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예산 관련 시민 가이드

일반 기금 예산  
주요 사항 

◆ 기존 부동산 세율 평가액 당 
을 기초로 한 수익 예상

• 평균 약 의 세금 청구 증가

◆ 새로운 세금 감면 구간 및 세
금 유예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기 
위해 작년 이사회에서 승인된 노
인 및 장애인을 위해 개선된 세금 
감면 프로그램

◆ 수익 증가에 운송료 약 만 
달러 포함

◆ 교육감이 제안한 예산에 포함된 
대로 반복되는 학교 운영 전액 기
금 요청

◆ 성과 임금 근속 수당 인상
시장 요율 조정 벤치마크 조정을 
포함한 카운티 직원을 위한 보상 
기금

◆ 수당이 일정하지 않은 직원의 경
우 및 수당이 일정한 직원의 
경우 의 급여 인상 

◆ 인플레이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기금과 신규 시설을 위한 기금 포
함

◆ 카운티 전역의 다양한 요구 사항
을 해결하기 위한 기타 제한된 목
표 투자 제공

◆ 모든 신규 채용은 감축으로 상쇄
되며 신규 채용 무산으로 인한 순 
영향은 없음

◆ 위원회 사용 목적으로 만 달
러 잔액 처리

일반 기금 예산 요약 

(표시된 금액은 백만 달러 단위이며 채택된 예산 계획에 대한 순 변화   

예상 수익 증가 

현재 부동산세 세율에서 수익 증가   $364.46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개선된 세금 감면   ($2.70) 

운송 요금 인상   $1.99 

지출 조정과 관련된 수익   $1.56 

이체 유입액의 순 영향   $0.15 

운용 가능한 총액   $365.46 

요건  
 카운티  학교  총계  

학교 운영 지원   — $144.10  $144.10 

카운티 보상   $92.73 —  $92.73 

부채 서비스/자본  
요건  

 $9.85  $0.16  $10.01 

물가 상승률 계약 요율 
조정  

 $18.05  —  $18.05 

신규 시설   $5.31  —  $5.31 

기타 우선 사항   $8.57 —  $8.57 

소계   $134.51  $144.26  $278.77 

보유고 조정     ($3.54) 

사용 총액     $275.23 

 $90.22 위원회 사용 목적으로 잔액 처리  

부동산 평가액 백분율 변화 

 2022 2023 2024 

평등화   2.02%  7.72%  5.68% 

-  주거용   4.25  9.57  6.97 

-  비주거용   (4.05)  2.27  1.65 

증가액   0.86  0.85  0.91 

총계   2.88%  8.57%  6.59%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예산 관련 시민 가이드

 

년 월 일 카운티 시장이 광고  
예산 발표 

년 월 일 감독위원회와 교육 위원회 산하 
예산 위원회의 합동 회의 

년 월 일 감독위원회에서 세율  
공지 

년 월 일 예산 정책 위원회 회의 

년 월 일 감독위원회에서 분기 
검토 공지 

년 월 일 예산 정책 위원회 회의 

년 월 감독 위원회에서 예산
일~ 일   자본 개선  

프로그램 및 분기  
검토에 대한 공청회 개최 

년 월 일 예산 정책 위원회 회의 사전  
채택  

년 월 일 감독 위원회에서 예산
자본 개선  

프로그램 및 분기 검토 
채택 

년 월 일 감독 위원회에서 채택 
예산 채택 

년 월 일 교육 위원회에서 예산 
공청회 개최 

년 월 일 교육 위원회에서 승인 
예산 채택 

년 월 일 예산 연도 시작 

공청회에 참여하려면 위원회 사무국 

서기관에게 번으로 전화하거나 

다음 등록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하여 발언을 신청하십시오 

시민이라면 누구나 서면 영상 증언 사무국 이메일을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
티 발행물 

년 월 일 

정보를 다른 형식으로 요청하려면 관리 및 예산부로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세금 및 수수료 제안

유형  단위  실제 
요율  

FY 2024 
제안  
요율  

일반 기금 세율  

부동산  $ 평가액  $1.11 $1.11 

개인 자산  $ 평가액  $4.57 $4.57 

일반 기금 외 세율  

쓰레기 요금 

쓰레기 수거 
(단위당)  가계  $475 $490 

쓰레기 폐기(톤당)  톤  $70 $72 

낙엽 수거  $ 평가액  $0.012 $0.012 

하수도 요금  

하수도 기본요금  분기별  $40.14 $44.81 

하수도 가용성 청구액  주거용  $8,592 $8,860 

하수도 서비스 청구액  갤런당  $8.09 $8.46 

커뮤니티 센터  

매클레인 커뮤니티 센터 $ 평가액  $0.023 $0.023 

레스턴 커뮤니티 센터  $ 평가액  $0.047 $0.047 

기타 특별 과세 지구  

우수 서비스 지구  $ 평가액  $0.0325 $0.0325 

번 국도 인터체인지  $ 평가액  $0.17 $0.17 

덜레스 철도 단계  $ 평가액  $0.09 $0.09 

덜레스 철도 단계  $ 평가액  $0.20 $0.20 

통합 해충 
관리 프로그램  

$ 평가액  $0.001 $0.001 

운송을 위한 상업용  
부동산세  $ 평가액  $0.125 $0.125 

타이슨스 서비스 지구  $ 평가액  $0.05 $0.05 

레스턴 서비스 지구  $ 평가액  $0.021 $0.021 

예산 일정 

이탤릭체 및 굵은 글씨로 된 요금은 에 조정 제안된 금액입니다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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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