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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티 최고 경영자 사무처 

    
FY 2022-23 제안 예산: 중요 예산 메시지 

 

카운티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슈퍼바이저 이사회(이사회)에 88억 달러 규모의 FY 2021-22 
제안 예산을 기쁜 마음으로 제출합니다.  FY 2020-21 채택 예산과 비교하면, FY 2022-23 제안 
예산은 10억 달러(13.1%)의 증액과 178개 직위의 순수 증가를 반영합니다. 예산 증가는 
기본적으로 COVID-19 공중 보건 비상상황에 대한 카운티의 대응과, 취약 인구집단에 대한 
필수 서비스 수요, 인적 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투여와 관련됩니다. 직위 증가는 이전 
FY 2020-21에서 없어졌던 직위를 복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FY 2022-23 예산을 위한 시민 안내가 입안되어서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하며, 일반인들은 
이곳에서 일반 기금의 세입원과 사용처, 일정표, 부서별 요청 내용, 그리고 카운티의 다양한 
케어 시스템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집중하는 OC 케어스의 전략적 우선순위 포함, 카운티 
당국이 우선으로 삼고 기금을 조성하는 핵심 노력들이 담긴 FY 2022-23 예산안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중요 요점 
 
 

• 장기 전략 우선순위와 전략적 재정계획을 준수한 예산은 균형을 이루었으며, 전체 88억 
달러 예산 가운데 48억 달러(55%)를 이루는 일반기금 부서들 대상 순수 카운티 비용의 
증가분은 0%입니다. 

• 예산수립된 일반용도 세입금액은 9억 7,530만 달러로서 FY 2021-22 채택 예산인 9억 
2.660만 달러보다 4,870만 달러가 증가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재산세 세입이 마감되면 
4,46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예산 추정치에는 금년말 세입에서 추정되는 일반기금의 재산세 세입의 3.4% 증가분을 
온건한 수준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 FY 2022-23 예산 가운데 1/2 센트 공중안전 판매세(172 법) 세입은 4억 1,740만 
달러(80%는 보안관 대상 3억 3,390만 달러, 20%는 지방검사 대상 8,350만 달러)가 
배정되며, 이는 FY 2021-22의 마감분 3억 9,370만 달러에 비하면 6%(2,370만 달러) 증가한 
것입니다. 

• FY 2022-23의 재조정 예산안은 총 7억 6,420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2억 740만 달러는 
보건, 정신건강, 사회서비스(1991)에 대한 것이고, 5억 5,680만 달러는 공공안전과 
사회서비스(2011)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FY 2021-22 채택 예산 금액보다 8,930만 
달러(13%)가 증가한 것입니다. 

• 예심 재판소 보안에 대한 주 정부 기금으로는 보안관 지출을 법원의 보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여전히 불충분합니다. FY 2022-23 예산안에서는 사무 수행 결과 비용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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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기금 사이에 1,050만 달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CEO 예산은 
캘리포니아주 카운티 협의체와 함께 해결 노력을 계속 하고, 보안관과 법원이 협력하여 
주 단위 기금 조성을 통한 장기적인 서비스 조정 해결책을 찾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FY 2022-23 제안 예산에는 일반기금 부서들이 현재 서비스 수준 유지에 필요하여 복구를 
요청한 5,4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 FY 2022-23 제안 예산에는 부서들이 사업 운영의 확장 또는 제공된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요청한 2,5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요청된 금액 가운데 1,860만 달러는 다양한 예산 
출처에서 기금을 조성할 것이며, 640만 달러는 일반기금에서 조성할 것입니다. 

• Fy 2022-23 제안 예산 가운데는 미국 구조플랜법(ARPA) 세입으로 약 4억 9,500만 달러가 
있으며, 이것은 이사회가 승인한 기금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CARES와 ARPA 교부금의 
추가 4,560만 달러는 존웨인 공항 용도입니다. 

OC 케어스 

카운티의 OC 케어스는 오렌지 카운티 내 여러 케어 시스템들을 연계하여 사람들에게 
전면적인 케어와 서비스를 조성하고, 그들의 자립 달성을 목표로 하며, 즉각적이고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병합설치 된 행동건강 서비스들 캠퍼스들에 소재한 
비웰을 포함하여, OC 케어스 2025 비전은 실행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증가시키고 향상시키고, OC 
링크스와 행동건강 기반 공중안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더 많은 접근과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FY 2022-23 제안 예산에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포함됩니다: 

• 어빈 시티 이내 비통합 구역의 카운티 소유 부지에 있는 3곳의 계획된 비웰 캠퍼스들 
가운데 두 번째 지역의 계획을 수립하고 확장함으로써, 성인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행동건강 서비스 용도의 장소가 동시에 배치되어 카운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안관-검시관부의 행동건강 기준 공공 안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정신건강 연계 서비스 
요청과, 증가하는 다양한 기회들을 다루기 위한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팀을 만들 
것입니다. 

