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D 직원 및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6,800 만 달러의 심각한 예산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 팀은 주 법령에 따른 2 월 균형 예산 통과 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교육 

위원회가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 방안에 대해 조사를 해 왔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와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과잉 건물 사용을 줄이려는 강한 의지가 

시사되었습니다. 지역 사회는 학급 규모 증가와 프로그램 폐지보다 학교 폐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직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공해주신 교직원, 

학생 및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의견 제공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오늘(화요일)은 예산 절충 방안 제안에 대해 

교육위원회와 나눌 많은 대화 중 첫 번째 대화를 하는 날입니다. 암울한 예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실 경험을 향상하는 것이 저희의 초점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와의 작업 세션에서 저희는 제안된 학교 캠퍼스 폐쇄와 통합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지역사회가 팬데믹으로 인해 엄청난 부담을 감당한 

후에 듣기에 매우 감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주제입니다. 저희의 제안을 공유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에게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첫 번째 현실은 지난 수년간 등록 학생 수가 감소상태에 있으며 현재는 10 년 전보다 

훨씬 적은 수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5 년 전 저희는 3,700 명이 넘는 유치원생을 교육했습니다. 오늘날 

저희는 거의 20%가 적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추세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 학교 등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치원 등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냉정한 통계를 말하자면 2016 년 앵커리지 신생아가 4,500 명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현재 등록 학생 수가 20%나 더 감소하였고 감소추세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등록 학생 수가 가파르고 꾸준히 감소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등록 학생 수 감소는 알래스카 주(SOA)의 예산 지원과 학생의 학습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많은 건물에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전문 서비스에 대한 

요구 수준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가족 여러분이 이웃 학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선택과목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심장과도 같기에 학교 폐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 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현실은 우리 교육구가 수년 동안 SOA 로부터 불충분하고 불안정한 예산을 

지원받아 왔으며 이것이 우리 학교를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록 학생 수가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2022 년의 달러 가치는 2017 년처럼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기름값이 얼마나 더 비쌉니까? 주택 가격은 또 

어떻습니까? 우윳값은 어떤가요? 그런데도 SOA 는 지난 5 년 이상 학생 한 명당 추가로 

30 달러만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치솟는 버스 연료비, 지붕 수리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주 정부가 교육 예산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교육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과 같은 셈입니다. 연방 COVID-19 구호 자금의 유입은 예산 보안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현실은 우리 학교에 예산이 부족하며 주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학교 건물 폐쇄와 통합은 앞으로 나아갈 암울한 경로의 작은 일부분 중 하나입니다. 

2 월에 균형 예산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12 월까지 추가로 어려운 결정들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폐쇄가 제안된 학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Abbott Loop Elementary 

● Birchwood Elementary 

● Klatt Elementary 

● Nunaka Valley Elementary 

● Northwood Elementary 

● Wonder Park Elementary 

  

학교 폐쇄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교육위원회가 12 월에 내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귀하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더 많은 설문조사와 공개 토론이 그 예입니다. 토론에 참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독려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FAQ 페이지를 포함하여  FY24 예산 솔루션 웹 페이지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국회의원과 현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교육 예산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공유하도록 요청하십시오. 그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보장할 합리적인 

개혁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구 총책임자 

교육학 박사 자렛 브라이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