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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y of San Diego

미래 건설하기

운영 계획 채택안에 관한 인사말

여러분의 도움에 힘입어 County of San Diego의 미래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미래를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두의 
공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발전을 추진하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과 천연 자원을 
보존할 수 있을 정도로 미래를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2022-23 회계연도 신규 예산(73억 6,000만 달러)은 이러한 비전에 맞아 
떨어지며, 감독위원회가 수립한 프레임워크를 더욱 확장시켜 줄 것입니다.

이 예산에는 행동 보건 체계 개혁 및 약물 사용 치료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숙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한 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가족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추가 
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국의 모든 공무에 걸쳐 인종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와 신규 부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부터 공용 정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지역 사회를 가꾸기 위한 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새로운 집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자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후 변화와 
환경 정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결정을 이끌어내고 그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데이터 
사용을 늘릴 것입니다. 

당국은 새로운 목표들을 이루고자 힘쓰는 한편 기존의 필수 공무를 계속 시행하고, 보건 및 사회 업무, 치안 및 토지 
사용에 관한 기금을 책임감 있게 활용할 것입니다.

신규 예산은 전년 대비 1.8%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강화하고 직원을 
증원하겠습니다.

그 예로 어려운 분들에게 식료품, 의료 및 기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새 일자리 100개가 추가될 것입니다.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새 일자리가 아동 복지 서비스 부문에 100개, 아동 지원 서비스 부문에 40개 추가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행동 보건 체계가 지닌 목표를 위기 대응에서 지속적인 관리로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115개 
일자리가 추가됩니다.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개선하기 위해 국선 변호인 서비스에도 90개 일자리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보건 인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공공 보건 일자리 71개도 추가하겠습니다.

당국의 신규 예산은 "모두를 위한 하나"와 같으며, 지역 사회의 오랜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모든 부문에 걸쳐 다양성 
있는 지역 사회 투자 및 공정성 평가를 실시한 끝에 책정되었습니다.

이 목표의 근본은 지금 이 곳, San Diego County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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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 평등: 자율화: 공동체: 정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회복력을 

키우겠습니다.

보건, 주택 
공급 및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을 
줄이겠습니다.

당국 조직 내 투명성, 
책임감, 혁신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한 환경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협력업체 및 다양한  
인구 계층과 협력하여  

삶의 짊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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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 참여

평가 및 책임

지속적인 협력

인력 투자 
및 만족

접근성

평
등

2022-23 운영 계획 채택안 경영 요약서

카운티 예산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sandiegocounty.gov/openbudget

모두를 위한 예산 편성하기 

일반 관리 체계 

County of San Diego의 비전은 모두를 위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안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지역 사회 참여는 당국의 운영 모델의 
핵심으로, 모델을 둘러싼 각각의 가치가 

당국이 할 일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 즉 지역 사회의 시민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

겠습니다.



County of San Diego

미래 건설하기

@countyofsandiego @countysandiego @SanDiegoCounty@sandiegocounty

참여 방법

예산 형평성 평가 도구

주요 예산 일자

5월 5일 

CAO 권장 예산 공개

5월 19~20일 

CAO 권장 예산 발표회

6월 28일
예산 검토 및 채택

차기 감독위원회 총회에서 열리는 예산 발표회, 공청회, 검토 및 채택 행사에 참여하세요. 

이 도구는 각 부서의 예산이 오랫동안 소외된 취약 계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자원을 분배하여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시청하기: 케이블 TV, 카운티 뉴스센터, 카운티 웹사이트, Vimeo 생중계, YouTube, Facebook, Twitter
전화로 청취하기: (619) 531-4716

의견 남기기:

• www.sandiegocounty.gov/cob/bosa/ 

• 전화로 또는 직접 예산 공청회 참여하기
• 온라인: 6월 22일까지 가능
•  통역 신청: (619) 531-5434 또는  

PublicComment@sdcounty.ca.gov 에서 가능

Equity Lens
 

6월 24일
가상 

지역 사회
예산 회의

CAO 권장 예산 개정
안 공개

5/23: 
5/31: 
6/2: 
6/6: 
6/8: 

제3지구
제4지구
제1지구
제5지구
제2지구

6월 13일
6월 16일

권장 예산에 대한 공청
회 실시

오전 9:00

오후 5:30

평등 렌즈 데이터 책임감지역 사회 참여
모든 부서를 평등 
렌즈로 관찰하기

부서별 평등 데이터 
활용하기

책임감 강화하기참여도
높이기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sdc/cob/bosa.html#watch
https://www.countynewscenter.com/cnc-tv-live/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sdc/general/board-meeting-video.html
https://livestream.com/sandiegocountynewscenter
https://www.youtube.com/user/countysandiego
https://www.facebook.com/sandiegocounty
https://twitter.com/SanDiegoCounty
http://PublicComment@sdcounty.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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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DAG는 San Diego의 인구가 2035년까지 계속해서 다양성 있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종/민족별 인구 증가율은 백인 36.3 %, 히스패닉 41.4%, 
아시아인 및 태평양 도서 지역 원주민 13.9%, 흑인 4%, 기타 모든 계층(아메리카 원주민 포함) 4.4%로 추산됩니다.

