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및 시설

2,500만 제곱피트
 학교/사무실 공간의 청소와 유지

2019-2020 
우리의 노동력

24,029명
고용인 수

장학금 수려

39,300만 불
2019년도 졸업생 

스쿨버스
매일 100,000 마일 운행
= 적도를 번 이상 돈 것과 동일한 
거리 (버스 1,307 대)

등록 학생 수

+21,327 
2009년: 139,237명 
2020년 가을 160,564명

2019-2020 
교육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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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MCPS 
졸업률:
전체 88.7%

MCPS 전체 졸업률은 미전국과 주 평균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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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 
학생 분포

5 특수교육 학교 • 1 대체 프로그램 • 2 조기교육 학습 센터
*2020년 가을 공식 등록 학생 수

 MARYLAND 주 제일 큰  교육구 미국에서 14번째로 큰 교육구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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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2021 회계연도 예산 27억 6천만 불 

2022 회계연도 예산 27억 1천만 불

변경 ($42.6)만 불

백분율 -1.5%

복귀 등록 $8,908,332 

새 공간 $1,146,319

물가 상승률 $443,836

비용 변경/기타 $1,463,866

그랜트/기업/기타 ($28,136,495)

효율성과 감축 ($26,422,007)

예산의 총체적 변경 ($42,596,149)

개요 
2022년 권장 운영예산은 계속해서 학생, 교실 및 학교에 중점을 둡니다.  이 예산은  모든 학생을 미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
비시키는 핵심 목적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예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SARS-CoV-2(COVID-19 유행
병)가 미국과 주 및 카운티뿐만 아니라 교육구의 교육 및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되었습니다. 

교육감의 권장 예산안
— 2022 회계연도/2020년 12월 —

주 노력 유지(Maintenance of Effort-MOE Effort) 자금의 삭감
전염병의 영향으로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유치원부터 12 학년까지 MCPS에 
등록한 공식 학생 수는 1년 전 같은 날짜에 등록한 수보다 정규 학생 수(full-time 
equivalent-FTE)가 3,641명 적었습니다.  현 MOE 법에 따르면, 이는 2022 회계연
도에 Montgomery 카운티의 지역 기부 수익에서 39,769,806불 감소한 것입니다. 
27억 1천만 불에는 4,040만 불의 MOE 유지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예산 문제/위험
  Maryland 주와 Montgomery 카운티의 수익예상 감소
 Maryland Blueprint for Education/Kirwin 자금 종료
 펜더믹 이후 등록 복귀—예상 학생 수 2,500-3,000명
  의료 절차 지연으로 인한 유행병 발생 후 의료 비용

중요한 투자/고려사항
 MCPS로 돌아오는 학생들을 위한 직원 유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정신건강/사회정서적 지원
 학습손실을 방지하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기 위한 추가 지원
 적절한 경우, 지속적인 가상학습 및 기술지원

우리 커뮤니티의 중심
어느 해 에든 가장 중요한 투자는 MCPS 직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사와 교사 리더는 가상 공간에서 학업 프로그램으로 전
환하여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포팅 직원이 학생 가정에 물품과 서비스를 배달하는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였습
니다. MCPS의 교직원은 이 어려운 시기에 스포츠, 과외 활동 및 특별 프로그램을 새롭게 재창조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양질의 
직원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커뮤니티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