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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설명  
보육센터 직원들과 제공자들은 메릴랜드주 아동들의 인생애 초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주 중위 소득보다 훨씬 낮은 소득을 얻습니다. 2021년 594장(하원법안 1100호)은 
보육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직접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릴랜드주 보육 제공자들에게 보너스를 
제공하는 1회성 보육 제공자 및 직원 보너스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법은 또한 이 정보 가이드에 포함된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각 직원에게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이름 

보육 제공자 및 직원 보너스 프로그램 

목적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하원 법안 1100의 조항을 이행하고 보육 장학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격을 갖춘 
제공자들와 그 직원들에게 선착순으로 보너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메릴랜드주 보육 제공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통해 MSDE에 현재 
보육 직원 수와 해당 직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가 

하원 법안 1100은 2023 회계연도에 MSDE에 1,600만 달러의 지출이 보육 제공자와 직원 보너스에 
사용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MSDE는 1,000만 달러를 기존 직원의 1,000달러 보너스로, 400만 달러를 
신규 고용으로, 200만 달러를 보너스로 사용하여 500 달러의 고용 보조 보너스를 제공자에게 지불하여 
신규 직원을 고용하는 비용 또는 첫 달 임금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보너스를 받게 될 모든 직원들은 

메릴랜드 보육 자격 증명 프로그램에 의해 자격 증명이 되거나 진행 중인 직원이어야 합니다. 

파종 

이 보조금 정보 가이드(GIG)는 2022년 10월 28일에 출시되었습니다. 

마감일 

제출 기한은 2022년 11월 30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보조금 기간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https://earlychildhood.marylandpublicschools.org/child-care-providers/office-child-care/credentialing-branch/child-care-credential-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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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 과정 

제공자들은 아래에 명시된 필수 정보를 여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법령에 규정된 대로 
선착순으로 시상하기 때문에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자들은 다음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원의 입사일 
• 직원의 이름과 성 
• 주당 고용된 시간 (시간) 
• 2022년 6월 30일까지 교육조항 제 § 9.5-904조에 따라 설립된 메릴랜드주 보육 자격 증명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 증명을 보유했는지 여부입니다. 
• 2023년 6월 30일까지 교육 조항의 § 9.5-904에 따라 설립된 메릴랜드 보육 자격 증명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 증명을 보유할지 여부입니다 

• 최소 6개월 동안 제공업체에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직원의 약속 증명(또는 증명 없음) 

자금 조달 금액 및 적격 여부  

아래의 모든 경우에, 제공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1월 1일 사이에 수령된 보육 장학금 프로그램 
바우처에 대해 지급을 받은 경우 장학금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정의를 충족합니다.  

보육 제공자 및 직원 보너스 프로그램은 총 1,600만 달러 ($16,000,000)를 반영합니다. 이 합계는 법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000만 달러는 보육 장학 프로그램 참여 제공자와 다음과 같은 개인에게 1,000 달러 보존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o 2022년 6월 30일에 보육 제공자에 고용되었습니다; 

o 주당 최소 20시간 동안 제공자에 의해 고용됨; 그리고 

o 둘 중 하나 - 교육 조항의 § 9.5–904에 따라 설립된 메릴랜드 보육 자격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을 보유했습니다 

o 또는 – 2023 회계연도(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동안 메릴랜드 보육 자격 증명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 증명을 획득합니다. 

• 최대 1,000 달러의 보존 보너스를 제공하기 위해 40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자격 있는 직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500 달러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o 2023 회계연도(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동안 보육 사업자에 고용되었습니다; 

o 제공자가 주당 최소 20시간 동안 고용합니다;  

o 3개월 동안 고용된 경우; 또는 

o 해당 제공자에게 최소 6개월 동안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로 약속합니다. 

 

https://msde.qualtrics.com/jfe/form/SV_bsy6DwU9Gqd8UNE
https://mgaleg.maryland.gov/mgawebsite/Laws/StatuteText?article=ged&section=9.5-904&enactments=true
https://mgaleg.maryland.gov/mgawebsite/Laws/StatuteText?article=ged&section=9.5-904&enactments=true
https://mgaleg.maryland.gov/mgawebsite/Laws/StatuteText?article=ged&section=9.5-904&enactments=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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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자격이 있는 직원은 두 번째 500 달러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o 교육 조항 제 9.5-904조에 따라 설립된 메릴랜드 보육 자격 증명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 
증명을 보유하거나 획득합니다: 또는 

o 보육 제공자로 고용되거나 보육 장학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육 제공자에서 최소 6개월 
동안 주당 20시간 이상 고용됩니다. 

