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스틴 시 2018 
예산 토론회 및 
설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스틴 시는 차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시 예산은 39억 달러로 공공 안전, 교통,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동물 보호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시 세금과 공과금은 이러한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차기 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우리 시의 전략적 성과 목표를 소개하고 여러분의 우선 
순위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7월 15일까지 준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분에게 시 예산과 지역사회 성과 목표를 
소개하고 오스틴이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선적 핵심 사안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 4개월에 걸쳐, 여러분은 시 곳곳에서 열리는 예산 토론회에 참석하고 온라인 설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모든 내용은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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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 회계연도  예산 일정

예산과 전략적 성과 
목표의 일치 여부 검토

지역 사회의 참여, 
이사회 및 위원회의 

피드백

시 의회의 예산안 
심사 및 채택  

(9월 11~13일)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더 많은 참여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7월 15일까지 – 오스틴 예산 우선 순위 제안을 위한 온라인 도구 운영 중
8월 1일 – austintexas.gov/finance 를 통해 주민 참여 보고서 발표 
8월 22일 및 30일 – 예산, 세율, 공과금 관련 공청회 개최

시 의회의 예산 우선 순위  
논의

예산안 마련 예산안을 시 의회에 
상정 (8월 1일)

http://austintexas.gov/Budget


예산 토론회: 오스틴의
새로운 성과 기반 예산

시 전역:
Steve Adler

시장

5월 15일 화요일 오후 6:30~8:00,  
장소: Austin Central Library, 710 W. Cesar Chavez Street, 78701 

제1지구: 
Ora Houston

5월 12일 토요일 오전 10:00~12:00,  
장소: Millennium Youth Complex, 1156 Hargrave Street, 78702

제2지구:  
Delia Garza

5월 16일 수요일 오후 6:30~8:00,  
장소: The Learning and Research Center, 2800 Spirit of Texas Drive, 78719

제3지구: 
Sabino 

Renteria

5월 19일 토요일 오전 10:00~11:30,  
장소: Oswaldo A.B. Cantu/Pan American Recreation Center, 2100 E. 3rd Street, 78702

제4지구: 
Greg Casar

6월 5일 화요일 오후 6:30~8:00,  
장소: Gus Garcia Recreation Center, 1201 E. Rundberg Lane, 78753

제5지구:
Ann Kitchen

5월 22일 화요일 오후 6:30~8:00,  
장소: South Austin Senior Activity Center, 3911 Manchaca Rd, 78704

제6지구:
Jimmy 

Flannigan

5월 21일 월요일 오후 6:30~8:00,  
장소: Spicewood Springs Library, 8637 Spicewood Springs Rd, 78759

제7지구:
Leslie Pool

6월 19일 화요일 오후 6:30~8:00,  
장소: Northwest Recreation Center, 2913 Northland Drive, 78757

제8지구: 
Ellen 

Troxclair

6월 21일 목요일 오후 6:30~8:00, 
장소: Austin Pizza Garden, 6266 US-290, 78735

제9지구:
Kathie Tovo

6월 11일 월요일 오후 6:30~8:00,  
장소: City Hall Atrium, 301 W. 2nd Street, 78701

제10지구: 
Alison Alter

6월 18일 월요일 오후 6:30~8:00,  
장소: Shalom Austin, 7300 Hart Lane, 78731

오스틴 시 예산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곳에 쓰이도록 도와 주십시오. 참석을 원하시는 회의 시작 최소 48시간 전까지 3-1-1로 
전화하여 통역자를 요청하십시오. 

웹사이트 austintexas.gov/budget 및 소셜미디어 해시태그 #ATXBudget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우선 순위를 
알려 주십시오. 컴퓨터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시면 이용 가능합니다.

오스틴 시의회 의원들과 시정 담당관 Spencer Cronk가 함께 하는 
오스틴 시 예산 공개 토론회에 오스틴 주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도 토론회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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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비전 
오스틴은 지속 가능성,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기회의  
상징으로서, 다양성과 창의성이 환영 받고 지역 사회의 
요구와 가치가 인정 받고 리더십이 바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비롯되며 경제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삶에 필수적인 요소를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지역 사회에서의 성장과 발전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기회 및 자원의 
확보.

