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적도를 4번 이상 돈 것과 같
습니다. (버스 1,307 대)

2008년: 139,276 
2019년까지: 162,680

고용인 수

장학금 수료

2018 년도 졸업반 학생

하루의 버스 
마일리지

시설 2,500만평피트  
square feet of school and office 
space to clean and maintain:학
교와 사무실 공간 청소와 관리

총 3억 6,400만불

교육구 업무

17.5% 11.7% 33.3%

서비스

아시아계 흑인 또는 아프

라카계 미국인

히스패닉/라

틴계

백인 복합 인종

2018년 영어 외의 언어

가 모국어인 영어 학습자 

(ESOL)

2018 특수교육 서비스 

대상자

2019무료/할인 급식 수

혜자

2018년MCPS 졸업률  
전체89.5%

MCPS 전체 졸업률은 미전국과 주 평균보다 높습니다.

학생 분포

31.3%

27.7%
21.6%

14.3%

미국계 인디안 또는 알라스카 원주민 0.2%
하와이 원주민 또는 남태평양섬계 0.1%

2개 이상의 인종계 4.9%

아시아계

흑인 또는 아프라카계 미국인백인

히스패닉/라틴계

* 
공

식
 등

록
(2

0
1
8
년

 1
2
월

 현
재

)

커리어와 테크놀로지 특수학교 대체 교육 프로그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미국 내에서 14번째로 큰 교육구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Maryland's Largest School District
------------------------------------------------------------------

------------------------------------------------------------------

우리 교육구

------------------------------------------------------------------

------------------------------------------------------------------
Maryland에서 제일 큰 교육구



자세한 안내와 의견제시는  MCPS 예산 정보 웹사이트를 봅시다: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budget/ 

2018년 12월 갱신

지출

2019 회계연도 예산 26억 불 

2020 회계연도 예산 26억 5천만 불 

변경 $55.2만 불

인상 백분율 2.1%

2020 회계연도 예산안

2020 회계연도 지축 요약 - 2019 

회계연도부터의 변화

학생 수/등록 수 증가 $12,052,871

새 학교/ 

 
3,023,501

교직원 혜택과 보험
(8,939,564)

 업무의 주요 모체 9,327,447

인플레이션/기타 9,427,316

급료 조정 23,160,545

효율적 감축 (1,831,688)

비 반복 발생 비용 (898,967)

그랜트/기업/기타 변동 사항 9,834,148

예산의 총체적 변경 $55,155,609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2020

프리킨더가든 프로그램을 통한 조기교육의 기회  * 모든 수준에서의 외국어학습과 경험 * 학습시간의 연장 * 모든학생의 높은 수준/

어려운 과목 수강과 대학 평가시험 수험 증가  * 학생의 학습도구와 학교의 책무도구의 총체적 활성화 * 주 기준에 따른 최고의 결과를 

이끄는 교과과정 교습도구의 갱신 * 학생의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 향상을 위한 도움 늘리기 *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강화, 촉진 학습의 기회 늘리기 * 다양성과 문화에 능숙한 직장 구성으로의 헌신 *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에서의 

긍정적 훈육 육성  * 대학과 커리어 진로 프로그램의 강화와 육성 * 대체 진로를 위한 도움 * 교직원을 위한 대상분야의 전문성 개발  

* 고등학교 졸업장과 준학사 학위를 함게 취득하는 이중 등록의 기회 제공

학생 학습을 위한 주도안 지속

학습, 교육적 책임과 결과    $5,845,116 
 » 두 초등학교에서 학기 연장 프로그램 적용

 » 프리킨더가든 프로그램의 확장

 » 필요성이 높은 초등학교에 포커스 교사 추가

 » 예술/미술 주도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내로의 확장

 »  학생의 신체, 사회, 정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직원 도움 추가

 » 교습 리더십의 제공 확장을 위한 교감 증원

 » 학교 환경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커스 증가

 » 필요한 중고등학교의 부 행정관을 교감으로 전환

 »  자원봉사자, 온라인 자원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에서의 외국어 학습 경험의 

확대

커뮤니티 파트너십과의 연계 강화  $435,000
 »  Montgomery College 세 캠퍼스에서 고등학교 졸업장과 준학사를 받는 이중 등록의 기회 

확장

 »  학생의 신체, 사회, 정신 건강 향상을 돕는 구조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와 정보 형태의 적용

 »  Northwest 고등학교와 Northwood 고등학교의 미들 칼리지 프로그램을 서비스 제공 학교 

외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확장

 »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커리어 경험 프로그램Summer R.I.S.E.의 확장 

인적자본     $458,286 
 »  교직원의 신원조회 향상을 통한 학교와 학생의 안전과 보안 강화

 »  모든 교직원의 커리어 진로와 전문화로의 기회를 확장하여 모든 직위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 

행정적 우수성   $2,589,045
 »  위험물질로부터의 안전 주도안, 히팅, 환기시스템, 학교의 에어컨 냉각장치 분해수리의 

강화와 카펫 교체

 »  전문성 개발 기반의 연장을 돕고 학교를 돕기위한 테크놀로지 향상

2019-2020 초점분야에의 연장
된 기회 

$9,327,447

2020 회계연도 교육감 추천 교육구 행정 예산안 - 일람 
— 모든 학생의 접근과 기회를 확실하게 해주는 투자 지속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