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예산에 대한 시민 가이드 

일반 기금 

예산 주요 내용 

수익 

 부동산 세율 센트 인하 평가액 달
러당 달러에서 달러로 인하 가 
제안됨 

 평균 세금 청구서의 금액이 약 달러  
증가 

 회계연도의 매출 성장률은
로 추정 이를 통해 카운티 및 학교 우선
과제에 만 달러 제공 

지출 

 카운티 및 학교 전체 증가율 를  
포함 

 학교 운영비 증액 규모가 학교 이사회
에서 요청한 억 만 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만 달러임 

 해당 요청 금액에는 직원들의 보상금 
조정을 위한 주 정부 지원 기금 만 달
러가 포함되어 있음 

 카운티 직원들의 보상 조정을 위한 기
금 없음 

 팬데믹 대응 노력 다이버전 퍼스트
시행 아편유사제 사용 

예방 노력 신체 착용 카메라 경찰력 및 
소방력 배치 등과 같은 위원회 우선과
제 해결 

 학교 채권 판매에 억 천만 달러 카운
티 채권 판매에 억 천만 달러 지원 

 카운티 내 인력 배치 포지션이 개  
증가 

 경제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예비 자금
만 달러 편성 

일반 기금 예산 요약 

표시된 금액은 백만 단위이며 회계연도에 채택한  

가용 수익 증가 

현행 부동산 세율에서 수익 증가 

부동산 세율 센트 인하 

이전으로 인한 순 임팩트

총 가용 자본

회계연도 요건 

카운티 학교 합계 

카운티 보상 

카운티 부채 서비스  

평생 교육 및 학습  

안전 및 보안 

보건 및 환경 

취약 계층을 위한 기능 분산 및 
지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  

주택 및 근린생활 적합성  

경제적 기회  

이동성 및 교통수단  

에이전시 축소 및 비용 절감  

소계 

보류된 조정 금액  

총사용 

별도 편성 가용 금액  
경제 회복 기금  

카운티 전체의 전략 계획 개정안을 예산과 함께 발표

합니다 예산에 포함된 조정안은 전략 계획을 개발하

는 과정에서 확인된 가지 우선과제 결과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예산에 대한 시민 가이드 

년 월 일 카운티 경영진에서 회계
연도 예산 제시

년 월 일 감독위원회 학교 예산위원회 
합동 미팅 

년 월 일 감독위원회에서 회계연
도 세율 제시 

년 월 일 예산위원회 미팅 

년 월 일 감독위원회에서 회계연
도 분기 리뷰 발표 

년 월 일 예산위원회 미팅 

년 월 일 감독위원회가 회계연도 
예산 회계연도 분기 리
뷰 및 회계연도 자
본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공
청회 개최 

년 월 일 예산위원회 미팅 

년 월 일 감독위원회에서 회계연
도 예산 마크업 회
계연도 자본 개선 프로그램 
및 회계연도 분기 리뷰 
채택 

년 월 일 감독위원회에서 회계연
도 예산을 채택 

년 월 일 학교위원회에서 회계연
도 예산에 대한 공청회 개최 

년 월 일 학교위원회에서 회계연
도 승인 예산을 채택 

년 월 일 회계연도 시작 

공청회 중 한 곳에 참석하시려면 이사회 사무실의 사무원에게 
번으로 전화주시고 연설을 신청하시  

려면 다음 양식을 사용해 주세요  

서면 또는 영상 증언을 보내시거나 이메일
을 통해 사무원 사무실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 출판 

년 월 일 

대체 형식의 정보를 요청하시려면 관리예산과에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드백 제공을 포함하여 
카운티 새 전략 계획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다음 웹사이트에
서 확인해 주세요

회계연도에 제안된 세금 및 수수료 

유형 단위 
회계

연도 실제 

금액 

회계연

도 제안 

금액 

일반 기금 세율 

부동산 평가 금액당 달러 

개인 재산 평가 금액당 달러 

비일반 기금 세율 

거부 세율 

수거 거부 단위당  가구 

폐기 거부 톤당  톤 

나뭇잎 수거 평가 금액당 달러 

하수도 요금 

하수도 기본요금 분기 

하수도 이용 요금 거주지 

하수도 서비스 요금 갤런당 

커뮤니티 센터 

매클레인 커뮤니티 센터 평가 금액당 달러 

레스톤 커뮤니티 센터 평가 금액당 달러 

기타 특별 조세 지구 

스톰워터 서비스구 평가 금액당 달러 

루트 코리더 평가 금액당 달러 

델레스 철도 단계 평가 금액당 달러 

델레스 철도 단계 평가 금액당 달러 

병해충 통합 관리  

프로그램 평가 금액당 달러 

운송용 상업 부동산세 평가 금액당 달러 

타이슨 서비스구 평가 금액당 달러 

레스톤 서비스구 평가 금액당 달러 

회계연도 예산 일정 

이탤릭체 및 굵은 글씨로 표시된 금액은 회계연도에 조정
할 것은 제안합니다  

참여 방법 

http://www.fairfaxcounty.gov/bosclerk/speakers-form
mailto:clerktothebos@fairfaxcounty.gov
http://www.fairfaxcounty.gov/budg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