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FY23 예산 제안을 앤아룬델 카운티 
거주자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뿌듯합니다.  

이 예산은 구조적 적자를 없애고, 대출을 
줄이며, 예비금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며, 교육, 공공 안전, 공원, 보건 
그리고 스마트 기반 시설에 기록적인 
투자를 하는 예산입니다. 투자의 
일부만이 이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더 상세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앤아룬델 카운티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제가 자주 말합니다. 
오늘 저는 협력을 해서 최상의 예산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이죠. 

● 레크리에이션, 공원 그리고 우리의 환경 

● 새로운 운동 공원 두 곳(태냐드 스프링스와  
사우스 쇼어)을 설립합니다

● 크라운스빌  병원 기념 공원을 만들고 카운티의  
푸른 중심부에  치유하는  캠퍼스를  설립합니다  

● 포니의 베이컨 리지, 오덴튼 도서관 공원, 딜 
공원 그리고 신설 브루클린  파크 센터에 대한 
주요 투자를 포함합니다  

● 공공 물가 접속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 780만 달러가 넘는 기금을 제공합니다   

● 산림 보전 기금을 360만 달러 보유 수준으로  
회복시킵니다  

● 전기 충전 네트워크를  만들고 전기 버스를 
구입하는  데 6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제안된 FY23 예산 전체를 온라인
(aacounty.org/budget)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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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고 탐구하고 회복하기 

Steuart Pittman
County Executive

이 예산은 우리 거주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상의 
예산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이죠.



학교에 대한 카운티 지원금이  기록을 깨고 오천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 카운티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 위원회의  학교 건축 요청을 
완전히 지원합니다  

● 교사와 직원 보상 요청을 완전히 지원합니다  
● 학생의 학습과 복지 향상을 위해 359개의 신규 직책을 

추가합니다  
○ 119 신규 특수 교육 직책
○ 반나절 프로그램에서  종일 유치원 수업으로  

전환하는  신규 유치원 직책 48개
○ 신규 영어 개발 직책 20개
○ 신규 사회/정서 교육 직책 29개
○ 이중 언어 구사 협력자 세 사람
○ 수업 교사 직책 140개 

● 새로운 크라운스빌  보건 및 복지 센터 설립에 
삼백오십만  달러를 포함시킵니다  

● 지역 지원 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비영리 단체에 
이백만 달러를 줍니다 

● 천만 달러의 초기 투자금으로  적정 주택 신탁금을  
만듭니다   

● 지역 보건 대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500,000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이  이용하기  더 편하도록  카운티 운동장 
25군데를 개조합니다  

거주자 보호

● 새로운 최신식 911 콜 센터를 제안합니다  

● 55대의 새로운 경찰 차량을 도로에 추가 투입해 지역을 
순찰하게  합니다 

● 거의 오백육십만  달러의 신규 소방 트럭과 기구를 
구입합니다  

● 새로운 법의학 시설, 새로운 특수 작업 시설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고  낙후된 경찰 사격장을  교체합니다  

● 비상 대응 요원에 대한 늘어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받은  응급 요원을 20명 늘립니다  

삶의 질 향상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하기 

PHOTO HERE

교육

공공 안전

보건 및 복지 



예상 수입 책정

우리 미래의 초석 회계 재정

규율

●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과세 대상 소득 처음 5만 
달러에 대해 소득세 비율을 2.81% 에서 2.7%로 
줄입니다  

● 재산세를  세금을 카운티 역사상 상한선보다  가장 
낮게 책정합니다  

● 구조적 적자를 없앱니다  
● 만일에 대비한 기금을 2,500 달러 늘립니다  
● 카운티 역사상 최초로 신규 부채액을  줄입니다  

재산세 비교 소득세 비교

FY23에서 피터맨 카운티 행정관은 재산세를 세금 상한선 아래 3%으로 유지하고 소득세 비율을 
줄이는 식으로 납세자에게 3,600만 달러를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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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카운티= 평가된 가치 $100 당 $0.933 (메릴랜드에 7번째로 낮음) AA 카운티= 2.81% (메릴랜드에서 네 번째로 낮음) *허용 최대치 =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