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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서는 주민들께 DC 예산 책정 절차에 대한 정보와 예산 책정 
일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Bowser 시장이 현 2021 회계연도 
예산에 투자한 내용을 알려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Bowser 
시장은 현재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저희는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예산 책정 참여 

토론회와 곧 있을 의회 예산 공청회를 통해 예산안 개발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budget.dc.gov를 방문하여 귀하의 우선순위를 

알려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예산 책정 요약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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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책정 절차 일정

예산 책정 참여 토론회 

시장의 예산 발표

시장 예산에 대한 시장 및 의회 
공청회

2021년 2월

2월 18일
오후 6시

3월 31일

2021년 3월~5월

4월 1일    

노인 예산 책정 참여 타운홀 
전화 미팅

2월 20일
오전 11시

예산 책정 참여 토론회 

시장 예산에 대해 의회 공청회 개최

시장 예산에 대한 1차 투표

4월 7일
~5월 6일

  

5월 25일

시장 예산에 대한 최종 투표6월 8일

2월 10일
오후 12시

2021년 5월~6월

2022 회계연도 예산 책정 요약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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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책정 주기 절차

예산 책정 
절차

시장의 예산 발표

예산 책정 
참여 토론회

최종 기관 의견

시장과 의회의 공공 
예산 논의 

회계연도 기간은 10월 1일~9월 
30일입니다

책임 준비

집행 법률 제정

시장 예산에 대한 공청회
시장 예산 제정

의회 검토

여기서 
시작

시장 예산에 따라 
기관들 기금 지원 

프로그램 시작

기관 실적 청문회

종합 연차 
재무보고서

(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Report, CAFR) 

감사 발표

시장의 책임성 
보고서

시장 예산에 대한 1차 및 
2차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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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DC 예산 책정 원칙

DC의 예산은 
특별합니다. 

주, 시, 카운티 
예산처럼 

행해지는데, 
이들이 모두 한데 

들어있습니다.

$86억 일반 
기금(특수 
목적 수입 및 
전용세금 포함)

$37억 연방 
보조금, 지급액, 
메디케이드
 
$31억 기업 
기금

2021 회계연도 
운영 예산

프로그램 및 
서비스(총 기금)

$169억

2021 회계연도 설비 
예산

$82억은 2021-2026 
회계연도용으로 계획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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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총 기금

$4억
경제 발전 및 규제

$32억

$45억

$51억
복지 지원 서비스

기업 융자 및 기타

교육

$21억
공공 사업 및 정부 
운영

$16억
공공 안전 및 사법

• $12억 이상: DC  주민을 위한 실업 급여에 
지원하고 4,300만 달러를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의 추가 식품 지원에 집행

• 약 $2,720만: 노인 및 외출이 힘든 
주민들을 위한 비상 식료품 배급 및 가정 
식사 배달에 집행

• $1,150만: 실업 급여가 곧 만료되는 
주민들에 대한 지역 경기 부양 지원금 
제공

• $5백만: 보육시설 보조금에 집행

• $1,800만: 접객업 및 관광업 지원
• $2,550만: 세입자, 주택 소유자, 임대주를 

위한 임대료 및 모기지 지원
• $1억 3,600만: 소기업 및 레거시(legacy) 

비즈니스를 비롯한 기업 지원
• $6백만: 비영리 단체 지원

코로나19 지원 
코로나19 공중 보건 위기 및 그로 인한 주민과 사업체 피해에 
대응하여, DC는 다음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의 구호 및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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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공 안전

보건 대중교통 및 환경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주택

• $1억:  주택건립 신탁 기금
• $1,950만: 주택 소유권 지원
• $4,780만 노숙자 지원 서비스
• $3백만: DC 노인을 위한 ‘안전한 집

(Safe at Home)’

2021 회계연도 예산 책정의 
주안점

• $19억 2천만: 공립학교 및 공립 
차터 스쿨

• $6백만: 학생 IT 확대
• $15억: 학교 확장 및 현대화

• $7백만: 그레이트 스트리트(Great 
Streets) 및 주변지역 번영 기금

• $80만: 소형 소매 상점 보조금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매치형 저축(matched-
savings) 프로그램 확대

• $370만: 추가적인 피해자 서비스 
및 사법 보조금

• $240만: 폭력 개입 서비스 확대
• $83만 6천: 패스웨이(Pathway) 

직업 훈련 프로그램 확대

• $5,600만: 비젼 제로(Vision Zero) 안전 
개선

• $4천만: 애너코스티어 강 정화
• $1,780만: 버스 전용 도로

• $3억 6,500만: 신설 세인트 
엘리자베스 병원(St Elizabeths 
Hospital)

• $420만: 하워드 대학병원(Howard 
University Hospital)의 신규 
연구센터(Centers of Excellence) 
5곳 지원. $2,500만: 신규 Howard 
University Hospital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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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회계연도 예산 책정 
우선순위

DC 주민과 사업체의 보건, 복지, 안전 
안전에 집중하는 핵심 정부 기능 을 
유지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즉각적인 공중보건  
대응에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화합니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화합니다.

