴랜드 전역의 소외된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공자, 교육자 

및 지원 직원을 훈련하기 위한 계획; 그리고 

o 커리큘럼 (예: 교육, 기술 지원, 멘토링) 의 파일럿 및 구현을 지원하는 코칭 모델. 

• 주 및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가정, 학교 및 커뮤니티 환경 또는 소외된 지리적 위치에 걸쳐 증거 

기반 관행 및 트라우마 정보 관리 (예: 전국 피라미드 모델, 유아 및 영유아 정신 건강 상담) 를 

사용하여 어린 아동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코호트 보육 제공자, 유아 교육 교사 

및 지원 직원을 개발합니다. 

 

  

https://challengingbehavi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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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에서 얻은영감  

 

추가 읽기 

• 간략하게: 유아 정신 건강 (하버드 대학) 

• 아동의 사회적 및 정서적 웰빙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전략 개발을 위한 자료 ((아동 및 

가족을 위한 관리)  

• 피라미드 모델 주식 코칭 가이드 (NCPMI) 

• 영.유아정신건강상담 (Infant and Early Childhood Mental Health Consultation, 

IECMHC)의 우수센터 

• 영.유아 정신 건강의 기본:: 브리핑 논문 (0 에서 3) 

 

잠재적 신청자 

• 기술 지원 센터 

• 비영리 단체 

• LEAs 

• IHEs 

• 협력회사 및 협력법인도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 대한 자금 조달 

• 총 이용 가능 금액: 600 만 달러 

• 부여된 예상 보조금 수: 15 

• 상여의 평균 범위: 20 만 달러 - 60 만 달러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작년의 
트라우마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헤칭거 보고서 

미국 어린이들의 정신건강 위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뉴욕 타임즈 잡지 (The New York Times 
Magazine) 
 
 
 
아동 동향 

유아 정신 건강 컨설턴트의 하루 

IECMH 상담을 위한 우수성 센터 

https://developingchild.harvard.edu/resources/inbrief-early-childhood-mental-health/
https://childcareta.acf.hhs.gov/sites/default/files/public/resource_guide_to_support_social_and_emotional_wellness_508_compliant_1.pdf
https://childcareta.acf.hhs.gov/sites/default/files/public/resource_guide_to_support_social_and_emotional_wellness_508_compliant_1.pdf
https://challengingbehavior.org/implementation/equity-coaching-guide/
https://challengingbehavior.org/implementation/equity-coaching-guide/
https://www.iecmhc.org/resources/
https://www.iecmhc.org/resources/
https://www.zerotothree.org/resources/1951-the-basics-of-infant-and-early-childhood-mental-health-a-briefing-paper
https://www.zerotothree.org/resources/1951-the-basics-of-infant-and-early-childhood-mental-health-a-briefing-paper
https://hechingerreport.org/we-know-how-to-help-young-kids-cope-with-the-trauma-of-the-last-year-but-will-we-do-it/
https://hechingerreport.org/we-know-how-to-help-young-kids-cope-with-the-trauma-of-the-last-year-but-will-we-do-it/
https://hechingerreport.org/we-know-how-to-help-young-kids-cope-with-the-trauma-of-the-last-year-but-will-we-do-it/
https://hechingerreport.org/we-know-how-to-help-young-kids-cope-with-the-trauma-of-the-last-year-but-will-we-do-it/
https://www.nytimes.com/2022/03/23/magazine/mental-health-crisis-kids.html
https://www.nytimes.com/2022/03/23/magazine/mental-health-crisis-kids.html
https://www.iecmhc.org/documents/Day_in_the_Life_MH_Consulta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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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효과적인 보육 인력 성장 

보육 및 조기 교육에서 자녀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자격을 갖추고 충분한 보상을 받는 

인력입니다. 신청자는 가정 보육 제공자 및 기타 지원 직원의 파이프라인을 성장시키기 위해 보육 견습 

프로그램 및 기타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를 설계하고 시작합니다. 신청자는 다음 중점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대표성을 구축하고 취약한 집단과 협력하는 임상 경험을 쌓는 데 

중점을 두고, 보육 인력으로 진입할 개인 또는 개인 그룹을 모집하고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급 견습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 발달지체, 장애 또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뿐만 아니라 영어가 기본 언어가 아닌 

가정에서 온 아동와 노숙자를 경험하는 아동와 함께 일할 때 모범 사례를 포함하는 코스 

워크를 개발하고 시행하십시오;  

•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양육자, 교사 및 보육 제공자에게 교육 및 전문적 개발의 진척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발달 및 유치원 준비 지원에 대한 효과를 높입니다; 

• 개인이 경력을 바꾸고 교육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십시오; 

