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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설명  
2022년 1월 17일, 래리 호건 주지사는 메릴랜드주가 코로나 19 대유행 동안 보육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5,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메릴랜드주 교육부는 총 2억 8,500만 달러의 안정화 보조금을 두 차례 집행했습니다. 연방 기금이 
소진됨에 따라, 주지사는 프로그램을 연장하고 허가받은 보육 제공자에게 추가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회계 연도 예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보육 제공자는 코로나 19 대유행 동안 보육 제공 또는 제공 준비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인력 비용, 임대료 또는 담보대출금, 개인 보호 
장비(PPE), 아동 및 직원에 대한 정신 건강 지원, 사전 지출 비용일 수 있습니다.  

보조금 프로그램 이름 

주지사 보육 안정화 보조금 프로그램 

목적 

보육 제공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육 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허가 

하원 법안 89, “보육 안정화 지원금” 

상원 법안 480, “보육 안정화 지원금” 재정 및 정책 참고 

전파 

이 보조금 정보 가이드(GIG)는 2022년 8월 3일에 출시되었습니다. 

마감일 

신청 마감은 2022년 8월 29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보조금 기간 

2022년 8월 3일 수요일~2022년 12월 31일 토요일 

사용 가능 기금 액수  

5천만 달러 

추정 보조금 수 

7,099 

보조금 액수 

보조금 지급액은 공식에 따라 결정되며 HB89/SB480 의 우선순위 영역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https://mgaleg.maryland.gov/mgawebsite/Legislation/Details/hb0089?ys=2022RS
https://mgaleg.maryland.gov/mgawebsite/Legislation/Details/sb0480?ys=2022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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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지침 

보조금 신청서는 2022년 8월 2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주정부의 책임 

MSD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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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e Murray) 
프로그램 관리자 
(410) 767-0583 
childcaregrants.msde@maryland.gov 

적격성 
이번 자금 지원 기회는 메릴랜드 면허를 소지한 모든 보육 제공자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자는 가족 
주택 보육 제공자, 대규모 가족 주택 보육 제공자, 보육 센터 또는 준법 서약서의 교육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아직 운영되지 않는 신규 보육 프로그램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 자금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신청자는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허가/규정 상태 

본인의 프로그램은 2022년 5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메릴랜드주 교육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했습니다. 

본인의 프로그램은 열려있고 신청일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전 회차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신청자는 이번 회차에서도 다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보육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신청자는 각 현장에 대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는 보육 안정화 웹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msde.qualtrics.com/jfe/form/SV_1QPVejwzrqwObv8
mailto:childcaregrants.msde@maryland.gov
mailto:childcaregrants.msde@maryland.gov
mailto:childcaregrants.msde@maryland.gov
https://earlychildhood.marylandpublicschools.org/Maryland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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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우선순위 
모든 적격한 제공 업체에 대한 자금 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선순위 허가된 보육 슬롯 및 데이터 기준당 기금 액수 
1. 모든 허가 슬롯에 대한 안정화 지급 $75 – 2022년 5월 2일까지 스냅샷 개수에서 

제공자가 허가한 모든 슬롯 

2. 이전 신청 주기에서 안정화 보조금을 받지 못한 
제공자 (HB89/SB480 (b)(2)) 

$150 - 제공자가 허가 번호 및 제공자 ID에 따라 
연방 보육 안정화 1회차 및 2회차 (2022년 회계 
연도)에서 안정화 보조금 지급을 받지 않았는지 
여부 

3. 보육 장학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제공자 
(HB89/SB480 (b)(3)) 

$25 - 제공자가 22년 회계연도부터 2022년 5월 
2일까지 언제든지 보육 장학금 지급을 받았는지 
여부 

4. 주 교육부에서 보육 공간 부족으로 지정한 
지역에 위치한 제공자 (HB89/SB480 (b)(4)) 

$75 - 제공자가 중앙값 이상의 격차가 있는 
카운티에 위치하며, 초당적 정책 센터 보육 격차 
평가에 따라 허가된 보육 슬롯이 필요한지 여부 

5. 향후 12개월 이내에 서비스 제공 업체의 사업 
종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제공자 (HB89/SB480 (b)(1)) 및 
주로 빈곤 지역에서 저소득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HB89/SB480 (b)(5)) 

$100 - 제공자의 위치의 사회적 취약성 지수(SVI) 
값이 6.0보다 큰지 여부. CDC 지수는 “인간의 
건강에 대한 외부 스트레스로 인한 지역사회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예: 재난 및 글로벌 
팬데믹)을 나타내기 때문에 SVI는 두 측정 모두에 
대한 대용물입니다. 지역사회 빈곤, 가정에서 
구사하는 언어, 지역 교육 성취도 등을 포함한 
13가지 측정이 지수를 구성합니다.) 

