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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gomery County 교육 위원회는 다음 학사연도인 2014-2015 교육구 행정 예산안을 23억 달러로 제안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올해 예산의 4퍼센트 인상한 것으로 주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예산 인상보다 2.5퍼센트 낮은 인상입니다. 이 
예산으로 MCPS는 다음과 함께 모든 학생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되는 교육구의 성장을 관리

»»성취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투자

»»학생의 미래를 위한 준비

가치에»기준을»둔»예산
이 예산은 우리 지역사회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와 학부모,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해주신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빈곤도가 높은 67개 초등학교에 추가 도움을 계속 제공.

»»2,721명의 증원된 학생과 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ESOL) 학생 그리고 특수교육 서비스를 위한 
새 교사와 교직원 276명을 고용하는 비용으로 약 2,100만 불.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프리킨더가든 교실에 2명 증원으로 14만 불.

»»교실에서의 과학기술 향상과 새 주 평가시험 운영을 돕기 위한 새 태블릿과 기기 300만 불.

»»경험 많은 250명의 교사를 도움이 많이 필요한 학교로 배치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Career Lattice" 프로그램 비용 
80만 불

»»학생들이 주요 교과과목인 수학과 읽기/독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8개의 고등학교 수학과 읽기/독해 교사 고용 약 
100만 불.

»»ESOL 학생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21개 중학교의 ESOL 서비스 향상 140만 불 이상.

»»학생을 돕는 시범 사례를 향상 시키기 위한 다년 간의 노력 120만 불. 이 예산은 초등학교에 5.5명의 카운슬러 
고용과 5명의 학교 심리학자 6명의 학생지도 담당관(pupil personnel worker) 고용에 사용되며 담당 건수를 줄이기 
위해 근년 간 더 많은 직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지도 교사에게 지도하고 협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200만 불.

»»학생과 학생 가족에게 건강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향상하고 높은 수준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

새»소식과»지속적인»관련»소식»안내
»»교육위원회가 요청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MCPS 예산 웹사이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MCPS 웹사이트(www.
montgomeryschoolsmd.org)에서 search란에 “Operating Budget”이라고 치신 후 찾아봅시다. 이 예산안은 
Montgomery 카운티 군수와 Montgomery 카운티 의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카운티에 알립시다: 

»»Montgomery»County»Executive» Isiah»Leggett: ocemail@montgomerycountymd.gov, 240-777-2500

»»Montgomery»County»Council: county.council@montgomerycountymd.gov, 240-777-7900 

Montgomery»County»Public»Schools
교육위원회가»요청한»예산의»요약예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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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gomery County 교육 위원회는 다음 학사연도인 2014-2015 교육구 행정 예산안을 23억 달러로 제안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올해 예산의 4퍼센트 인상한 것으로 주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예산 인상보다 2.5퍼센트 낮은 인상입니다. 
이 예산으로 MCPS는 등록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모든 학생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산은 또한, MCPS가 성취도의 차이를 좁히고 학생들을 미래에 번창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주요 분야에 전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략적 투자를 하는 분야 중 한 예는 읽기/독해와 수학이 힘든 학생들을 위한 추가 교사 고용 다년도 계획입니다. 

필요
전반적으로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학생들은 매우 높은 학력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졸업률, AP과목, 
저학년의 읽기/독해 등의 주요 분야에서 성취도 차이 좁히기에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야는 차이가 
계속되거나 더 커지고 있습니다. 

11학년 말까지 대수2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MCPS 학생의 백분율은 지난 몇 년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수한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수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남미계 학생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전혀 좁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
교육위원회 예산에는 15명의 영어/언어영역과 수학 포커스 교사 15명 증원을 위한 100만 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교사들은 학생수가 많아 도움이 필요한 고등학교에서의 한 반 학생 수를 줄여주고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개별교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투자는 지난 예산에 포함되었던 Downcounty Consortium 연합학군의 17명과 Watkins Mill, Springbrook, 
Gaithersburg 고등학교에서의 교습을 돕도록 2014년 추가된 6명에 이어 추가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2014년도에 교육위원회는 MPCS 중학교의 영어와 수학반 학생수를 줄여주기 위해 추가한 30명의 포커스 교사를 
추가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은 장기적 노력의 연장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학교에 추가도움을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MCPS는 10년 이상을 평균 190만 불의 추가 보조를 교육구 내 빈곤문제에 영향을 받는 67개의 초등학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교실 학생 수를 줄이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소식과»지속적인»관련»소식»안내
교육위원회가 요청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MCPS 예산 웹사이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MCPS 웹사이트 (www.
montgomeryschoolsmd.org)에서 search란에 “Operating Budget”이라고 치신 후 찾아봅시다. 이 예산안은 Montgomery 
카운티 군수와 Montgomery 카운티 의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카운티에 알립시다: 