그리고/또는 

• 대안 영유아교육의 교사 준비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필드에서 얻은영감  

 

  

유아 교육 견습: 이유, 무엇 및 방법 

 

영유아 교수 및 학습의 국립센터 

견습은 보육 인력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보육 인력 일자리 부족이 
전국적으로 위기 비율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밀워키가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 
 
헤칭거 보고서 

https://childcareta.acf.hhs.gov/sites/default/files/public/ece_apprenticeshipbrief_0.pdf
https://www.marketplace.org/2021/11/26/apprenticeships-may-help-build-the-child-care-workforce/
https://www.marketplace.org/2021/11/26/apprenticeships-may-help-build-the-child-care-workforce/
https://hechingerreport.org/how-to-increase-the-number-of-early-ed-teachers-free-college-transportation-and-intense-support/
https://hechingerreport.org/how-to-increase-the-number-of-early-ed-teachers-free-college-transportation-and-intense-support/
https://hechingerreport.org/how-to-increase-the-number-of-early-ed-teachers-free-college-transportation-and-intense-support/
https://hechingerreport.org/how-to-increase-the-number-of-early-ed-teachers-free-college-transportation-and-intense-support/
https://hechingerreport.org/how-to-increase-the-number-of-early-ed-teachers-free-college-transportation-and-intense-support/


메릴랜드 리빌드 2022 년 8 월 30 일 ~ 10 월 10 일 

 

 

메릴랜드 주 교육부      |      16 

 

추가 읽기 

• 유아교육의 교사 이직 (브라운대학교) 

• 유아 교육 커리어 기관의 ECE 견습 프로그램이 어린이와 보육 제공자의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유아 교육 커리어 기관) 

• ECE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 및 자원  (아동 동향) 

• 앞으로 나아갈 길: 등록된 견습생과 유아인력 양성양당 정책 센터) 

• 보육 및 유아교육 인력 지원(도시연구소) 

• 교사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색인종 교사의 말을 들어보세요 (헤칭거 보고서) 

 

잠재적 신청자 

• 비영리 단체 

• LEAs 

• IHEs 

• 협력회사 및 협력법인도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 대한 자금 조달 

• 총 이용 가능 금액: 1,100 만 달러 

• 부여된 예상 보조금 수: 4-8 

• 상여의 평균 범위: 50 만 달러 - 300 만 달러 

  

https://doi.org/10.26300/f9bz-fs97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how-the-early-education-career-institutes-ece-apprenticeship-program-is-helping-build-a-better-future-for-children-and-childcare-providers-301510485.html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how-the-early-education-career-institutes-ece-apprenticeship-program-is-helping-build-a-better-future-for-children-and-childcare-providers-301510485.html
https://www.childtrends.org/project/fcd-ece-workforce
https://bipartisanpolicy.org/event/a-way-forward-registered-apprenticeships-and-advancing-the-early-childhood-workforce-webcast/
https://www.urban.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103635/supporting-the-child-care-and-early-education-workforce.pdf
https://hechingerreport.org/listen-to-teachers-of-color-to-maintain-teacher-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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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보육 강화 

메릴랜드는 지난 2 년 동안 수백 개의 가족 보육 프로그램을 잃었습니다. 주에서는 각 관할 구역의 가정 

보육 서비스 제공자의 수를 확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이 거의 없거나 없는 

보육 사막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기존 비즈니스를 지속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규 및 기존 제공자 비즈니스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강력한 전략 중 하나는 공유 

서비스 동맹과 같은 독립적이고 중앙 집중식 지원 시스템을 통한 것입니다. 메릴랜드 주 교육부 

(MSDE)는 이 전략에 신청자가 대표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주 전역의 모든 지리적 지역을 대표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신청자는 아래에서 하나 이상의 중점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 자신의 가정 보육 사업을 시작하려는 개인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를 개발하고 구현하십시오. 주요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o 면허 과정을 둘러싼 훈련 및 전문적인 학습 기회, 메릴랜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 신규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 정확하고 완전한 재정 및 사업 기록 유지 방법, 웹사이트 시작 

방법 및 기타 사업 관행 이해; 

o 면허 유지 방법 및 성장 기회 (메릴랜드 엑셀 및 국가 인증 획득) 에 대한 훈련 및 전문적인 

학습 기회; 

o 인증 지원 자금과 같은 수수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전파; 

o 가족 보육 제공자가 동료 간 네트워크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는 비동기식 및 동기식 학습 기회 

생성, 그리고 

o 첫 3-5 년 동안의 모든 수익과 지출을 예상하기 위해 개인이 진료비 분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업 첫 해에 제공자에게 코칭과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 주 7,000 개 이상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규모의 경제로부터 혜택을 누리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공유 서비스 동맹을 설계하고 실행하십시오: 

o 공동 구매, 직원 공유, 협력 계약, 중앙 집중식 관리 또는 이러한 조합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거나 공유했습니다; 

o 공통된 도구와 시스템, 공유된 멘토링 및 감독, 훈련 및 협력적 개선 프로세스를 사용한 

공유된 프로그램 또는 관리 역량 구축; 그리고 

o 비용 및 시간 절감을 향상된 프로그램 품질로 재투자합니다. 