• 청소년 캠퍼스에 청소년전환센터를 설립하여 낡은 시설을 현대화하고, 청소년들과 
전환기 연령 청소년 인구집단이 커뮤니티에 성공적인 복귀를 위한 준비를 더욱 잘 하도록 
특별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입니다. 

• 협력적인 사회복귀 서비스, 지원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형사법 법무시스템 관련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도울 것입니다. 

OC 케어스 2025 비전에 관한 추가 안내는 다음 링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ceo.ocgov.com/government-community-relations/orange-county-criminal-justice-
coordinating-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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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구조플랜법(ARPA) 

미국 구조플랜법은 2021년 3월에 입법되었으며, 오렌지 카운티에는 3억 840만 달러의 동일 
금액이 2회로 분할되어, 총 6억 1,680만 달러가 교부됩니다. 첫 번째 분할분은 2021년 5월에 
수령했으며, 두 번째 분할분은 FY 2021-22가 끝나기 전에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COVID-
19로 인하여 카운티는 역년 기준 2020년과 2021년에 5억 9,970만 달러의 세입 손실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분할분 사용을 위한 공적 투입분은 확보되어 FY 2022-23 기금의 제안된 사용분에 
반영되었습니다. 제안 예산에는 ARPA 기금에서 4억 9,500만 달러를 다음 용도로 사용하도록 
이사회가 승인한 부분이 포함되며, 이 가운데 1억 4,060만 달러는 현재 회계 연도에서 
연장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것입니다: 

• 배정 대상: 
- 차년도 COVID-19 대응 수요 (1억 1천만 달러) 

- 차후 예산, OC 케어스 집행, 그리고/또는 이사회 승인 전략적 우선순위(5,700만 달러) 

- 청소년 홀 캠퍼스 이내에 건립되는 신규 청소년 전환센터로서 입소 청소년들을 위한 
특수 프로그램 시행 용도 (6천만 달러) 

- 주택 예산으로서 지주 인센티브 포함 (2,700만 달러) 

- 사례관리와 홈리스 문제 협력 사업 (2,700만 달러) 

- 디스트릭트 우선순위 또는 프로젝트 (4,800만 달러) 

• 연속 사업 대상: 
- 새로운 응급의료서비스 운영시설로서, 공중보건 랩, 재난관리 사업부와 
응급의료서비스 프로그램 시설들이 공존하면서 사고 대응 시기에 협력합니다 
(7,450만 달러) 

- 어빈 시티 이내의 카운티가 소유 부지에 있는 3개의 계획된 비웰 캠퍼스들 가운데 두 
번째 캠퍼스는 성인들과 청소년들의 행동건강 서비스를 위한 장소이며, 모든 카운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 사업 추진은 OC 케어스에서 마련하여 관리합니다) 
(4천만 달러). 

- 주택 거주자를 증가시키고 카운티 내 주택 건설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 지주 
인센티브 그리고 긴급 주택 바우처 (460만 달러) 

- 재난 또는 응급 사태 발생 시 중요 지역 푸드뱅크를 돕기 위한 식료품과 물 보관 용기 
구입 (2백만 달러) 

- 애너하임 시티 내 마운틴 파크 공동묘지에 조성하는 제대군인 공동묘지 (1,950만 달러) 

한편, 존웨인 공항은 COVID-19에 대한 별도 교부금으로 총 4,560만 달러를 받았으며, 이는 
기반시설 관련 사업에 사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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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이사회는 커뮤니티에 복무하고 카운티가 팬데믹 상태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관점에서, ARPA 기금의 두 번째 분할분을 다음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사용하도록 승인했습니다. 
 

• 청소년전환센터 기금, 위에서 언급했음 (6천만 달러) 

• 지주 인센티브, 또는 현행 홈리스 또는 홈리스 위험 대상자들에게 주택거주 기회를 
높이기 위한 매칭 기금 용도 (2,700만 달러) 

• 조정 사례관리를 향상시키고 확대하여 다수의 카운티의 돌봄 시스템 참여자들의 
수요를 다루고, 자립 달성을 돕는 용도 (2,700만 달러) 

카운티가 시행하는 ARPA 기금의 사용과 보고에 관한 추가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cfo.ocgov.com/resources/arpacares-act-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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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영역별 세출 

 
 

 
 

프로그램 
번호 

 
 

프로그램 이름 

FY 2022-23 
 제안 예산 (1백만 달러) 