6.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HB89/SB480 (b)(6)) 

$50 - 제공자가 2022년 5월 2일 현재 IEP 또는 
IFSP를 가진 아이들을 등록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7. 2세 이하의 어린이(HB89/SB480 (b)(7))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30 - 제공자가 2세 이하의 아동을 등록했는지 
여부, 2022년 5월 2일 데이터 스냅샷을 기준으로 
제공자가 유아에 대한 면허를 취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측정됨 

참고: 

#5의 우선 순위 영역에 대해 MSDE는 허가된 보육 사이트의 주소를 사용하여 사회적 취약성 지수 점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 목적을 위해, MSDE는 프로그램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24일 사이에 지급을 
위해 MSDE에 청구서를 발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우선 순위 영역 #3의 자격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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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공백 우선 순위(우선 순위 영역 #4)의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보육 공백 섹션을 
참조합니다. 

보조금 액수는 제공자가 위의 우선 순위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 제공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용 자금의 잔액은 허가된 슬롯마다 모든 
보조금 제공업체에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MSDE는 2022년 5월 2일 유아 교육 부서에 기록된 면허 보육 슬롯의 수로 프로그램 기금 액수를 
계산합니다.    

보육 장학금 프로그램(이전 명칭 보육 보조금)은 메릴랜드의 적격 근로 가정에 보육 비용과 함께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육 장학 프로그램 웹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보육 격차 

주지사의 보육 안정화 보조금의 목적을 위해, MSDE는 카운티별로 메릴랜드의 초당적 정책 기관의 보육 
격차 평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잠재력 있고 적격한 학생들에게 사용 가능한 슬롯의 중앙값 비율 보다 
낮은 경우 보육 슬롯이 부족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초당적 정책 기관에 따르면 보육격차는 다음을 가리킵니다. 

잠재적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가족이 운전으로 정규 돌봄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어린이의 수. 각 인구 조사 블록 그룹(인구 조사에서 가장 이용 가능한 가구 위치 
추정치)에는 특정 운전 반경의 서비스 지역이 할당되었습니다. 주어진 블록 그룹에서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자신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블록 그룹 내의 잠재적 보육 요구는 모든 제공자의 
수용량이 채워질 때까지 각 서비스 영역 내의 보육 제공자에게 비례적으로 
할당되었습니다. 도시 블록 그룹에는 3.5마일의 운전 반경이 있는 서비스 지역이 할당된 
반면, 농촌 블록 그룹에는 10마일의 운전 반경이 있는 서비스 지역이 할당되어 해당 
지역의 부모가 운전할 의향이 있는 거리를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BPC는 
지역별로 보육에 접근하지 못하는 아동의 수를 정량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분석에서 내린 
방법론적 결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육 격차 평가 웹페이지를 참조합니다. 

  

https://earlychildhood.marylandpublicschools.org/child-care-providers/child-care-scholarship-program
https://childcarega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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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메릴랜드 주별 보육 격차 데이터, 주별 보육 격차 중앙값, MSDE가 보육 슬롯이 부족한 지역으로 
지정한 카운티를 설명합니다. 