»»Montgomery»County»Executive» Isiah»Leggett: ocemail@montgomerycountymd.gov, 240-777-2500

»»Montgomery»County»Council: county.council@montgomerycountymd.gov, 240-777-7900 

Montgomery»County»Public»Schools

교실»학생수를»줄여서»성취도»차이»줄이기예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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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gomery County 교육 위원회는 다음 학사연도인 2014-2015 교육구 행정 예산안을 23억 달러로 제안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올해 예산의 4퍼센트 인상한 것으로 주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예산 인상보다 2.5퍼센트 낮은 인상입니다. 
이 예산으로 MCPS는 등록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모든 학생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산은 또한, MCPS가 성취도의 차이를 좁히고 학생들을 미래에 번창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주요 분야에 전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략적 투자를 하는 한 분야는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 학습자의 성취도 향상입니다. 

필요
올해, MCPS 학생 중 13.6%의 학생이 외국어가 모국어인 학생을 위한 영어 교육(ESOL)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6년간 35%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ESOL 학생들의 성취도가 어떤 부분에는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눈에 띄는 큰 성취도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일 큰 차이는 중학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8학년 말에 60% 가까운 학생이 Algebra 1에서 C의 등급 또는 그 이상을 받아 과목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러나 
ESOL 학생의 C 학점 이상 이수도는 19%이었습니다.

계획»
교육위원회는 이를 기대치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ESOL 교사 8명을 위한 50만 불을 포함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또한 ESOL 학생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다년도 노력의 일환으로 145만 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ESOL 학생수가 많은 21개의 중학교에서 나누게 될 10.5 교직원 자리 확보에 사용됩니다. 

이는 학교의 개발교습, 데이터 분석과 영어를 습득하였으나 읽기/독해와 수학 등의 주요과목 학습 수준의 영어를 
습득하지 못한 ESOL 학생들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을 돕습니다. 

새»소식과»지속적인»관련»소식»안내
교육위원회가 요청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MCPS 예산 웹사이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MCPS 웹사이트 (www.
montgomeryschoolsmd.org)에서 search란에 “Operating Budget”이라고 치신 후 찾아봅시다. 이 예산안은 Montgomery 
카운티 군수와 Montgomery 카운티 의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카운티에 알립시다: 

»»Montgomery»County»Executive» Isiah»Leggett: ocemail@montgomerycountymd.gov, 240-777-2500

»»Montgomery»County»Council: county.council@montgomerycountymd.gov, 240-777-7900 

Montgomery»County»Public»Schools

외국어가»모국어인»학생을»위한»영어»
교육을»위한»투자

예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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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gomery County 교육 위원회는 다음 학사연도인 2014-2015 교육구 행정 예산안을 23억 달러로 제안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올해 예산의 4퍼센트 인상한 것으로 주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예산 인상보다 2.5퍼센트 낮은 인상입니다. 
이 예산으로 MCPS는 등록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모든 학생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산은 또한, MCPS가 성취도의 차이를 좁히고 학생들을 미래에 번창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주요 분야에 전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략적 투자를 하는 분야 중 한 분야는 매우 매우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경험 많은 교사를 도움이 많이 필요한 학교에 
재직하도록 하는 새로운 Career Lattice를 포함한 교사 리더십에 대한 투자입니다. 

필요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는 전국에서 최고의 교사진을 보유한 교육구로 이는 MCPS를 우수한 교육구로 
만들어주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입니다. 제일 효과적이며 경험이 많은 우수 교사에게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교습법을 
교실 밖에서 나눌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구 내 학교는 우수한 교사의 교습 리더십 혜택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문제가 있는 학교와 
제일 큰 성취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교육구 내의 학교에 이 리더십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
교육위원회는 예산에 “Career Lattice”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 80만 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Montgomery County Education Association과의 협업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주도 교사"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areer Lattice에서 교사는 2,000불을 추가로 받게 되는 주도 교사가 되어 지정된 고등학교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위원회는 50만 불을 요청하였습니다. 

남은 30만 불은 주도 교사가 지원하여 받을 수 있는 이노베이션 펀드로 학력의 차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교육위원회는 또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지도자 즉 resource 교사와 staff development 교사에게 협업하고 지도하고 
멘토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 195만 불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새»소식과»지속적인»관련»소식»안내
교육위원회가 요청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MCPS 예산 웹사이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MCPS 웹사이트 (www.
montgomeryschoolsmd.org)에서 search란에 “Operating Budget”이라고 치신 후 찾아봅시다. 이 예산안은 Montgomery 
카운티 군수와 Montgomery 카운티 의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카운티에 알립시다: 

»»Montgomery»County»Executive» Isiah»Leggett: ocemail@montgomerycountymd.gov, 240-777-2500