I 공공 보호 $1,765.2 
II 커뮤니티 서비스 3,363.2 
III 기반시설 & 환경 자원 1,673.0 
IV 일반 정부 서비스 770.8 
V 자본 상태 개선 334.5 
VI 부채 상환 196.5 
VII 보험, 예비비, 기타 690.1 

 합계 $8,793.3 
 

 
 

 
예산 가운데 38.2%을 차지하는, 가장 큰 프로그램 영역은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이 영역에는 사회서비스기관, 보건진료기관, OC 커뮤니티 자원, 아동 지원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 부서들의 세입에서 가장 큰 부분은 주정부와 연방이 카운티에 교부하는 
것이며, 이는 카운티가 그들을 대신하여 관장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것입니다.  
 
 
 
 
 
 
 
 
 
 
 
 
 
 
 

커뮤니티 서비스 
38.2% 

공공 보호 
20.2% 

기반시설 & 환경 자원 
19.0% 

일반 정부 

서비스 
8.8% 

자본 상태 

개선 
3.8% 부채 상환 

2.2% 

보험, 예비비, 기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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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원 

 
 

 
 

프로그램 명칭 

FY 2022-23 
 제안 예산 (1백만 달러) 

일반 보조금 $ 975.3 
기타 일반 기금 - 재량권 없음 3,807.3 
목적 보조금 4,010.7 
합계 $8,793.3 

 
위 표에서도 나타났지만 세입의 다수인 45.6%가 목적 보조금입니다. 이 세입은 카운티의 
다양한 기업, 내부 서비스, 특수 지역 예산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존 
웨인 공항, OC 도로, OC 홍수 방지기관,  OC 공공도서관, OC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등이 
있습니다.   
 
세입에서 두 번째로 크게 차지하는 분야는 43.3%를 차지하는 기타 일반기금- 재량권 
없음입니다. 프로그램 영역별 세출 섹션에서 기술했듯이 카운티는 이 분야의 예산을 받지만, 
이것은 커뮤니티 사업 부서들이 주 정부와 연방을 대신하여 집행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ARPA 기금은 연방 정부 자원 이내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약 11.1% 를 차지하는 일반 보조금(GPR)은재량권이 있는 예산입니다. GPR에서 예산의 89% 
혹은 78억 달러에 이르는 목적보조금과 기타 일반 기금 재량권 없는 세입원과 관련된 한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카운티는 커뮤니티 사무 프로그램에 필요한 매칭, 공공 
보호, 일반 정부 부서 운영경비와 같이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충족하지 못하는 의무적 
사무집행 요건에 맞추기 위해 사용합니다.   

 
 
 
 
 
 
 
 
 

목적 보조금 
45.6% 

일반 보조금 
11.1% 

기타 일반 기금 - 

재량권 없음,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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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순수 비용(NCC) 

 
카운티 순수 비용(NCC)은 부서들에게 배정된 일반 보조금이며 세출과 세입원 사이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FY 2022-23 제안 예산에는 NCC 명목으로 9억 7,53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연번 

 
 

프로그램 명칭 

FY 2022-23 
 제안 예산 (1백만 달러) 

I 공공 보호 $    523.8  
II 커뮤니티 서비스 171.8 
III 기반시설 & 환경 자원 36.6 
IV 일반 정부 서비스 153.9 
V 자본 상태 개선 16.1 
VI 부채 상환 0.1 
VII 보험, 예비비, 기타 73.0 

 합계 $975.3 
 

 
NCC와 별도로, 일회성 기금 세입원은 기금 확대를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각 증액분의 세부 
내용은 FY 2022-23 예산 증액 제안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종류, 프로그램, 부서별로 나뉜 증액 예산 항목별 요약입니다. 
 
 
 
 
 
 
 
 
 

공공 보호 
53.6% 

커뮤니티 

서비스 
17.6%  

기반시설 & 

환경  
3.8%  

일반 정부 

서비스 
15.8%  

자본 상태 개선 
1.7%  

부채 상환  
0.0% 

보험, 예비비, 기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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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증액  

프로그램 기초 예산 복구 확장 제안 합계 

공공 보호 6,177 190 44 6,417 

커뮤니티 서비스 8,957 0 69 9,026 

기반시설 & 환경 1,266 0 29 1,295 

일반 정부 서비스 1,421 29 15 1,465 

보험, 예비비, 기타 357 0 0 357 

합계 18,178 219 157 18,560 

 
 

증액 제안 
 

종류별로 분류한 증액 
  
 
 
 

증액의 종류 항목 요청받은 배정 제안받은 배정 

복구 219 $   54,062,682 $  54,062,682 

확장 157 25,508,087  24,983,075 

합계 * 376 $ 79,570,769  $ 79,045,757 
 
 

 
복구 증액 
 

예산 수립 과정의 일환으로써 카운티 부서들은 현재 서비스와 직원 수준 유지를 위한 자금 
필요성을 파악합니다. 자금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서는복구 증액 신청을 
제출합니다. 
 

