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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PS 학부모님과 가족 및 지역 사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시다시피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EP&O) 부과금 대체안의 통과는 주에서 제공하는 교직원 채용 

이외에도 38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적절히 지원해 주는 인력 및 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한 필수 재원 조달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요구 중의 하나입니다.  이 공채안은 2018 년 12월에 만료되는 현 

EP & O 부과금을 대체합니다.   
   
현재, 킹 카운티 선거 위원회에서 올린 예비 결과에 따르면 2 월 13 일의 EP & O 부과금 대체안 주민 투표는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통과될 예정입니다.     
 
2 월 13 일 저녁 8:15 분 현재의 결과, 총 14,661표가 집계된 가운데 찬성은 56.53%이며 이에 반해 반대표는  

43.47% (6,373 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려면 50% +1 의 단순 과반수 이상의 유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킹카운티의 선거 위원회 사무실은 2018년 2 월 23 일 선거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매일 결과를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페더럴웨이 공립학교의 2 만 3 천 여 학생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양질의 교직원과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 주시는 모든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과금은 학습을 위한 것이며 38 개 학교와 2 만 3 천여 학생이 있는 교육구에서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위해 필요한 자금과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금 사이의 차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FWPS EP & O 

부과금 대체안은 다음의 기금을 유지합니다:  
 

• 약 300 명의 교직원 인원:  학급 교사, 간호사 19 명 (주에서 제공하는 3.5 명의 간호사 이외), 12 명의 

보안 요원직 (주에서 제공하는 4 명 인원 이외), 카운슬러, 버스 운전사 

• 서비스:  특수 교육 프로그램, 영어 학습자 (ELL). 

• 활동:  각종 운동 경기, 방과 후 활동, 음악 제공 
 
EP&O 부과금에 대한 업데이트는 저희 웹사이트 www.fwps.org/Page/5216 에서 확인하시고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기금을 계속 지원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동반자, 

 
 
 

교육감, 태미 캠블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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