• 유아 교육자가 아동 발달 어소시에이트 (CDA) 자격증, 어소시에이트 및/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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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에서 얻은영감  

 

추가 읽기 

• 보육 제공자 지원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공유 서비스 (ELC TA) 

• 공유 서비스: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제공자 간 더 강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 (구축 

이니셔티브) 

• 공유 서비스 동맹 시작 가이드 (교환 기회) 

• 직원이 있는 가족 보육 네트워크 개발: 기술 지원 매뉴얼 (국립 영유아 품질 보증 센터) 

• 아동 개발 직원: 새로운 교육 요구 사항에 사용할 수있는 자원 (DC 사무실의 주 교육감) 

• 고등 교육 학위 프로그램 및 코스에서의 가족 보육 제공자의 성공적인 포함: 연구 실습 

가이드 (유아 교육사 중앙) 

 

잠재적 신청자 

• 기술 지원 센터 

• 비영리 단체 

• LEAs 

• 협력회사 및 협력법인도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 대한 자금 조달 

• 이용 가능 금액: 1100 만 달러 

• 부여된 예상 보조금 수: 4-8 

• 상여의 평균 범위: 50 만 달러 - 300 만 달러 

 

  

사례 연구: 공유 서비스 동맹 
 
 
미국 상공회의소 재단 

가족 보육 네트워크 
 
 
양당 정책 센터 
 
 
 
아동 동향 

자격 증가, 자기자본의 중심 
 
 
NAEYC 
 
 
 
아동 동향 

https://files.eric.ed.gov/fulltext/ED583847.pdf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d3085dbf6f93d00019a8da1/t/5d3775242143350001e44754/1563915559868/2018_Sept_BUILDPDGB-BirthToFive.pdf
https://www.oppex.org/ssa-startup-guide
https://childcareta.acf.hhs.gov/sites/default/files/public/sfccn_ta_manual_final_2_508_compliant.pdf
https://osse.dc.gov/eceresources
https://earlyeducatorcentral.acf.hhs.gov/sites/default/files/public/resources/Successful%20Inclusion%20of%20Family%20Child%20Care%20Providers%20in%20Higher%20Education%20Degree%20Programs%20and%20Courses.pdf
https://earlyeducatorcentral.acf.hhs.gov/sites/default/files/public/resources/Successful%20Inclusion%20of%20Family%20Child%20Care%20Providers%20in%20Higher%20Education%20Degree%20Programs%20and%20Courses.pdf
https://www.uschamberfoundation.org/case-study-shared-services-alliances
https://bipartisanpolicy.org/explainer/family-child-care-networks/
https://www.naeyc.org/sites/default/files/wysiwyg/user-74/increasing_qualifications_centering_equit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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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된 유치원 등록 시스템 발전 

메릴랜드는 아동, 가족 및 유아 교육자와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잘 조정된 유아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또한, 국가는 서비스의 질과 범위를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조정된 유치원 입학 시스템을 설계하고, 부모의 선택을 통해 사립 제공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출생부터 8 세까지의 유아 교육 시스템의 조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신청자는 아래의 모든 중점 

분야를 해결해야 합니다: 

• 3 세 또는 4 세 자녀의 가족이 사립 보육, 헤드 스타트 또는 학교 기반 프로그램에 등록시킬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하는 통합되고 일반적인 유치원 입학 혼합 전달 시스템에 대한 카운티 또는 지역 접근 

방식을 만듭니다; 

• 시스템은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WCAG 2.1 레벨 l AA); 

• 이 시스템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본 언어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인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가족과의 직접 참여를 위한 계획과 이용 가능한 모든 유치원 옵션을 가족에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된 강력한 지역사회 참여 계획을 제공합니다; 

• 메릴랜드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치원 전 교실의 인종 및 사회경제적 통합을 

다루기 위한 계획을 명시합니다; 

• 자녀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설정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과 같은 등록 과정을 통해 

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식별하십시오; 그리고 

• 지도 작성, 기술 지원 및 공동 전문 학습 기회 개최를 통해 유아와 학교 시스템 간의 조정되고 통합된 

등록 시스템 구현을 지원합니다.  