   복구 증액분 배정 

  
 
 
 

부서 요청받은 배정 제안받은 배정 

공공 보호     
• 행정관 $ 139,004 $ 139,004 
• 국선 변호인 9,820,533 9,820,533 
• 보안관-검시관 39,868,466 39,868,466 
공공 보호 합계 $49,828,003 $49,828,003 
기반시설 & 환경 자원     
• OC 공공 사업 $ 223,588 $ 223,588 
기반시설 & 환경 자원 합계 $223,588 $223,588 

일반 정부 서비스     
• 평가인 $ 1,996,906 $ 1,996,906 
• 카운티 의회 776,920 776,920 
• 재무-징세원 1,121,551 1,121,551 
• 내부 감사 115,714 115,714 
일반 정부 합계 $4,011,091 $4,011,091 

합계 $54,062,682  $54,06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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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증액은 부서가 새로운 프로그램 또는 향상된 서비스 수준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확장 증액 배정 
 
 

 

부서 요청받은 배정 제안받은 배정 

공공 보호     
•         국선 변호인 $ 2,992,120 $ 2,992,120 
•         보안관-검시관 3,772,766 3,247,754 

공공 보호 합계 $6,764,886 $6,239,874 

커뮤니티 서비스     

•          OC 커뮤니티 자원 $ 1,374,594 $ 1,374,594 
•         OC 동물 케어 675,000 675,000 
•          OC 공원 298,472 298,472 
•          보건소 9,666,092 9,666,092 
•          사회서비스 기관 1,786,861 1,786,861 

커뮤니티 서비스 합계 $13,801,019 $13,801,019 

기반시설 & 환경 자원     
•          OC 공공 사업 $ 1,984,247 $ 1,984,247 
•          유용성 264,101 264,101 
•         OC 도로 393,840 393,840 

기반시설 & 환경 자원 합계 $2,642,188 $2,642,188 

일반 정부 서비스     
•         회계책임관 $ 114,104 $ 114,104 
•         카운티 의회 703,062 703,062 
•         내부 감사 252,828 252,828 

일반 정부 합계 $1,069,994 $1,069,994 

보험, 예비비, 기타     
•         OC 플리트 서비스 $ 1,230,000 $ 1,230,000 

보험, 예비비, 기타 합계 $1,230,000 $1,230,000 

합계 $25,508,087  $24,983,075 

 
리스크 
 
연방긴급관리청(FEMA)은 그레이트 플레이트 프로그램과 대부분의 백신접종 관련 경비와 
대부분의 백신 관련 경비 등 카운티의 특정 COVID-19 관련 경비 가운데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해 지불해야 할 10%의 유보금을 제외하고 상환합니다. 카운티는 FEMA 상환이 지연되는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금 출처의 예상 불가능한 속성은 예산과 재정 리스크로 
드러나고 있어서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적 요소와 진행 상황, 이것들이 역사적 경향, 주변 
카운티들, 주, 전국적 상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족소득 중간 
값이 다른 곳보다 높긴 하지만, 카운티의 자원은 인플레이션 경향으로 인해 제약될 것입니다. 
 
 
 
 



예산 메시지 요점 

 

10 
 

결론 
 
슈퍼바이저 이사회와 카운티 부서들의 전략적인 노력으로 경제 변화에 대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기금을 사용하여 커뮤니티 전반에 최선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책임감 
있는 재정관리를 가동할 것이며, 카운티는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예상하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들을 계속 헤쳐나가는 동안 
카운티 당국은 오렌지 카운티를 "안전하고, 건강하고, 삶과 일과 놀이를 위한 장소"로 
만들겠다는 미션을 이루기 위해 여전히 헌신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 
 
공적 예산수립 워크숍은 2022년 6월 1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이사회 청문회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 내용은 카운티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트워크 텔레비전 
타임(NTT) 방송으로도 송출되어 예산수립 절차와 FY 2022-23 제안 예산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FY 2022-23 예산의 시민들에 대한 안내는 카운티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으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운티 집행부는 2022년 6월14일에 예정된 공공 예산 청문회 기간에 열리는 슈퍼바이저 
이사회에 FY 2022-23 제안 예산을 제출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슈퍼바이저 이사회는 2022년 6월28일 개최되는 회의에서 FY 2022-23 연간 예산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