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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010 회계연도 예산안은 3개의 노동조합-MCAASP/MCBOA, MCEA, SEIU Local 
500- 과 Montgomery County Council of Parent Teacher Associations (PTA: 학부모 교사 
협의회) 와 함께 작성되었습니다. Rebecca Newman박사, Bonnie Cullison씨, Merle 
Cuttitta씨, Kay Romero씨는 예산작성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예산안의 우선순위와 
비용 절감 그리고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을 주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Board of Education이 후원하는 두 차례의 지역사회 공청회에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연사로 초대합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안 정보 

• 권장 예산안은 21억 달러입니다.  
• 2009회계연도 예산보다 2퍼센트 즉 4,020만 달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율은 
과거 20년간의 증가 중 제일 적은 증가율입니다. 

• Montgomery County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예산증가가 아닙니다.  
• 4,020만 달러의 예산안 증가는 그 중 반을 주에서 또한 나머지 반을 2009회계연도 MCPS 
운영비를 절약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증가액의 대부분은 등록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상승에 충당됩니다.  
• 새 주도안에 대한 추가예산은 없습니다만, 과거 학생성취도 향상을 위한 주도안은 
계속 보조합니다. 

• 모든 자금의 80퍼센트가 학생지도에 사용됩니다.   
• 2퍼센트는 교육청 운영비용으로 사용되며 이는 Maryland주 내에서 제일 낮은 
운영비용입니다. 

2010 회계연도 예산안  
증가금액은 4,020만 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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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감소와 비용삭감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 미래의 은퇴자를 위한 건강보험 비용 1,100만 달러의 집행을 연기하였습니다. 
• 3,500만 달러 이상의 절약이 2010회계연도에 교육청 프로그램의 30퍼센트 삭감을 
포함한 프로그램 취소, 축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2009회계연도의 절약을 통하여 약 2,000만 달러가 2010회계연도 운영예산으로 
이월됩니다. 

• MCPS 직원과의 협상을 통해 생계비 지수의 상승에 따른 임금 8,900만 달러를 
삭감하였습니다. 

 
 
학생 성취도 향상을 위한 계획 유지 

• 전체 교실 인원수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 학생의 성취도를 보여주는 주도안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학생의 지도와 교습에는 예산 삭감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월급협정 

• MCPS와 세 개의 노동조합은 잠정적으로 2010 회계연도에 제공될 예정이던 생계비 
지수의 상승에 따른 임금 보류에 동의하였습니다.  

• 월급일은 전과 동일합니다.  
• 현재 유지되는 고용자 건강보험 혜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