 

  

https://www.w3.org/TR/WCAG21/#:~:text=Web%20Content%20Accessibility%20Guidelines%20(WCAG)%202.1%20defines%20how%20to%20make,%2C%20learning%2C%20and%20neurological%20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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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에서 얻은영감  

 

추가 읽기 

• 인디 등록 (인디 등록) 

• 자격 및 등록 조정 (보육 기술 지원 네트워크)  

• 인디애나폴리스 수십개 학교, 하나의 신청서 (74) 

 

잠재적 신청자 

• 비영리 단체 

• 협력회사 및 협력법인도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 대한 자금 조달 

• 총 이용 가능 금액: 500 만 달러 

• 부여된 예상 보조금 수: 2-3 

• 상여의 평균 범위: 100 만 달러 - 200 만 달달러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환경 전반에 
걸친 조율된 등록 
 
 

유아 학습 및 지식 센터 

등록 통일 안내서: 등록 통일을 
고려하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 
이유 및 방법 
 
CRPE 

뉴욕시의 통합 유아 교육 만들기 
 

센츄리 파운데이션 

https://enrollindy.org/
https://childcareta.acf.hhs.gov/coordinating-eligibility-enrollment
https://www.the74million.org/article/dozens-of-indianapolis-schools-one-application-nonprofit-aims-for-easier-more-equitable-enrollment/
https://eclkc.ohs.acf.hhs.gov/local-early-childhood-partnerships/article/coordinated-enrollment-across-early-care-education-settings
https://eclkc.ohs.acf.hhs.gov/local-early-childhood-partnerships/article/coordinated-enrollment-across-early-care-education-settings
https://crpe.org/a-guide-to-unifying-enrollment-the-what-why-and-how-for-those-considering-it/
https://crpe.org/a-guide-to-unifying-enrollment-the-what-why-and-how-for-those-considering-it/
https://crpe.org/a-guide-to-unifying-enrollment-the-what-why-and-how-for-those-considering-it/
https://production-tcf.imgix.net/app/uploads/2019/10/28114707/halley_integratededu_fn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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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노력 

메릴랜드 리빌드 자원의 1 억 9,300 만 달러는 상기 보조금 프로그램 이외의 6 개의 고차원 전략에 대한 

추가 메릴랜드 주 교육부의(MSDE) 투자를 포함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메릴랜드의 강력한 보육 인프라의 

수준을 높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메릴랜드 주 교육부(MSDE)에서 이미 진행 중인 현재 노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상환 비율 증가 및 자격 상실 감소를 통해 보육 장학금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한 

7,400 만 달러 이상이 포함됩니다. 신청자는 이러한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가능하다면 이러한 자원을 보조금 프러포즈에 포함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질의 보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 보육 장학금 (Child Care Scholarship,CCS) 프로그램은 메릴랜드의 적격한 근로 가정에 보육 

비용과 함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메릴랜드는 양질의 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2 년 CCS 프로그램에 상당한 정책 변경을 가했습니다. 특히, 메릴랜드는 이 프로그램에 세 가지 

역사적인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o 보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된 장학금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시장 요율 조사 

(MRS) 에 따르면 보육 제공자가 부담하는 학비의 60 번째 백분위수에서 MRS 의 70 번째 

백분위수로 상승했습니다. 

o 모기업의 코페이먼트를 줄이거나 없앴다. 이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장학금을 사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추가 금액입니다; 특정 혜택을 받는 학부모는 코페이가 없으며 다른 학부모는 

명목 금액을 지불합니다. 

o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소득 기준은 주 소득 중앙값 (State 

Median Income,SMI) 의 65% 에서 75% 로 최대 소득 수준에서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90,033 달러를 버는 4 인 가족은 여전히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1,525 달러에서 

증가). 

o CCS 프로그램에 대한 가족 및 제공자 포털은 부모/보호자 및 보육 제공자를 위한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2023 회계연도 (FY)에 설립됩니다. 

• 가족 자원 전문가는 부모와 보호자가 보육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모든 올바른 

문서를 수집하고 자격 요건을 설명하며 질문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등 과정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4 시 사이에 877-261-

0060 으로 메릴랜드 패밀리 네트워크 (Maryland Family Network) 에 전화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자원 전문가는 스페인어 및 기타 언어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가족 네트워크의가족 자원 전문가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arylandfamiliesengage.org/judy-center-h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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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학습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 

• 주디 센터 조기 학습 허브 (주디 센터) 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디 센터는 아동이 학교와 

삶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주디 센터는 가족에게 고품질의 포괄적인 전일제, 

전년도 조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생부터 5 세까지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 준비 

상태를 촉진합니다. 주디 센터는 가족과 아동을 위한 다세대 접근 방식을 활용하고 유아 

교육자를 위한 전문적인 개발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초창기 동안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디 센터 조기 학습 허브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사진 법안은 2023 년 9 개의 새로운 주디 센터를 추가했으며, 미국 구조 계획법 

(American Rescue Plan Act) 자금 지원을 통해 메릴랜드 주 교육부(MSDE)는 허브 수를 

7 개 더 늘릴 수 있었습니다. 2023 회계년도에는 모든 관할권에 걸쳐 총 85 개의 주디 센터가 

있습니다.  