관할 구역 보육 격차 격차 백분율 격차 중앙값 보육 슬롯 부족 지역으로 
지정 

 1.  앨러게니 650 0.247 0.1455 예 
 2. 앤 아룬델 5910 0.200 0.1455 예 
 3. 볼티모어 카운티 7660 0.185 0.1455 예 
 4. 캘버트 140 0.033 0.1455 아니요 
 5. 캐롤라인 0 0.000 0.1455 아니요 
 6. 캐롤 1230 0.155 0.1455 예 
 7. 세실 650 0.147 0.1455 예 
 8. 찰스 920 0.121 0.1455 아니요 
 9. 도체스터 310 0.182 0.1455 예 
10. 프레더릭 1320 0.109 0.1455 아니요 
11. 가레트 330 0.342 0.1455 예 
12. 하포드 1920 0.150 0.1455 예 
13. 하워드 2490 0.155 0.1455 예 
14. 켄트 0 0.000 0.1455 아니요 
15. 몽고메리 8200 0.144 0.1455 아니요 
16. 프린스 조지 7440 0.142 0.1455 아니요 
17. 퀸 앤 1 0.000 0.1455 아니요 
18. 세인트 메리 73 0.013 0.1455 아니요 
19. 서머싯 110 0.139 0.1455 아니요 
20. 탤벗 0 0.000 0.1455 아니요 
21. 워싱턴 6710 0.111 0.1455 아니요 
22. 위코미코 950 0.171 0.1455 예 
23. 워체스터 660 0.329 0.1455 예 
30. 볼티모어시 6250 0.193 0.1455 예 

  

 
1초당적 정책센터의 보육 격차 평가를 통해 2022년 7월 확보한 자료 

https://childcarega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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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성 지수 

주지사의 보육 안정화 보조금 목적으로, MSDE는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에 
따르면, “사회적 취약성은 인간의 건강에 대한 외부 스트레스로 인한 지역사회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의미합니다”.  사회 취약성 지수(SVI)는 15개의 주요 사회 및 인구 통계학적 지표를 기반으로 인구 
조사 구역별 데이터 및 취약성 비율을 추적합니다. “인구 조사 추적”은 카운티의 세부 계층으로 빈곤, 차량 
접근성 부족 및 혼잡한 주택을 포함한 15개의 사회적 요인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이 측정은 
다음을 사용합니다 (아래 그림 I 참조). 

2 

또한, 사회 취약성 지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문서를 보려면 사회 취약성 지수 웹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2 출처 독성 물질 및 질병 등록 기관의 사회적 취약성 지수를 통해 획득 (2022년 5월 12일) 

https://www.atsdr.cdc.gov/placeandhealth/svi/index.html
https://www.atsdr.cdc.gov/placeandhealth/svi/documentation/SVI_documentation_20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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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시나리오 

시나리오 1   

50개의 허가된 슬롯을 가진 보육 제공자는 보육 슬롯이 없는 지역(볼티모어 카운티)에 있으며, 주로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속하며, 관련 경제적 불확실성 및 폐쇄 위험(.721의 SVI 점수를 통해 측정)을 
포함하여 팬데믹으로 인해 심각하고 불균형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 50 슬롯 X 기본 지급 ($75) = $3,750 

• 50 슬롯 X 보육 사막 ($75) = $3,750 

• 50 슬롯 X 재정적 어려움/저소득층 커뮤니티 (100달러) = $5,000 

• 총액 = $ 12,500 

시나리오 2   

8개의 허가된 슬롯을 가진 보육 가족 제공자는 IEP 또는 IFSP를 가진 학생을 등록할 자격이 있으며, 유아를 
위해 허가되었으며, 연방 안정화 보조금 지급(안정화 1회차/2회차)을 신청하거나 받지 않은 경우 다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슬롯 X 기본 지급 ($75) = $600 

• 8 슬롯 X IEP 또는 IFSP를 가진 학생을 등록시키는 능력 ($50) = $400 

• 8슬롯 X 최초 안정화 보조금 ($150) = $1,200 

• 총액 = $2,200 

기금 사용  
기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설명 

인력 비용 보육 프로그램 인원에 대한 임금 및 혜택; 보육 센터 또는 가족 보육 제공 
업체 및 직원에 대한 보상 증가; 건강, 치과 및 시력 보험; 장학금; 유급 
병가 또는 가족 휴가; 퇴직 기여금; 지속적인 전문 개발 또는 교육; 보험료 
또는 위험 보수; 직원 상여금; 직원 운송 비용; 출퇴근 시 직원 운송 비용; 
백신 예약을 위한 유급 휴가 및 부작용 관리를 포함하여 코로나 19 백신을 
이용하는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리소스 및 백신 예약에 대한 이동 비용 
포함 