• 2023 회계 연도에 고용 된 직원 수에 따라 500 달러의 고용 지원 보너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보육 장학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육 제공자에게 최소 3 개월 동안 주당 30 
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에 따라 선착순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메릴랜드 전역의 제공자들이 프로그램 기금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MSDE는 각 메릴랜드 관할권(23개 카운티 및 볼티모어 시)에서 허가된 보육 

제공자의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그런 다음 MSDE는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의 자금 금액을 관할권별로 
배분했습니다(첨부 1 참조). 

구체적으로 MSDE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자금을 관할구역별로 배분했습니다(권역별 
정확한 금액은 첨부 1 참조): 

1) 1단계: MSDE는 각 관할 지역의 면허 보육 제공업체의 비율을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어: Charles County는 7,052개의 허가된 보육 제공자 중 229개, 즉 주 전체 제공자의 
3.2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2단계: MSDE는 1,600만 달러를 법에 정의된 세 가지 프로그램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1) 첫 번째 보유 보너스 그룹에 1,000만 달러 (2022년 6월 30일 제공자에 의해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1,000 달러); 

2) 두 번째 보존 보너스 그룹에 대한 400만 달러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사이에 제공업체에 고용 및 고용된 사람에 대한 500 달러/500 달러); 또는 

3) 고용 지원 보너스 200만 달러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신규 고용 
시 500 달러). 

3) 3단계: MSDE는 각 프로그램 지역 금액으로 카운티의 제공자 비율을 곱했습니다. 

예를 들어: Charles County의 경우 MSDE는 전체 제공자들의 3.25%에 각각 1,000만 달러, 400만 

달러 및 200만 달러를 곱했습니다. 이는 각각 $324,730.57, $129,892.23, $64,946.11에 
해당합니다.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주어진 관할권에서 미리 할당된 금액으로 잔여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MSDE는 각 신청서가 제출되고 신청 시스템에서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디지털 타임스탬프를 기반으로 
하여 자금을 모으고 프로그램의 신청 목록을 계속 내려갑니다. 

  

https://mgaleg.maryland.gov/mgawebsite/Laws/StatuteText?article=ged&section=9.5-904&enactments=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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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액수 

지역 관할권에 사용된 비율에 따라: 

1,000만 달러는 자격을 갖춘 각 개인에게 1,000 달러 보존 보너스를 수여하는 데 사용됩니다. 

400만 달러는 적격한 신입 직원에게 1,000 달러를 수여하는 데 사용됩니다. 

200만 달러는 공급자에게 500 달러 고용 지원 보너스를 수여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출 지침 

지원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제출 링크를 방문하여 양식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육 제공자들은 2022년 11월 30일 오후 5시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연락처  

Justin Dayhoff 
부경감 
410-767-0439 
Justin.dayhoff@maryland.gov 
 

기금 사용  

자금은 아래 나열된 허용 비용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400만 달러 - 자격이 있는 Maryland EXCELS 보육 제공자들 및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보너스(직접 

보육을 수행하는 제공자만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0만 달러 - Maryland EXCEL 제공업체의 직원 고용을 위한 운영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o 직원이 3개월을 마친 후 500 달러의 고용 보너스를 지원합니다.  

o 입사, 면허 또는 인증 비용, 신원 조회 수수료, 신입 사원에게 첫 달 급여 지급을 광고하는 
경우입니다. 

자금은 다음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임시 또는 영구 구조물의 건설 

• 장비 

• 위의 허용 가능한 지출과 관련이 없는 기타 모든 지출입니다. 

프로그램 요구 사항 

MSDE는 보육 제공자가 보조금을 신청한 다음 자격이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현재 자격이 있는 모든 직원과 신입 사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보육 제공자들은 제공자, 센터 및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신청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https://msde.qualtrics.com/jfe/form/SV_bsy6DwU9Gqd8UNE
mailto:Justin.dayhoff@maryland.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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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보고서는 2023년 6월 1일까지 MSDE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각 구성요소에 따라 지급된 
직원 수와 고용/채용 비용 또는 고용 보너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MSDE는 2023년 초에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온라인 양식을 수여받은 제공업체에 제공할 것입니다. 