• 보육 품질 인센티브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메릴랜드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통해 지원되는 이 프로그램은 메릴랜드의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 제공자에게 자금을 수여합니다. 제공자는 유아 발달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공자의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은 또한 자극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품, 자재 및 장비를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육 품질 인센티브 보조금 

프로그램 웹페이지에서 자금을 신청하세요.  

• 메릴랜드 엑셀에 참여하는 제공자는 증가된 보너스를 받습니다. 메릴랜드 엑셀은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허가를 소지한 보육 및 조기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주의 품질 

등급 및 개선 시스템입니다. 메릴랜드 엑셀은 보육 센터, 학령기 보육 프로그램, 가족 보육 

시설 및 공립 유치원 프로그램에 품질 등급을 부여하여 품질을 향상 시킵니다. 레벨 1-5 의 

보육 프로그램은 메릴랜드 미래 청사진을 통해 지원되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하기 위해 메릴랜드 엑셀 웹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요 .  

• 주 및 국가 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인증은 허가된 보육 센터 및 등록된 가족 

보육 시설이 인증 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프로그램 표준에 근거하여 엄격한 자체 평가 및 

프로그램 개선 과정을 통해 식별된 품질 수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인증 지원 자금은 허가받은 보육 센터 및 등록된 가족 보육 제공자에 대한 

인증을 추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인증 지원을 받으려는 보육 프로그램은 인증 

지원 자금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지원 및 서비스 확대 

• 영유아 정신 건강 (IECMH)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이 확장되었습니다. IECMH 지원 서비스는 

사회 정서적 역량에 대한 피라미드 모델을 통해 유아와 어린 아동의 사회적 및 정서적 발달을 

육성하는 유아 전문가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고안된 증거 정보 개입입니다. 메릴랜드 주 

교육부 (MSDE)는 또한 영유아 정신 건강 증명서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https://marylandfamiliesengage.org/judy-center-hubs/
https://earlychildhood.marylandpublicschools.org/ccqig
https://earlychildhood.marylandpublicschools.org/ccqig
https://marylandexcels.org/
https://earlychildhood.marylandpublicschools.org/child-care-providers/maryland-excels/maryland-accreditation/accreditation-support-fund
https://earlychildhood.marylandpublicschools.org/child-care-providers/maryland-excels/maryland-accreditation/accreditation-support-fund
https://earlychildhood.marylandpublicschools.org/child-care-providers/iecmh-support-services
https://www.mdpyramidmodelsefel.org/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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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효과적인 보육 인력 성장  

• 유지 및 고용 보너스는 메릴랜드 보육 자격 증명 프로그램의 참가자에게 제공됩니다. 하원 법안 

1100 에 의해 설립 된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주 허가 및 등록 규정의 요구 사항을 넘어 자격을 

높이는 개별 보육 제공자를 인정합니다. 6 개의 직원 자격증 레벨과 4 개의 관리자 레벨은 전문적인 

개발/교육, 다년간의 경력 및 전문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성취를 인정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메릴랜드 보육 자격 증명 프로그램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 유보연구가 2023 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양질의 영유아 인력의 유지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보육의 연속성을 지원하고 보육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됩니다. 

• 메릴랜드 주 교육부(MSDE)는 고등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유연한 납품 옵션을 갖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대체 인증/학위 경로를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립 보육 제공자가 메릴랜드의 혼합 

배달 유치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고품질의 자격증 직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 보육 강화 

• 가족 보육 분야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세 개의 가족 보육 기회를 위한 계획 보조금 

(GOFCC) 이 수여되었습니다.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2023 회계연도에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최소 3 개 관할 구역에 각각 15 만 달러를 지원할 것입니다. 보조금 자금은 가족 보육 제공자의 공급을 

늘리고 평균 이상의 빈곤율, 실업률 또는 사용 가능한 보육 제공자가 부족한 지역에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지역 시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지원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보조금은 1: 1 매칭으로 

자체 매칭 리소스를 포함하여 현지 매칭 자금을 모금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실시 기간 동안 기존 

가족 보육 제공자와 협력하고, 등록된 가족 보육 제공자가 될 개인을 모집하기 위해 다언어 

아웃리치를 제공하고, 등록된 가족 보육 제공자가 되기 위해 기술 지원, 재정적 인센티브 및 시작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을 수여받은 주체는 양질의 벤치마크, 동료 간 멘토링 및 재정적 