• San Diego County는 미국의 모든 카운티를 통틀어 가장 많은(18개) 원주민 보호 구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ource: San Diego Association of Governments 2020 Demographic & Socio Economic Estimates, as of July 2021 relects latest data available.

평균 가구 소득
2018 2019 2020

$74,855 $78,980 $82,426

 18개 지자체  
도시 

비지자체  
지역

County of San Diego

지역 데이터

민간 노동 인력 

2020
1,538,400

2021
1,543,700

인구

2019

2020

2021

3,340,312

3,331,279

3,315,404

평균 주택 가격

실업률

2020년 1월 
$670,000 

9.2% 6.5% 4.0% 
2020

 
2021 2022년 2월

2020년 1월 
$435,000

2021년 1월 
$744,000

2021년 1월 
$485,000

2022년 1월 
$885,000

2022년 1월 
$595,000

연립 주택단독 주택

2019
1,590,600

San Diego County 인구 분포도(인종, 민족, 연령 기준)
2020년 총 인구: 3,343,349명

백인

1,800,000

1,600,000

1,400,000

1,200,000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히스패닉 흑인 기타 아메리카 원주민아시아인 및 태평양  

도서 지역 원주민

18세 미만
18~64세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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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 예산 채택안

금융(기타)
4억 2,610만 달러(5.8%)

자본 프로그램
1억 7,180만 달러(2.3%)

금융 및 일반 정부
8억 1,560만 달러(11.1%)

토지 사용 및 환경
6억 2,990만 달러(8.6%)

보건 및 복지 서비스
28억 1,510만 달러(38.3%)

치안
25억 90만 달러(34.0%)

예산 채택안 총액: 73억 6,000만 달러

2022-23 회계연도 예산 채택안의 책정액은 총 73억 6,000만 달러입니다. 이는 2021-22 회계연도 예산 채택안 대비 1.8% 
증가한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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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기관별 총 직원 수

19,848명(+1,065명 / +5.7%) 

보건 및 복지 서비스

(+595명 / +8.2%)
7,879명

치안

(+181명 / +2.3%)
8,015명

금융 및 일반 정부

(+118명 / +6.5%)
1,926명

(+171명 / +9.2%)
2,026명

토지 사용 및 환경

지난 5년간 중요한 우선 과제(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프로그램, 노숙자 문제, 아동 복지 및 자립 서비스, 사법 개혁, 
수감자에 대한 의료 및 정신 건강 지원 개선 등)를 해결하기 위해 2,200명 이상의 직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참고: 직원 수에는 시간제 근무 직원이 포함되며 숫자 반올림 때문에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19,848

18,783

17,95418,025

17,584

카운티 총 직원 수
20,500

20,000

19,500

19,000

18,500

18,000

17,500

17,000

16,500

16,000
2018-19 회계연도 채택안 2019-20 회계연도 채택안 2020-21 회계연도 채택안 2021-22 회계연도 채택안 2022-23 회계연도 채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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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지원

 ●  행동 보건 체계의 방향을 위기 대응에서 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로 
끊임없이 전환하기 위해 예산 8,190만 달러 증액, 새 일자리 115개 추가

 ●  노숙자 및 청소년을 비롯하여 정신 건강 문제 및 약물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서비스 개선 

 ●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응답하고자 모바일 위기 대응팀(사법 집행 
관계자 대신 정신 건강 전문가로 구성됨)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

 ●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올바른 유형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 
회복 치료, 학교 기반 서비스, 위탁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LGBTQ 
커뮤니티

투자 우선 과제

 ●  카운티의 각 부서가 형평성을 염두에 두고 서비스와 분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새로운 예산 형평성 평가 도구를 지속적으로 실시

 ●  모든 지역 사회 구성원에게 토론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주기 위해 지역 사회 참여 관련 자원 추가

 ●  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번역 및 통역 인력 증원

 ●  모든 커뮤니티가 건강 위험으로부터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지속 가능성 및 환경 정의 사무소(Office of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Justice)에 350만 달러 지원

 ●  새로운 San Diego County 노동 기준 및 집행 사무소(Office of Labor 
Standards and Enforcement): 고용주와 근로자를 위한 교육 및 자원의 
핵심 지점 역할 수행,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법 조치 시행

형평성과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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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우선 과제