»»Montgomery»County»Council: county.council@montgomerycountymd.gov, 240-777-7900 

Montgomery»County»Public»Schools

교사»리더십과»연수교육에»대한»투자예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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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gomery County 교육 위원회는 다음 학사연도인 2014-2015 교육구 행정 예산안을 23억 달러로 제안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올해 예산의 4퍼센트 인상한 것으로 주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예산 인상보다 2.5퍼센트 낮은 인상입니다. 
이 예산으로 MCPS는 등록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모든 학생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산은 또한, MCPS가 성취도의 차이를 좁히고 학생들을 미래에 번창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주요 분야에 전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략적 투자를 하는 분야의 한 부분은 카운슬러, 심리학자, 학생지도 담당관( pupil personnel workers-PPWs)을 
포함한 주요 교직원 수를 늘려서 종합적인 학생 서비스를 통해 학생에게 더 나은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필요
카운슬러, 학교 심리학자, PPW는 학생들의 학업과 비 학업적 필요를 찾고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학을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성공적인 21세기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 정서적 적응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MCPS는 학생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부분에 직원을 충원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과 
더 가깝게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 정서적인 필요에 도움을 주기 위해 MCPS는 카운슬러와 학교 심리학자 그리고 PPW
의 업무량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계획»
교육 위원회는 학생들을 돕고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다년도 계획의 일부로 120만 불 예산 증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다음을 추가하게 됩니다.

»»5.5명 초등학교 카운슬러

»»5명 학교 심리학자

»»6명 학생지도 담당관(Pupil Personnel Worker)

이 직책은 학교 학생수와 다양한 요소, 고등학교 자퇴율, 결석률, 유동성과 정, 퇴학율 등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배치됩니다. 이 변수를 통해 제일 도움이 필요한 학교를 정합니다. 

이 증원을 통해 Coordinated Student Services 팀이 효과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게 되며 학생의 필요를 빠르고 효과적,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새»소식과»지속적인»관련»소식»안내
교육위원회가 요청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MCPS 예산 웹사이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MCPS 웹사이트 (www.
montgomeryschoolsmd.org)에서 search란에 “Operating Budget”이라고 치신 후 찾아봅시다. 이 예산안은 Montgomery 
카운티 군수와 Montgomery 카운티 의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카운티에 알립시다: 

»»Montgomery»County»Executive» Isiah»Leggett: ocemail@montgomerycountymd.gov, 240-777-2500

»»Montgomery»County»Council: county.council@montgomerycountymd.gov, 240-777-7900 

Montgomery»County»Public»Schools
학생을»돕는»시범»사례»향상예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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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gomery County 교육 위원회는 다음 학사연도인 2014-2015 교육구 행정 예산안을 23억 달러로 제안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올해 예산의 4퍼센트 인상한 것으로 주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예산 인상보다 2.5퍼센트 낮은 인상입니다. 
이 예산으로 MCPS는 등록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모든 학생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산은 또한, MCPS가 성취도의 차이를 좁히고 학생들을 미래에 번창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주요 분야에 전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략적 투자를 하는 분야 중 하나는 학부모들과의 자율적 협력을 유도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업을 도와 학생과 학부모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필요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는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교육구의 등록 
학생수의 증가에 따라 더 많은 학생이 MCPS에 오고 있으며 더 많은 도움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몇 년 동안, MCPS는 카운티 기관, 지역사회 기관, 비영리 단체와 기타 여러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학생과 학생 가족의 전반적인 필요를 충족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학생이 자신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잘 
준비되도록 지역사회를 연계시키고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어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야 합니다. 

계획»
교육위원회 예산은 현재의 파트너십에 80만 불을 추가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사업체 지도자들과 연계할 직원을 
고용하여 학생들의 성공을 준비합니다. 이 예산은 

»»Kennedy 학군 프로젝트와 Watkins Mill 학군으로의 연장을 돕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과 학생 가족의 교육과 
의료서비스, 주택과 제정보조, 법적 도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에서 추가 예산이 제공됩니다. 

»»빈곤문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 6개의 중학교를 위한 높은 수준의 방과후 프로그램인 Excel Beyond the Bell 
프로그램으로의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MCPS와 Montgomery County Collaboration Council,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Recreation 및 비영리단체와 사업체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학부모 지역사회 담당관과 다른 직원을 Office of Community Engagement and Partnerships에 추가로 고용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연장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소식과»지속적인»관련»소식»안내
교육위원회가 요청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MCPS 예산 웹사이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MCPS 웹사이트 (www.
montgomeryschoolsmd.org)에서 search란에 “Operating Budget”이라고 치신 후 찾아봅시다. 이 예산안은 Montgomery 
카운티 군수와 Montgomery 카운티 의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카운티에 알립시다: 

»»Montgomery»County»Executive» Isiah»Leggett: ocemail@montgomerycountymd.gov, 240-777-2500

»»Montgomery»County»Council: county.council@montgomerycountymd.gov, 240-777-7900 

Montgomery»County»Public»Schools

우리»아이들을»위한»상호협력»서비스예산
개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