인센티브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 지원을 통해 새로 등록되고 설립된 가족 보육 제공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 상공회의소, 또는 소규모 기업과 여성 및 소수 소유 기업을 지원하는 가족 보육 제공자를 

위한 다른 지역 또는 주 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채용된 개인 또는 등록된 가족 보육 제공자에게 

모범 사업 관행을 이행하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정된 등록 시스템 발전  

• 새로운 유아 데이터 시스템 데이터 시스템이 현대화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허가, 인력 

지원, 보육 장학금 및 메릴랜드 엑셀을 위한 중요한 데이터 수집 및 사용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주디 센터 조기 학습 허브, 패티 센터 및 혼합 배달 유치원의 데이터와 같은 다른 프로그램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또한 지원 및 서비스가 아동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어린 어린이를 위한 고유 식별자 시스템의 구현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고유 

식별자는 통합 등록 시스템에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earlychildhood.marylandpublicschools.org/child-care-providers/office-child-care/credentialing-branch/child-care-credential-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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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서비스 지원 세션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가능한 가장 강력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모든 예비 신청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강력한 프로그램 설계는 메릴랜드 리빌드가 이니셔티브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메릴랜드 

리빌드에 대한 고객 서비스 및 지원은 일반 정보 및 전략 정보 세션과 요청에 따라 예약을 위한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션과 예정된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정보 세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전에 신청자는 적어도 하나의 일반 정보 세션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메릴랜드 리빌드 보조금 프로그램의 개요, 요건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션에 등록하려면 아래 세션을 클릭하십시오.  아래 날짜와 시간을 참조하세요: 

• 2022 년 9 월 2 일, 오후 1 시부터 2 시까지. 

• 2022 년 9 월 8 일, 오후 1 시부터 2 시까지. 

메릴랜드 주 교육부(MSDE) 직원은 제출 과정 전반에 걸쳐 지원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나열된 

정보 세션 및 업무 시간 외에도, 신청자는 필요에 따라 MSDE 직원과 개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전략 세션 

일반 정보 세션에 참석한 후, 신청자는 전략 관련 세션에 참석하여 자신이 관심 있는 전략에 대한 요건과 

기대치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세션에 등록하려면 아래 세션을 클릭하십시오.  아래 날짜와 시간을 

참조하십시오 – 등록하려면 주어진 시간을 클릭하십시오: 

전략 날짜/시간 

양질의 보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9 월 6 일 및 9 월 19 일 오전 10 시부터 11 시까지.  

우수성의 조기학습 모델 9 월 6 일 및 9 월 19 일 오후 2 시부터 3 시까지. 

정신 건강 지원 및 서비스 확대 9 월 7 일 및 9 월 20 일, 오전 10 시부터 11 시까지. 

매우 효과적인 보육 인력 성장 9 월 7 일 및 9 월 20 일 오후 1 시부터 2 시까지. 

가족 보육 강화 9 월 9 일 및 9 월 21 일, 오전 10 시부터 11 시까지. 

조정된 유치원 등록 시스템 발전 9 월 9 일 및 9 월 21 일 오후 1 시부터 2 시까지. 

 

https://msde.webex.com/msde/k2/j.php?MTID=te2cf8de260ca559658f28f9e0b5d53c9
https://msde.webex.com/msde/k2/j.php?MTID=t54e76e1920398b168c44c65e132cb9db
https://msde.webex.com/msde/k2/j.php?MTID=t5ee0cd3d3d90ae96f902333c218544df
https://msde.webex.com/msde/k2/j.php?MTID=t217c239d4c1b4ef1b697dea4ccffd834
https://msde.webex.com/msde/k2/j.php?MTID=t2c91f879c6e079fd58fe358f3833eeef
https://msde.webex.com/msde/k2/j.php?MTID=t187529fba6ec7a3656508cd3a4905137
https://msde.webex.com/msde/k2/j.php?MTID=tbe3f46f7f14b545cb2b2693b0ba35600
https://msde.webex.com/msde/k2/j.php?MTID=t2150bfd331c6369df0381d9e84780430
https://msde.webex.com/msde/k2/j.php?MTID=tea1c2f981c87fd92825a6ab197440527
https://msde.webex.com/msde/k2/j.php?MTID=t09b2710adf2a6cd15ca9bc7064c83b48
https://msde.webex.com/msde/k2/j.php?MTID=taea86cd4fcaf39730a136f6a96b71291
https://msde.webex.com/msde/k2/j.php?MTID=tc2eab7081b7f9d57da301c914176fc69
https://msde.webex.com/msde/k2/j.php?MTID=t2aa4a045a796b1b3aa839017fedc603b
https://msde.webex.com/msde/k2/j.php?MTID=tecbd6ee5b74ab343b7cb0385fc40eb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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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신청자는 메릴랜드 리빌드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작성된 메릴랜드리빌드 전자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두 개 이상의 전략에 지원하는 지원자의 경우, 각 전략에 대해 별도의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표지 

신청자는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지원서에서 다루고 있는 전략과 요청되는 자금의 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서는 신청 기관의 장이 서명해야 합니다. 