임대/주택담보대출, 공과금, 
시설, 유지 보수 및 보험 

연체료 또는 연체 관련 요금; 시설 개선: 놀이터 건설 또는 업그레이드, 
화장실 개조, 난간, 경사로 또는 자동 도어 설치, 사회적 거리를 위한 추가 
공간을 만들기 위한 비하중 내력벽 제거; 코로나 19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유지 보수 및 소규모 개조;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가족 구성원이 보육 
프로그램을 포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되는 개선; 규정 준수를 위해 
허가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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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보호 장비, 청소 및 
기타 보건 및 안전 관행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통제, 갑작스러운 영아 사망 증후군 예방 및 
안전한 수면 관행의 사용, 약물 투여 (부모 동의 기준과 일치), 음식 및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응급 상황의 예방 및 대응, 건물 및 물리적인 시설 
안전, 흔들린 아기 증후군 및 학대 두뇌 외상 및 아동 부적응 예방, 자연 
재해 또는 사람이 유발한 사건으로 인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 유해 
물질의 취급 및 보관 및 적절한 생물 오염 물질 처분, 어린이 운송 시 
적절한 예방 조치, 소아 응급 처치 및 심폐 소생술, 안전 지침, 아동학대 및 
방치에 대한 인식 및 보고를 포함한 주 및 현지 보건 및 안전 지침 충족을 
지원하는 장비, 용품, 서비스 및 교육이 포함될 수 있음    

장비 및 비품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및 용품의 구매 
또는 업데이트. 장비와 비품이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에 대응하는 
한, 안전 프로토콜과 개발적으로 적절한 관행에 부합하는 사업 관행을 
촉진하는 실내 및 실외 장비와 비품뿐만 아니라 사업 소프트웨어 및 
업그레이드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품목도 
포함될 수 있음 

상품 및 서비스 보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 상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 
상품의 예로는 놀이, 학습, 식사, 기저귀 및 화장실 사용 또는 안전한 
수면을 용이하게 하는 음식 및 장비 및 재료 포함; 서비스 예로는 비즈니스 
자동화 교육 및 지원 서비스, 공유 서비스, 보육 관리 서비스, 음식 서비스 
및 교통 서비스 포함; 면허 요건 충족과 관련된 비용 및 면허 요건 충족과 
관련된 비용도 포함됨  

정신 건강 서비스 아동 및 직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예를 들어, 아동이 배우고 
성장하는 환경에서 사회적, 정서적 및 행동적 건강 및 개발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 아동 및 가족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정신 건강 전문가와 
협력하는 증거 기반 예방 기반 전략인 영아 및 유아 정신 건강 상담 
(IECMHC); 또한, 직원들의 정신 건강 및 복지는 교육, 채용 및 유지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육자의 
복지는 아동 돌봄 부문을 안정화하는 데 중요; 직원을 위한 정신 건강 상담 
및 직원에 대한 다른 유형의 정신 건강 지원도 허용됨 

신청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제공자는 보육 안정화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샘플 신청서는 
부록에 제공됩니다.  

신청서 검토 
MSDE는 보조금 신청을 수시로 처리합니다. 일단 신청서가 제출되면 MSDE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격을 
확인하고 제공자를 각 상여 금액에 일치시킵니다 (이 자료와 보조금 신청서에 설명된 방안에 따라 결정된 
상여 금액).  

신청서가 작성되고 제공자가 자격을 갖춘 경우, MSDE는 제공자에게 상금과 상여 금액을 통지합니다.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MSDE가 제공자를 부적격자로 기록한 경우, MSDE는 제공자에게 통지하고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주일(7일)을 제공합니다. 

