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톤 카운티 교육청 동료 직원 여러분께, 

연간 풀톤 카운티 교육청 예산안 처리 과정이 몇 달 동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2023 회계연도 계획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 드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 나온, 이 보고서는 
지금부터 올 봄 나중에 교육 위원회가 내릴 최종 표결까지의 기간에 일어나는 일련의 예산 
업데이트들의 일환입니다. 

2022~23학년에 대한 2023회계년도 예산안은 2022년 4월 14일 교육 위원회 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교육 위원회가 이전에 승인한 예산 변수들에 따라, 당 교육청은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한 입지를 잘 다져 놓았습니다. 
  
2023회계 년도 예산 변수 

• 대체 재원들을 찾는다 
• FTE 인원 총수 코딩 개선을 통해 주 정부의 QBE 재원 수입을 계속 최대화한다 
• 일반 기금의 최소 75%를 학교에 배정한다 
• 비용 효율을 위한 기회를 찾는다 
• 경쟁적 보수 구조를 유지한다 
• 가능한 한, 세금 롤백 서식으로 정한 대로 수입을 늘어나지 않게 한다 
• 최소한 2개월의 자금 잔액을 유지한다 
• 투명한 수정 제로-기반의 예산 책정 과정을 계속한다 

  
예컨대, 권장된 11억 5천 1백만 달러 일반 기금 예산의 78%가 학교에 직접 배정되는 데, 이것은 
교육 위원회 변수 75%를 초과합니다. 예산안은 달러당 1000분의 1의 과세율이 17.59에서 
17.49까지 삭감되는 것도 예상하고, 낮은 재산세에 대한 학교 위원회의 약속을 유지합니다. 달러당 
1000분의 1의 과세율에 대한 최종 결정과 표결은 세금 요약이 확인된 후 여름에 이루어집니다.  
  
전체 500페이지에 달하는 2023회계년도 교육감의 예산 권고안의 세부내역은, 2023회계년도 Pencil 
Perspectives, 학교 할당 지침 및 예산 달력과 함께, 당 교육청의 예산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의 권고안에는 2023회계년도 중에 2가지 안으로 된 당 교육청의 5% 봉금 인상이 보이는 
모든 풀톤 카운티 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보수 패키지도 포함됩니다. 봉급은 주 정부에서 자금을 댄 
$2,000 연간 인상에 추가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3% 인상될 것이고, 2023회계년도 중반에 
이루어지는 추가 호봉 인상뿐만 아니라 2% 더 인상도 될 것입니다. 
  
교육 위원회는 5월 3일과 5월 12일에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엽니다. 보수 계획을 포함하는, 
예산을 채택하기 위한 표결은 6월 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은 fultonschools.org에 소재한, 우리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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