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된 2016 회계연도 예산안

우리 학교에의 투자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2015년 2월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께,
우리 카운티의 미래는 우리 학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는 2016 회계연도 예산을 카운티 군수 Isiah Leggett씨와 카운티 의회에 제출하
였습니다. 이에는 최소한의 비용인상, 4%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예산을 우리 카운티 지도자들이 검
토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이 자신의 의견을 전하고 교육에의 투자가 우리 아이들 미래 그리고 우리 카운티
에의 투자임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Stephen Fuller 박사가 새로운 보고서에 명시하였듯이 MCPS 2016 회계연도에의 투자요청은 32.6억 불의 공헌
을 Montgomery 카운티 경제에 제공해주며 이를 통해 지역 더 나아가서는 주의 취업자리를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Stephen Fuller 박사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 편지의 여러 곳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제출한 2016 회계연도 교육운영예산은 증가하고 있는 학생 수에도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1,000만 불의 주 교육예산 삭감은 우리의 새롭게 시작하던 투자비용을 현저하게 삭감하도록 하
였으며, 여기에 더한 카운티 예산 삭감은 우리 학생들의 교실, 수업에 더욱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됩니다. 비용을 줄이
고 내년도 예산확보를 돕기위해 우리 교육구는 작년 11월부터 예산동결을 결행하고 있습니다. 동결을 통해 3,300
만 불을 절약하여 이 금액을 2016 회계연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부터의 경제적 침체부터 매해, 우리는 우리 예산을 짜서 절약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인상만을 받아왔습니다. 다음 중요한 사실에 대해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부터 1,400명 이상의 교직원을 줄여 17,500만 불 이상을 절약하였습니다. 동시에 월급인상을
동결하여 14,000만 불 이상을 절약하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우리 교육구는 학생이 17,000명 더 늘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특별한 도움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우리 교육구가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성취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 중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 2016 회계연도 예산안 요약을 함께 첨부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우리 교육구의 학교들이 제일 높은 수준의 교습을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제공하
도록 헌신하고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카운티가 갖고 있는 경찰, 소방, 도서관, 사회복지 등과 같은 많은
우수한 서비스로 인해 Montgomery 카운티는 매우 살기 좋은 곳이라는 점에 우리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
를 하고 또한, 기술을 습득하여 우리 커뮤니티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 정보를 검토해 보시고 우리
카운티 지도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저희와 우리 교육구
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존경을 보내드리며,

Patricia B. O’Neill, 의장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2016 회계연도 교육 예산안 요약
M O N T G O M E R Y C O U N T Y 교 육 위 원 회 는 2016 회계연도(2015-2016 학사연도) 교육행정 예산으로 23.9억 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4.1%(9,340만 불) 인상한 금액으로, 이 중 99%는 더 많아진 학생들에게 지금과 같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카운티 의회가 2015 회계연도 행정 예산으로 사용한 일 회성 자원지급(퇴직건강연금)을 채
울 2,330만 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카운티와 주의 예산 부족으로 이 최소한의 인상도 확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6 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이 옹호하는 3년째인 다년도 예
산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적인 교육구의 성장 관리
¡¡ 성취도의 차이를 좁히고 궁극적으로는 성취도 차이
없애기
¡¡ 학생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혁신 촉진

성장과 비용 상승에 따른 관리비
M C P S 는 학 생 이 매 해 2,000명 이상 증가하고 있
습니다. 인상된 예산의 대부분은 단순히 증가한 학생들
에게 지금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증가하
게 된 비용입니다.
올해, MCPS는 학생 수 증가에 따라 지금과 같은 서비
스를 유지하기 위해 270자리 이상의 고용추가가 필요
합니다.

2016 회계연도 행정예산 수입명세
($는 백만 불을 뜻합니다)
연방정부
$70.0

기타
$10.8

MCPS
예산에서의
이월금 $33.2

기업 예산
$62.8

주정부 $624.3
카운티 $1,592.4

¡¡ 111개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직원 자리
¡¡ 96개의 특수교육 교직원 자리
¡¡ 41.5개의 영어 이외의 언어가 모국어인 학생을 위한 영어교육(ESOL) 서비스를 받는 학생을 위한 교직원 자리
¡¡ 25개의 교통담당 교직원 자리
나머지 인상에서는 또한, MCPS 교직원의 보상금 및 수당, 현재 및 은퇴 교직원의 혜택, 교통, 행정비용, 재료, 교재 등의 자료,
테크놀로지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사용경비의 동결, 예산 삭감, 건강보험비용에 교직원이 내는 비용을 증액 등의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예산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재정상의 문제점
M C P S 는 주 교 육 지 원 금 으 로 1 , 5 8 0 만 불 을 받 을 것 으 로 예 상 하 였 으 나 1,030만 불 감소한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Lawrence J. Hogan, Jrs씨가 주 예산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Montgomery 카운티 의원들은 카운티
도 예산이 20,000만 불 모자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주법에 따르면 카운티는 MCPS에 등록학생 수 증가와 펜션에의 의무에 필요한 금액인 3,080만 불을 최소한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 금액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예산 요청은 주법이 정한 최소한의 행정비용보다 8,470만 불 더 필
요합니다. 만약 카운티가 이 금액을 제공해주지 않을 경우, MCPS는 학교와 행정부서에 눈이 띠는 삭감을 단행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삭감
M C P S 는 내 년 도 에 교직원 자리 350개를 줄여 예산부족인 2,500만 불을 해결하게 됩니다. 교육위원회의 예산은 교육감이
추천한 전략 향상 금액을 현저하게 줄인 금액입니다.
¡¡ 교육위원회의 예산요청에는 820만 불과 78명의 교직원을 증원하도록 한 교육감의 전략 향상 예산을 250만 불과 20
명으로 줄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취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투자
M C P S 행 정 에 사 용 되 는 예 산 일 불 일 불이 교육구 학생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CPS는 예산을 특정 프로그램과 서비스 그리고 성취도 차이를 좁혀 궁극적으로는 성취도 차이
를 없애는 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요청하는 행정예산 23억 9,000만 불의 큰 부분에는 교육구의 학생 성취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직접 사용됩니
다. 예를 들어, MCPS는 빈곤도가 높은 69개 초등
학교에 추가 도움을 계속 제공합니다. 이 학교는 평
균 다른 학교보다 200만 불 정도 지원을 더 받으며
이 추가 금액을 프리킨더가든, 저학년의 한 교실 당
학생 수 줄이기, 독해능력에 중점을 둔 교직원 제
공, 학생과 학생 가족들의 필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2016 회계연도 프로그램 예산에서 보
고된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가 요청한 금액의 1/3인