https://msde.qualtrics.com/jfe/form/SV_1QPVejwzrqwOb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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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 검토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MSDE는 2022년 10월 초에 보조금 처리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MSDE는 2022년 10월 28일까지 모든 상여 처리를 완료할 것입니다. 즉, 
MSDE는 이 날짜에 또는 이 날짜까지 지급액 발행을 위해 모든 상여금을 감사관에게 제출합니다. MSDE가 
처리를 위해 결제 정보를 감사관에게 보낸 후, 제공자는 ACH(계좌 이체) 지급에 대해 영업일 기준 3~4일 
이내에 또는 일반 우편을 통해 수표에 대해 30일 이내에 주에서 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지연되면 지급 처리 후 수표를 수령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제공자가 신청서 창의 마지막 날인 8월 29일에 신청서를 제출하지만 불완전합니다. 제공자는 면허의 
디지털 사본을 로드하려고 할 때 실수로 잘못된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MSDE는 신청서와 문서를 검토하고 
8월 29일에 회신하여 7일 이내에 수정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9월 2일, 제공자는 업데이트된 
파일을 전송합니다. 추가 정보는 9월 7일까지 MSDE에서 검토합니다. 이후 MSDE는 내부 회계 절차를 
시작하여 9월 19일에 회계 처리를 완료합니다. MSDE는 지급 정보를 9월 26일에 처리할 감사관에게 
보냅니다. 제공자는 자금을 계좌 입금으로 받기로 선택했으며, 이는 처리되어 9월 26일 이후 영업일 기준 
약 3~4일 후에 제공자의 은행 계좌로 자금이 입금됩니다. 

시나리오 2 

제공자가 8월 11일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작성되고 모든 서류가 정확합니다. MSDE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8월 20일에 제공자에게 상여금을 통지합니다. 이후 MSDE는 내부 회계 절차를 
시작하여 9월 초에 회계 처리를 완료합니다. MSDE는 지급 정보를 공급자에게 수표를 발행하는 
감사관에게 보내고 몇 주 후 USPS를 통해 수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USPS 배송 시간에 따라 다름). 

지급 프로세스 
보조금은 1회에 한해 수시로 지급됩니다. 제공자는 보조금 신청이 끝나면 지급(직접 입금 또는 USPS를 
통한 수표) 방법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금 

첫 번째 회차에 보조금 지급을 받았고, 여전히 동일한 주소에 있으며, 동일한 면허로 운영되고 있고, 자동 
입금을 통해 지급을 받은 경우 MSDE에 이미 귀하의 자동 이체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입금으로 보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직접 입금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감사관 사무실로 보내야 하며, 이를 통해 신원 확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확인일로부터 
귀하의 요청을 처리하는 데 약 14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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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S를 통한 수표 

USPS를 통해 수표로 지급액을 보내도록 선택한 경우 수표는 신청서에 제공된 실제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USPS를 통해 전송된 수표는 계좌 입금으로 전송된 지급액보다 늦게 도착합니다. MSDE는 
USPS를 통해 전송된 지급에 대한 추적 및 배송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신고 요건 
보조금의 사용은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보조금이 사용 가능한 경비에 지출되지 않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보조금을 환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회계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차별 금지 성명 
메릴랜드주 교육부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프로그램 및 활동에 접근하는 데 있어 연령, 혈통/출신 국가, 
피부색, 장애, 성 정체성/표현, 결혼 여부, 인종, 종교, 성별 또는 성적 취향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보이 
스카우트 및 기타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접근 권한을 제공합니다. 부서 정책과 관련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연락하십시오. 

형평성 보장 및 규정 준수 사무소 
주 운영 감사 부총리실 
메릴랜드주 교육부 
200 W. Baltimore Street - 2층 Baltimore, Maryland 21201-2595 410-767-0123 - 음성 
410-767-0431 - 팩스 
410-333-6442 - TTY/TDD  

일반 교육 조항법(GEPA), 427항 
각 신청서는 공평한 참여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학생, 교사 및 기타 프로그램 수혜자의 특별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여 지원자가 프로젝트 또는 활동에 대한 공평한 접근 및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는 
단계를 개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고객 서비스 지원 세션  
MSDE는 관심 있는 지원자를 위해 여러 고객 서비스 지원 세션을 개최합니다. 이 세션에서 MSDE 직원은 
신청자가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고 안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참가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답변합니다. 세션에 등록하려면 아래 날짜를 클릭합니다. 