계획 세션 참석  

신청자는 MSDE 가 메릴랜드 리빌드를 위해 개최하는 계획 세션에 참석한 조직과 관련된 모든 개인의 

이름과 직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 정보 세션과 전략 세션이 모두 포함됩니다. 

필요 정도 

이 프로젝트가 다루고자 하는 도전과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메릴랜드의 유아 교육 시스템이 이를 

극복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설명합니다. 

  

https://earlychildhood.marylandpublicschools.org/MDRebui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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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의 증거 

제안된 계획과 전략이 근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바람직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 

설명하십시오.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효과적인 관행에 대한 경험을 설명해 주십시오. 

목표 및 결과 

메릴랜드 레디: 학교 준비 및 성공으로 가는 패스는 조기 교육을 위한 메릴랜드의 전략 계획이다.  

신청자는 메릴랜드 레디에 기반을 둔 명확한 프로그램 목표와 결과를 설정하고 메릴랜드 레디의 주 전체 

시스템 개발 목표 중 하나에 적어도 하나의 목표를 반영해야 합니다: 

1. 모든 가족 및 특히 취약한 가족을 위한 가용성과 선택권을 늘리고, 장벽을 낮추고, 포괄적인 

환경에서 더 많은 어린이에게 특별한 도움을 제공하고, ECE 와 의료 서비스 간의 조정을 

개선하여 가용성과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2.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어린이에 대한 유치원 준비도를 증가하고, 유아와 어린이의 정신 

건강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있는 능력을 개선하여 프로그램 품질을 개선하고 지원합니다. 

3. 고품질 프로그램에 대한 가족의 인식을 증가하고, 2 세대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가족 참여 기회를 

강화함으로써 가족 참여를 심화시킵니다. 

4. 전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전환을 통해 가족을 지원하고, 전환 중심의 전문성 개발 

기회를 개선함으로써 성공적인 전환 경험을 보장합니다. 

5. 전문 개발 기회 개선, 형평성 강화, 조정 및 조정 노력, ECE 전문가에 대한 보상 개선을 통해 

인력 개발을 확대하고 강화합니다. 

6. 기관 간 협력을 개선하고, 데이터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형평성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사용하고,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간소화하여 인프라, 데이터 및 자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프로젝트 내러티브(10 페이지 제한) 

제안 활동  

제안된 활동과 선택된 특정 전략에 부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역사적으로 과소 서비스된 그룹  

제안된 활동이 참여를 증가시키고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타임라인 

제안 활동(샘플) 시행일 

  

 

https://earlychildhood.marylandpublicschools.org/early-childhood-systems-strategic-plan
https://earlychildhood.marylandpublicschools.org/early-childhood-systems-strategic-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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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측정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 어떤 모습일지, 성공을 결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사용될지 설명합니다. 

주요 인력 및 관리 계획 

관리 계획은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주요 기여자의 역할, 책임, 임무 및 기한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보조금 요건의 성공적인 이행과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모든 행정 및 핵심 인력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자는 부록에 있는 모든 주요 인력에 대해 한 페이지 분량의 이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인사 

이름 직함, 조직 책임 

   

예산 및 예산 내러티브 

프로젝트의 예산은 모든 관련 프로젝트 경비를 별도의 항목별 예산으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산이 

합리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며 다른 재원과 통합되는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설명서에 기술된 

모든 비용은 예산 설명서에 표시되어야 하며, 해당 연도의 항목별 예산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각 줄은 상세하고 구체적인 있어야 합니다. 일반 경비는 특정 항목으로 세분화해야 합니다. 

예산에 대한 페이지 제한은 없으며, 프로젝트 내러티브의 10 페이지 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십시오.   

부록 

신청서에 다음 부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 A  서명된 C-1-25 MSDE 예산 양식 

● A  서명된 수취인 보증 페이지  

● 모든 주요 인력에 대한 원페이지 이력서 

● 모든 파트너의 지원 서신 (해당되는 경우) 

검토 프로세스 

제안서 검토는 다음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서면 신청서는 제출 요건과 필수 섹션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사전 심사됩니다. 모든 사전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청자는 검토되지 않습니다.  