지원 검토 및 지불 과정 

MSDE는 다음과 같이 공급자 프로그램 지원서를 검토합니다: 

1. 보조금 지급 기간이 끝나면 MSDE는 제출된 지원 문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모든 제출물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제공자와 직원을 결정합니다. MSDE는 
관할권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고 타임스탬프가 찍힌 순서대로 제출물을 검토합니다. 

2. MSDE는 데이터 제출을 평가하여 적격 직원당 수상 금액을 결정한 후 각 보육 제공업체에 할당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MSDE는 위의 "사용 가능한 자금" 섹션에 명시된 자금 지원 금액 정보를 

사용하여 각 적격 신청자의 정확한 금액을 결정합니다. 

3. 그런 다음 MSDE는 수여된 보육 제공업체에 지급하여 MSDE 인증서에 서명한 자격이 있는 
직원에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4. 제시간에 제출된 모든 지원서를 검토한 후 수여되지 않은 기금은 관할권이 아닌 주 전역에 걸쳐 
배정됩니다. 그리고 MSDE는 신청했지만 상을 받지 못한 보육사업자와 신청서 제출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다음 신청자 명단에 있는 보육사업자에게 가능하면 추가 시상할 예정입니다. 

수상 알림 

수상 통지는 부서의 지원 자료 검토 및 적격성 확인 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부서는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보너스를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관련 첨부 파일 및 보고 정보를 포함하여 수상 서신에 프로그램 다음 
단계를 포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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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형평성 보장 및 규정 준수 사무소 

주 운영 감사 부총리실 
메릴랜드주 교육부 
200 W. Baltimore Street - 2nd Floor Baltimore, Maryland 21201-2595 410-767-0123 - 음성 
410-767-0431 - 팩스 
410-333-6442 - TTY/T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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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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자를 위한 네 가지 고객 서비스 지원 세션을 개최할 것입니다. 이 세션 동안 MSDE 담당자는 
지원서 제출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합니다. 세션을 
등록하려면 아래 날짜 및 시간을 클릭하십시오:  

● 화요일, 2022년 11월 1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 금요일, 2022년 11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 목요일, 2022년 11월 10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 토요일, 2022년 1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질문  

응용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프로그램 모니터에 문의하십시오: 

Justin Dayhoff 
부경감 
410-767-0439 
Justin.dayhoff@maryland.gov 
 

고객 서비스 지원 세션 후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답변 목록이 MSDE Grants 사무소 웹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부록 

• 첨부파일 1 - 지역 관할권별 보육 제공자 수별 할당 내역 

  

https://teams.microsoft.com/registration/U8MsVePDVk6Uspj01BuhjA,UgVvI11QZkCNT_YM7RDmsA,ez3EwNBjR0WL6ei5VrEO4g,hePMbds9c0-ZC-vGmBQcJA,tg3Bvi_kKEebsC9GtG4usg,cXNmB_mnrki0SLJ1prv67A?mode=read&tenantId=552cc353-c3e3-4e56-94b2-98f4d41ba18c
https://teams.microsoft.com/registration/U8MsVePDVk6Uspj01BuhjA,UgVvI11QZkCNT_YM7RDmsA,ez3EwNBjR0WL6ei5VrEO4g,ySuMO8rjiUejqXaaFeGbHg,qyW27TwQJkKxMEfWYanbDQ,UP-SLiNzr0Sa78QaMzulTw?mode=read&tenantId=552cc353-c3e3-4e56-94b2-98f4d41ba18c
https://teams.microsoft.com/registration/U8MsVePDVk6Uspj01BuhjA,UgVvI11QZkCNT_YM7RDmsA,ez3EwNBjR0WL6ei5VrEO4g,STnEFFLpjUOSLaqnic-ctQ,rB3g71_N4E2_NWkP4DkMFQ,eh-Qxhz1skiQdRI53tsRhQ?mode=read&tenantId=552cc353-c3e3-4e56-94b2-98f4d41ba18c
https://teams.microsoft.com/registration/U8MsVePDVk6Uspj01BuhjA,UgVvI11QZkCNT_YM7RDmsA,ez3EwNBjR0WL6ei5VrEO4g,wQ6VQjhTqk6TiBDJnNI8Dw,Ck6Os6HFMkmJckKw9VjB7Q,k6RdhS5NOkG9gPnDsSySKQ?mode=read&tenantId=552cc353-c3e3-4e56-94b2-98f4d41ba18c
mailto:Justin.dayhoff@maryland.gov
https://marylandpublicschools.org/about/Pages/OFPOS/GAC/GrantPrograms/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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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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