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시민을 위한 예산 가이드 

일반 기금
예산 중요 정보

 제안서는 과세 가치 달러당 달러
의 기존 부동산 세금을 기반으로  
합니다

 평균 세금 청구서 금액이 약 달러로 증가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 때문에 
차량 가치가 크게 증가하여 개인 재산
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평균 납세자
에 대한 세금이 달러 증가했습니다  

 교육감의 제안된 예산에 포함된 대로 
학교 운영 요청에 재정을 전부 지원합
니다  

 전체 카운티 보상 프로그램을 위한 재
정을 포함합니다  

 저렴한 주택 다이버전 프로그램 아편 
사용 예방 노력 공공 안전 직원 채용 새
로운 언어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위원
회의 우선순위를 다룹니다  

 연합 카운티 학교 자본 개선 프로그램 
위원회의 권장 사항 실행을 시작합니다  

 자본 상환을 위해 백만 달러를 할당합니다
카운티와 학교 간에 균등하게 할당됨  

 년 월 공채 판매를 늘릴 계획입니다 학
교 및 카운티를 위한 판매액은 각각 억
만 달러 억 천만 달러에서 인상 와 억
만 달러 억 천만 달러에서 인상 입니다

 카운티 직위는 개 늘어납니다  

 위원회의 고려 사항을 위해 거의 천만 
달러의 잔액을 남겨둡니다  

일반 기금 예산 요약 

표시된 금액은 백만 단위이며 년 회계연도에 채택된 예산 계획에  
대한 순 변동  

사용 가능한 세입 증가 

현재 부동산 세율로 세입 증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세금 감면 강화 

저렴한 주택에 할당된 세입 

신규 기금에 대한 토지 개발 서비스 세입 

이전의 순 영향 

총 사용 가능 금액 

년 회계연도 필수 항목 

카운티 학교 합계 

카운티 보상 

채무 상환 

연합 카운티 학교 위원회 

평생 교육 및 학습 

의료 

이동성 및 교통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 

취약 계층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지원 

안전 및 보안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 

경제적 기회 

주택 및 거주성 

환경 

신규 기금에 대한 비용 

기관 축소 및 절감  

소계 

예비금 조정 

총사용 

위원회의 고려 사항을 위한 사용 가능한 잔액  



시민을 위한 예산 가이드 

년 월 일 카운티 장의 년 회계연도 예산  
발표 

년 월 일 감독 위원회 교육 위원회 합동 예산 
위원회 회의 

년 월 일 감독 위원회의 년 회계연도 세율 
발표 

년 월 일 예산 위원회 회의 

년 월 일 감독 위원회의 년 회계연도
분기 검토 발표 

년 월 일 예산 위원회 회의 

년 월 년 회계연도 예산 년  
일 회계연도 자본 개선 프로그램 및

년 회계연도 분기 검토에 대한 
감독 위원회의 공청회 개최 

년 월 일 예산 위원회 회의 사전 심의  

년 월 일 감독 위원회의 년 회계연도 예산 
심의 년 회계연도 자본 개선 
프로그램 채택 및 년 회계연도
분기 검토 

년 월 일 감독 위원회의 년 회계연도 채택
된 예산 채택 

년 월 일 교육 위원회의 년 회계연도 예산
에 대한 공청회 개최

년 월 일 교육 위원회의 년 회계연도  
승인된 예산 채택 

년 월 일 년 회계연도 예산 연도 시작 

위원회 사무소 전화번호 번 번으로  
전화하여 공청회 참여를 위해 등록하시고 발언을  
하려면 다음 주소에서 등록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일반인은 서면 또는 비디오 증거를 보내거나 다음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여 사무소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간행물 

년 월 일 

다른 형식으로 정보를 요청하려면 관리 예산국
전화번호 번 번으로  
연락하십시오  

년 회계연도 제안된 세금 및 수수료 

유형 단위 
년  

회계연도 
실제 세금 

년  
회계연도 
제안된 
세금 

일반 기금 세율 

부동산 과세 가치 

개인 재산 과세 가치 

비일반 기금 세율 

쓰레기 세율 

쓰레기 수거 단위당  가구 

쓰레기 처리 톤당  톤 

낙엽 수거 과세 가치 

하수도 요금 

하수도 기본요금 분기별 

하수도 사용 가능 요금 주거별 

하수도 서비스 요금 갤런당 

커뮤니티 센터 

맥린 커뮤니티 센터 과세 가치 

레스톤 커뮤니티 센터 과세 가치 

기타 특별 세금 구역 

스톰워터 서비스 구역 과세 가치 

번 도로 과세 가치 

덜레스 레일 단계 과세 가치 

덜레스 레일 단계 과세 가치 

통합된 해충 관리 프로
그램 과세 가치 

운송을 위한 상업용 부
동산 세금 

과세 가치 

타이슨스 서비스 구역 과세 가치 

레스톤 서비스 구역 과세 가치 

년 회계 연도 예산 일정 

이탤릭체와 굵게 표시된 세율은 년 회계연도에 조정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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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