● 8월 9일 (화) 오후 1시~2시 

● 8월 11일 (목) 오후 6시~7시 

● 8월 13일 (토) 오전 10시~오전 11시 

● 8월 15일 (월) 오후 1시~2시 

● 8월 16일 (화) 오후 6시~7시 

  

https://msde.webex.com/mw3300/mywebex/default.do?service=7&nomenu=true&main_url=%2Ftc3300%2Ftrainingcenter%2FLoading.do%3Fsiteurl%3Dmsde%26UID%3D6595250796%26RT%3DMiMxMQ%253D%253D%26siteurl%3Dmsde%26apiname%3Dj.php%26MTID%3Dta5869173a657837f35f207a4d7ca64f1%26FM%3D1%26rnd%3D9458982704%26servicename%3DTC%26ED%3D1622940592%26needFilter%3Dfalse&siteurl=msde
https://msde.webex.com/mw3300/mywebex/default.do?service=7&nomenu=true&main_url=%2Ftc3300%2Ftrainingcenter%2FLoading.do%3Fsiteurl%3Dmsde%26UID%3D6595252481%26RT%3DMiMxMQ%253D%253D%26siteurl%3Dmsde%26apiname%3Dj.php%26MTID%3Dt087dec9973d1b1b171c331b1d2731ccc%26FM%3D1%26rnd%3D6643046277%26servicename%3DTC%26ED%3D1622940597%26needFilter%3Dfalse&siteurl=msde
https://msde.webex.com/msde/k2/j.php?MTID=t7051fbcd84fecefd97fc09a447f39dc9
https://msde.webex.com/mw3300/mywebex/default.do?service=7&nomenu=true&main_url=%2Ftc3300%2Ftrainingcenter%2FLoading.do%3Fsiteurl%3Dmsde%26UID%3D6595252496%26RT%3DMiMxMQ%253D%253D%26siteurl%3Dmsde%26apiname%3Dj.php%26MTID%3Dtf8308c6aa9d4e3fe98c11e754c877fab%26FM%3D1%26rnd%3D4221008893%26servicename%3DTC%26ED%3D1622940602%26needFilter%3Dfalse&siteurl=msde
https://msde.webex.com/mw3300/mywebex/default.do?service=7&nomenu=true&main_url=%2Ftc3300%2Ftrainingcenter%2FLoading.do%3Fsiteurl%3Dmsde%26UID%3D6595252501%26RT%3DMiMxMQ%253D%253D%26siteurl%3Dmsde%26apiname%3Dj.php%26MTID%3Dt4a6681690fba8e383cdf3c45432841f7%26FM%3D1%26rnd%3D8536374336%26servicename%3DTC%26ED%3D1622940607%26needFilter%3Dfalse&siteurl=ms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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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청서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MSDE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childcaregrants.msde@maryland.gov  

양식: 이 온라인 문의 양식을 작성합니다   

전화: 1-855-476-5010 

고객 서비스 전문가가 24시간 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모든 문의에 응답하며, 고객 서비스 지원 세션 후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답변 목록이 보육 안정화 웹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보조금 신청서 일정 
모든 첨부 파일과 업데이트를 포함한 이 자금 조달 기회는 보육 안정화 웹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날짜 프로그램 목표 

2022년 8월 3일 보조금 정보 가이드와 신청서가 출시됩니다 

8월 9일 오후 1~2시 

8월 11일 오후 6~7시 

8월 13일 오전 10시~오전 
11시 

8월 15일 오후 1~2시 

8월 16일 오후 6~7시 

MSDE는 관심있는 제공자를 위한 가상 고객 서비스 지원 세션을 
개최합니다 

2022년 8월 29일 보조금 신청 기간이 종료됩니다 

 

부록 
샘플 온라인 신청서  

직접 입금 양식 

양식 W-9 

mailto:childcaregrants.msde@maryland.gov
https://docs.google.com/forms/d/1bKMAWr3ve5ndzlLmlq0FJLSg6X0VH00fjygzoAEivI0/edit?ts=62d99ad8
https://earlychildhood.marylandpublicschools.org/MarylandStabilization
https://earlychildhood.marylandpublicschools.org/MarylandStabilization
https://www.marylandtaxes.gov/statepayroll/Static_Files/Direct_Deposit_Form.pdf
https://www.irs.gov/pub/irs-pdf/fw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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