 ●  노숙자를 줄이기 위해 저렴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일회성 
경기 부양 기금 1,190만 달러 사용

 ●  전 지역에 걸쳐 노숙자가 머물 수 있는 쉼터 및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카운티 전역의 여러 도시에 1,000만 달러 지원

 ●  부속 주거용 건물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허가 수수료 면제 
비용으로 300만 달러 지원

 ●  중위 소득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을 비롯한 
새로운 개발을 요구하는 포괄 구역 조례를 제정할 비용으로 
810,000달러 지원 

 ●  비지자체 지역 사회의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500만 달러 
이상 투자(전기차 충전소 지원을 위한 100만 달러 포함)

 ●  우수 문제 해결을 위한 4,000만 달러, 다양한 종 보존 프로그램
(Multiple Species Conservation Program) 시행을 위한 1,630
만 달러, 티후아나 강 계곡 개선을 위한 340만 달러 등 약 6,000만 
달러를 기타 환경 개선 작업에 사용

 ●  약 210만 달러로 추산되는 허가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친환경 건물 및 
태양 에너지 사용 촉진

 ●  카운티 전역에 3,500그루 이상의 나무 심기 

 ●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도로의 차량 절감 및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Live Well on Wheels 차량 2대 추가 구비 및 새로운 
모바일 공중 보건 연구소 설립에 200만 달러 투자

지속 가능성 및 기후 변화 대응

노숙자 및 주택 공급



 ●  투옥 대안(Alternatives to Incarceration) 이니셔티브, 교도소 
관련 대안 지원, 치안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이들을 위한 서비스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

 ●  카운티 내 교도소들의 의료 서비스에 1억 4천만 달러 이상 투자 

 ●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보다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행동 건강, 
재활 및 기술 계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계발 아카데미에 
620만 달러 지원 

 ●  보호 관찰 직원이 자신의 감독을 받는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직원들에 대한 단계적 축소 교육에 100만 달러 지원 

 ●  청소년에게 기소 대신 서비스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지방검사실의 청소년 전환 이니셔티브(Juvenile Diversion 
Initiative) 및 과도기 연령 청소년 전환(Transitional Age 
Youth Diversion) 프로그램에 240만 달러 추가 지원

 ●  국선 변호인 사무소: 의뢰인을 변호하고 이웃의 이민자와 빈곤층을 
대변하며, 지역 사회로의 전환을 개선하기 위해 2,180만 달러 증액 
및 직원 90명 추가

 ●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방검사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350만 달러 
증액 및 18개 일자리 추가(사우스베이 지역 사회 회복 및 트라우마 
회복 센터(South Bay Center for Community Resiliency 
and Trauma Recovery)와 재선고 프로그램 포함) 

미래 건설하기

County of San Diego

사법 개혁

투자 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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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예산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sandiegocounty.gov/openbudget

투자 우선 과제

공동체 강화 및 안전 유지

 ●  15번 주간 고속도로와 76번 국도에 미래의 공공 안전 시설을 세울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 290만 달러 투자

 ●  새로운 Jacumba 소방서의 계획 및 설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250,000달러 지원

 ●  도로변 초목 관리 및 화재 방지를 통해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 비지자체 지역의 지역 
사회 산불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220만 달러 추가 지원 

 ●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전반적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공중 보건 
서비스 부문에 새 일자리 71개 추가 

 ●  카운티 공원 신규 조성 및 확장(Calavo, Star Ranch, Lindo Lake, Park 
Circle 및 Waterfront Park 등)에 140만 달러 지원 

 ●  공용 정원 조성에 도움이 되는 식품 이용 이니셔티브(Food Access Initiative)
에 100만 달러 지원

가족 지원

 ●  노인 및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신체 장애인을 위한 재택 지원 서비스 부문에 새 
일자리 60개 추가

 ●  주민들이 필요한 식료품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CalFresh 및 Medi-
Cal을 비롯한 필수 서비스 부문에 새 일자리 100개 추가

 ●  비상 대응 지원 및 보육 시설에 있는 아동을 위한 양질의 배치를 늘리고, 예방 
서비스를 강화하며, 가족들을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에 연결해 주기 위해 아동 
복지 서비스 부문에 새 일자리 100개 추가

 ●  청소년을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의 비용와 세입자 
및 영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국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에 따라 3,100만 달러 지원

 ●  새로운 경제 개발 및 정부 업무 사무소(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 
& Government Affairs):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예술 및 문화 기회를 
제공하며, 비영리 및 지역 사회 기반 조직에 중점을 둔 보조금 프로그램 관리

 ●  새로운 평가, 성과 및 분석 사무소(Office of Evaluation, Performance 
and Analytics): 데이터 및 분석을 사용하여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더 명확하게 알리고 서비스 제공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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