2. MSDE 가 설립한 검토 위원회는 채점 기준표를 사용하여 신청서를 평가합니다.  

3. 신청자는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구두 프로그램 발표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4. 시상식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주의 항목: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수상을 할 때 몇 가지 목표를 고려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지리적 요구의 

차이에 부합하는 서비스 및 지원의 분배 달성, 소외된 인구 통계 하위 그룹의 참여 증가, 이전에 주 

https://www.marylandpublicschools.org/about/Documents/Grants/GrantForms-12-10-2020.xls
https://www.marylandpublicschools.org/about/Documents/Grants/GrantRecipientAssuranc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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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프로그램에 지원할 자격이 없거나 성공적으로 지원한 적이 없는 지원자에게 수여 대상을 

확대합니다. 

보고 요구 사항 

날짜 프로그램 마일스톤 

2023 년 5 월 1 일 중간 보고서 #1 마감일 (프로그래밍 및 회계) 

2023 년 11 월 1 일 중간 보고서 #2 마감일 (프로그래밍 및 회계) 

2024 년 5 월 1 일 중간 보고서 #3 마감일 (프로그래밍 및 회계) 

2024 년의 여름 협업 모범 사례 및 결과 세션 참석 

2024 년 6 월 30 일 부여 기간 종료 

2024 넌 8 월 1 일 최종 보고서 마감일 (프로그래밍 및 회계) 

메릴랜드 주 교육부 (MSDE) 는 보조금 기간이 시작되면 참여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게 보다 자세한 시행 

일정을 제공합니다. 위의 활동 외에도 MSDE 직원과의 분기별 회의와 관련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보조금 기간 내내 지속적인 연결과 협력을 보장합니다. 

차별 금지 성명 

MSDE 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프로그램 및 활동에 액세스를 제공할 때 연령, 혈통/출신 국가, 피부색, 

장애, 성 정체성/표현, 결혼 여부, 인종, 종교, 성별 또는 성적 취향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방탄소년단 

및 기타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접근 권한을 제공합니다. 부서 정책과 관련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주식 보증 및 규정 준수 부서 

주 운영 부교육감실 

메릴랜드 주 교육부 

200 W. Baltimore 길 - 2 층 볼티모어, 메릴랜드 21201-2595 410-767-0123 - 음성 

410-767-0431 - 팩스 

410-333-6442 - TTY/T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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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육 조항법 (GEPA), 섹션 427 

각 신청서는 공평한 참여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학생, 교사 및 기타 프로그램 수혜자의 특별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여 프로젝트 또는 활동에 대한 공평한 접근 및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신청자가 

취하고자하는 단계를 개발하고 설명해야합니다. 

질문 

신청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프로그램 모니터에 문의하십시오:   

앙드레 머레이  

프로그램 관리자, 유아 교육 부서 

(410) 767-0583 

marylandrebuilds.msde@maryland.gov 

고객 서비스 전문가가 24 시간 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모든 문의에 응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과 답변 목록은 고객 서비스 지원 세션에 따라 웹페이지에 게시됩니다. 

  

file:///C:/Users/slozano/AppData/Local/Temp/Temp2_OneDrive_1_7-25-2022.zip/marylandrebuilds.msde@maryland.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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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 일정 

날짜 프로그램 마일스톤 

2022 넌 8 월 30 일 메릴래드 리빌드 보조금 정보 가이드 및 신청은 

출시됩니다 

9 월 2 일 오후 1 시부터 2 시까지. 

9 월 8 일 오후 1 시부터 2 시까지. 

 

일반 정보 세션 

9 월 6 일 및 9 월 19 일, 오전 10 시부터 

11 시까지. 

특정 전략 세션: 품질의 보육에 대한 접근 

9 월 6 일 및 9 월 19 일, 오후 2 시부터 

3 시까지. 

특정 전략 세션: 우수성의 조기학습 모델  

9 월 7 일 및 9 월 20 일, 오전 10 시부터 

11 시까지. 

특정 전략 세션: 정신 건강 지원 및 서비스 확대 

9 월 7 일 및 9 월 20 일, 오후 1 시부터 

2 시까지. 

특정 전략 세션: 매우 효과적인 보육 인력 성장 

9 월 9 일 및 9 월 21 일, 오전 10 시부터 

11 시까지. 

특정 전략 세션: 가족 보육 강화 

9 월 9 일 및 9 월 21 일, 오후 1 시부터 

2 시까지. 

특정 전략 세션: 조정된 유치원 등록 시스템 발전 

2022 년 10 월 10 일 신청하기 위해 응용 프로그램 창 닫기 

10 월 - 11 월 검토 위원회는 신청서를 평가합니다 

2022 년 11 월 10 일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보주금을 통보 

2022 년 12 월 1 일 ~ 2024 년 6 월 30 일 부여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