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과정 

MCPS 행정 예산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일 년 동안 모은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 과정은 여름에 시작되며 각 MCPS 사무실은 0을 기초로 

하는 예산과정을 사용하여 각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해 나아갑니다.  

MCPS 지도부는 각 부서가 제출한 예산을 검토하고 MCPS 

3대 주요 기관 및 학부모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교육감이 고려할 내용에 대한 추천안을 작성합니다. 12월에 

교육감은 이 예산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안하고, 

교육위원회는 교육구 주민들과 예산안의 영향권의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읍니다. 

교육위원회는 3월에 결정된 예산안을 카운티 군수와 

카운티 의회에 검토를 위해 제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카운티 의회는 5월 중순에 예산안을 

승인하고 교육위원회는 6월에 예산안을 최종 승인합니다.  

이렇게 매해 예산과정이 되풀이됩니다.  

  



예산을 위한 돈은 어디에서 옵니까? 

MCPS 예산은 카운티, 주, 연방정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산의 방대한 주요 부분이 카운티 예산에서 옵니다. 올해 

MCPS 예산인 2.23억불 의 65%가 카운티의 돈, 대부분 

세금과 요금 및 수수료에서 옵니다. 

예산 중, 메릴랜드 주에서 오는 27%가 MCPS 의 증가하는 

학생들을 돕습니다. 

MCPS 예산의 약 3%가 연방정부 예산이며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나 특수교육 학생에게 사용됩니다. 

예산의 나머지, 약 5%는 작년도 예산의 이월금 등의 기타 

자원을 통해 충당됩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경제적 위기는 MCPS 예산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산 인상분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동질의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높은 비용을 

유지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MCPS는 4억 

불 이상의 예산 감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향상되고 있어 올해도 직원들의 월급을 인상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동향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도 우리 

커뮤니티는 Montgomery 카운티의 공교육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예산의 대부분, 즉 81%는 학생들을 위한 교습에 사용됩니다. 

이에는 11,000명 교사와 교직원의 월급과 베네핏, 교재비, 

학교 가구 및 학용품과 교습기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한 중요한 교습 프로그램과 서비스, 

영재 학생, 외국어가 모국어인 학생들을 위한 비용과 우리 

학생들에게 중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카운슬러, 소셜워커, 

학생담당관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을 위한 등하교용 교통편 제공과 영양가 

있는 급식제공,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MCPS는 15%에 가까운 예산을 

학교보조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는 매일 

100,000마일 이상을 운전하는 학생 스쿨버스와 연간 

1,500만 번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 학교 건물 유지와 

안전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2%의 예산만이 교육청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이에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트레이닝 및 학교를 위한 도움 및 

보조를 포함합니다.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 MCPS는 

메릴랜드 주 교육구 중에서 제일 적은 금액을 교육청 서비스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5년간 교육청 내에 

300명 이상의 자리가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업무는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참여하기 

MCPS 행정 예산 책정은 커뮤니티와 지역 주민의 노력과 

깊이 있는 의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과 

이웃 토론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21세기의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 책정에 무엇을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토론 결과를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웃과 이웃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