DC 정부 인력 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주요 DC 우선 추진 사항들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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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회계연도 투자

$3.2
억

(총액) 교육

$19억 2천만

$15억

$9,030만

$6백만

$2,180만

$19억 2천만: 일반 및 차터 스쿨 학생 
98,315명 대상 K-12 교육비(학생당 기금 
3% 증가)

$15억: 신설 Bard HS Early College 및 
신설 Foxhall Elementary School을 비롯한 
41개 학교의 확장 또는 현대화에 6년에 
걸쳐 책정

$9,030만: UDC (University of the District 
of Columbia) 프로그램 및 서비스, $1억 
3,650만: UDC 시설 개선

$6백만: IT 기기 확대 및 K-12 학생 지원금

$2,180만: 학교 기반 정신 건강 프로그램 
지속

$350만 $350만: 도서관 신간 도서, MLK 도서관 
신설 비용, 새로운 Go-Go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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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6,500만

$1,950만

$1억 유지: 2021 회계연도 주택건립 신탁 
기금(Housing Production Trust Fund)을 통해 
적정 가격 주택 1,000가구 신축, $840만을 
주택보존기금(Housing Preservation Fund)에 
추가

$6,500만: 2여 년간 DC 주택관리국
(Housing Authority) 주거용 건물 보수, 
복원, 개선

$1,950만: 주택 구매 지원 프로그램
(HPAP) 및 고용인지원 주택 프로그램
(EAHP)을 통해 저렴한 주택 소유권 제공

 저렴한 주택

2025년까지 신
축 36,000가구 
주택건립 목표 

설정

$5,880만

$4,610만

$5,880만: Homeward DC를 위한 $2,440
만 포함, 영구 및 임시 지원 주택의 보수와 
확장

$4,610만: 임대료 지원 및 비영리 
프로젝트 달성 지원을 위한 새로운 연방 
기금

2021 회계연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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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억

(총액) 보건 및 복지 서
비스

$3억 6,500만

$2,500만

$5,400만

$480만

$3백만

$3억 6,500만: St. Elizabeths의 최첨단 
신축 병원 및 이동 센터

$2,500만: 2026년 완공 예정인 새 
Howard University Hospital 개발 지원

$5,400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증가된 
메디케이드 지급금, 개인 위생 서비스, 
기타 주민 의료 서비스 필요 지원

$480만: 의료 서비스 시스템 혁신
(Healthcare Systems Transformation)에 
대한 시장 위원회의 권고안 이행

$3백만: 노인의 안정적인 노령화를 
지원하는 DC Safe at Home 프로그램

$140만 $140만: 발달 장애 서비스 제공자 보조금

2021 회계연도 투자2021 회계연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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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전 및 사법

$370만

$240만

$83만 6천

$4,700만

$8,400만

$370만: 피해자 서비스 확대 및 사법 
보조금

$240만: 새로운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프로그램을 비롯한 폭력 개입 
서비스 확대

$83만 6천: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Pathways 
프로그램 및 총기 폭력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은 청년들을 위한 기타 지원금 
확대

$4,700만: DC 교도소의 중요 건물 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비 자금

$8,400만: 구급차, 소방차, 기타 응급 차량 
설비 자금

$7,200만 $7,200만: 신축 소방소, 기타 화재 및 
구급대(EMS) 시설용 설비 자금

2021 회계연도 투자

$16
억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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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영 - $10억
$430만: 공정 선거 개정법(Fair Elections Amendment Act) 전액 지원 기금
$250만: 이민자 사법 정의 보조금(Immigrant Legal Justice Grant) 프로그램 투자 
지속
$240만: 인종 평등 가치에 맞는 DC 정부 운영
$1백만: 주 공교육 캠페인(Statehood Public Education Campaign) 투자 지속
$1백만: Go-Go 활동 조율 및 예술가 공연 지원

대중교통 및 환경

$5,600만

$4천만

$1억 1,700만

$5,300만

$5,600만: 향후 6여 년간 Vision Zero 안전 
개선, 자전거로, 산책로

$4천만: 애너코스티어 강 정화 및 낚시 및 
수영 활동 복구를 위한 노력

$1억 1,700만: 2024년까지 K Street 
Transitway 완공, $1,780만: 버스 전용 
도로 확충

$5,300만: 나무 심기와 도시 삼림화 
노력으로 DC의 녹지 보호 및 확대

$1백만 $1백만: DC 정부 청사 전기 차량 충전소 
신설

2021 회계연도 투자

$11
억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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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및 경제 기회

$7백만

$880만

$80만

$20만

$7백만: 사업 개발 지원을 위한 Great 
Streets 및 주변지역 번영 기금

$880만: 메인 스트리트 및 클린 팀
(Main Streets and Clean Teams) 
프로그램을 통해 소규모 사업체 및 
번창하는 지역사회 지원 

$80만: 소형 소매 상점 지원을 위한 
강력한 소매업(Robust Retail) 보조금

$20만: 7지구 및 8지구의 소규모 
사업체를 돕기 위한 드림 보조금
(Dream Grants)

$7만 5천 $7만5천: 복귀 시민들의 자영업 창업 
지원

DC의 기회 계좌(Opportunity 
Accounts) 매치형 저축 프로그램 
이용성 확대

2021 회계연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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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및 지역사회 공간

$4억 6,400만

$2억 4백만

$1억 4,600만

$7,550만

$4억 6,400만: 2025 회계연도까지 도로, 
인도, 골목 수리 및 상태가 열악한 모든 
도로와 골목 철거

$2억 4백만: 6년에 걸쳐 5지구의 6개 
레크리에이션 센터 현대화를 포함해 26개 
공원, 레크리에이션 시설 보수

$1억 4,600만: 더욱 안전한 보행과 
자전거 운행을 위한 새로운 거리 조경

$7,550만: 맥밀런 저수지( McMillan 
Reservoir) 재개발, $7,980만: St. 
Elizabeths 인프라 개발, $1,400만: 힐 
이스트(Hill East) 재개발

2021 회계연도 투자2021 회계연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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