학생을 돕기 위한 사용
($는 백만 불을 뜻합니다)
교육구 전체에
제공되는 지원
$58.2
자체보조
기업기금
$62.9

학교 보조 서비스
$338.7

78,760만 불이 성취도 차이 줄이기에의 특별한 노
력인 3가지 분야에 사용됩니다.

교습 $1,933.7

학생 성취도 향상
¡¡ 학생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도움을 추가로
제공하는 프로그램(2016회계연도 63,740만
불): 주요 과목 교습을 넘은 여러 프로그램,
예를 들어, 특수교육, 여름학교, 학생서비스,
각 학년에서의 학생 성취도 차이를 향상하기

성취도 차이 줄이기에의 투자
($는 백만 불을 뜻합니다)

위한 교육구 전체 프로그램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협동 파트너십
$15.1

학교 개선 계획
$135.1

협동 파트너십
¡¡ 협동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성취도
향상(2016회계연도 1,510만 불): 다른 정부

학생 성취도 향상 $637.4

기관, 사업체,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방과후 프로그램, 언어 보조, 홈리스 학생을
위한 서비스, MCPS 가족들을 위한 건강 및
보건진료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십
등과 같은 학생들의 학업과 사회/정서적인
성공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교 개선 계획
¡¡ 학교향상을 돕고 높은 수준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13,510만 불): 학교 환경개선, 전문적 학습, 지도력 개발,
교사채용과 자격증 취득, 시험, 평가, 조사 등을 포함한 학교의 수용력을 높이고 높은 수준의 문화와 교육문화 및 환경에
맞는 습득을 통해 높은 수준의 교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16 회계연도 전략 향상
과 거 2 년 동 안 (2014와 2015 회계연도), MCPS는 성취도 차이가 현저한 분야에 전략적 향상을 위해 수백만 불을 투자하고 있
습니다. 이 투자에는 중, 고등학생들의 영어와 수학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 50개 이상의 중고등학교에 배정된 "포커스" 교사, 중학
교의 10.5명의 영어 언어개발담당교사, 23.5명의 카운슬러, 학교 심리학자, 학생담당관, 교사 지도력과 학교에서의 전문적인 학
습의 기회에의 현저한 투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2016 회계연도 행정 예산안에 있는 전략적 향상입니다.
¡¡ 6.5명의 초등학교 카운슬러, 학교 심리학자, 학생지도 담당관 추가 고용
¡¡ 5.0명의 초등학교에서의 수학향상을 위한 과목 코치 교사 고용
¡¡ 카운티와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예산
¡¡ 공평성 트레이닝을 늘리고 교사 분포를 다양하게 하기 위한 보조와 도움을 위한 예산
¡¡ 6명의 학교 밖 임시 교습 프로그램을 받는 학생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직원 고용
¡¡ ESOL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직원들에게 제공되는 트레이닝 강화

MCPS 예산 요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montgomeryschoolsmd.org)에서 “budget”를 검색합시다.

새 보고서:

MCPS는 주와 카운티의 경제 엔진 역할을 합니다
S T E P H E N F U L L E R 박 사 가 적 은 보 고 서 , A R E P O R T 에서 저자가 내린 결론에 따르면 MCPS는 Montgomery 카
운티와 Maryland 주의 주된 직업산출기관이자 수입원 공급처입니다. George Mason 대학 Center for Regional Analysis 디
렉터인 Fuller 박사는 MCPS 2016 회계연도 행정과 학교 건축 예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산출한다고 진단하였습니다.
¡¡ Montgomery 카운티 경제에 32억 6천만 불을 기여하며 주 경제에 41억 불을 기여합니다.
¡¡ Montgomery 카운티에 거주하는 새로운 근로자 수입을 71,100만 불 올려줍니다. (예산에 포함된 직책들 이외에)
¡¡ Montgomery 카운티의 연간 직업 도합 17,388명의 풀타임과 Maryland 주의 30,000명 이상의 직업을 돕습니다.
¡¡ 어떠한 기업체도 MCPS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카운티에 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MCPS는 전체에서
연방정부와 카운티 다음인 세 번째로 중요한 경제활동 리소스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MCPS는 납세자가 내는 투자에 강력한 교육 효과를 주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수익을
높이며 우리 카운티와 우리 주의 미래를 돕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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