원하는 때,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

안전한 집과 일터, 나아가 안전한 
지역 사회 구축.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오스틴 
고유의 시민 서비스, 문화, 민족 유산, 
교육 기회.

시 정부가 우리 모두를 위해 
효과적으로 그리고 협력적으로 
일한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형평, 
윤리, 혁신입니다.



이동성


경제적 기회    
& 물가의 합리성

우리의 전략적 목표
우리는 모든 오스틴 시민에게 삶의 매 순간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완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 보건 &  
환경

문화 &  
평생교육

모두를 위해  
일하는 정부

austintexas.gov/StrategicPlan

http://austintexas.gov/StrategicPlan


우리의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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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8일 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6대 전략적 목표 및 척도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동성 
원하는 때,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

A. 교통 정체
B. 교통비
C. 다양한 교통 수단의 접근성
D. 안전
E. 교통 관련 기반 시설의 상태

보건 & 환경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

A. 시민의 건강 상태
B.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신체 및 정신 건강 모두 포함)
C. 양질의 공원, 산책로, 여가 활용 기회에 대한 
     접근성
D. 환경의 질
E. 기후 변화와 지역 사회의 회복력
F. 식료품 확보 및 영양

안전 
안전한 집과 일터, 나아가 안전한 지역 사회   
구축.

A. 비상대응의 질 및 적시성 
B. 시민의 법규 준수
C. 비상 상황 대비 및 복구
D. 사법 공정성
E. 핵심 기반 시설의 질 및 신뢰도

경제적 기회  
& 물가의 합리성 
지역 사회에서의 성장과 발전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기회 및 자원의 확보.

A. 고용/실업
B. 소득 평등
C. 소득 대비 생활비
D. 주거 비용 합리성 및 공급 현황
E. 노숙
F. 보다 나은 일자리를 위한 훈련
G. 소득 향상을 위한 역량

문화 &  
평생교육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오스틴 고유의 시민 
서비스, 문화, 민족 유산, 교육 기회.

A. 문화 공간, 이벤트, 프로그램, 자원의 질
B. 창조산업의 활력
C. 모든 사람과 문화에 대한 인정, 존중, 환영
D. 역사적 민족 유산의 기념 및 보존
E. 평생교육 기회의 질 

모두를 위해 일하는   
정부 
시 정부가 우리 모두를 위해 효과적으로 그리고 
협력적으로 일한다는 믿음—그것이 바로 형평, 
윤리, 혁신입니다.

A. 시 정부의 재정적 비용 및 지속 가능성
B. 시립 시설 및 기술의 상태
C. 시립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D. 오스틴 시 정부 직원들의 참여
E. 시민들의 참여 및 참가
F. 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자원 할당의   
     형평성
G. 투명성 및 윤리적 실무

http://austintexas.gov/StrategicPlan




척도:
A. 고용/실업
표본 지표: 실업률 (인종, 연령 등 주요 인구통계학적 
요소별로 구분)

B. 소득 평등
표본 지표: 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주민의 
수와 비율

C. 소득 대비 생활비
표본 지표: 소득을 감안했을 때 주거비 및 교통비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구의 비율 (공과금, 육아비, 
부동산세, 보건의료비는 통계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할 예정)

D. 주거 비용 합리성 및 공급 현황
표본 지표: 주거용 건물 도면 심사가 기한 내에 
완료되는 건수 및 비율

E. 노숙
표본 지표: 노숙 상태를 성공적으로 벗어나는 
사람들의 수와 비율

F. 보다 나은 일자리를 위한 훈련
표본 지표: 인력 개발 훈련(Workforce 
Development training)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사람들의 수와 비율

G. 소득 향상을 위한 역량
표본 지표: 빈곤에서 벗어나 중급 숙련도를 요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사람들의 수 

경제적 기회  
& 물가의 합리성

지역 사회에서의 성장과 
발전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기회 및 자원의 확보.

austintexas.gov/StrategicPlan



• 소규모 비즈니스, 소수 집단 구성원 및 
 여성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불리한 여건의 
 비즈니스를 위한 정보 제공 
• 취업 대비 훈련
• 오스틴 노숙자 리소스 센터(ARCH)
• 오스틴 기업가 센터를 통한 소규모 비즈니스 
 훈련 및 지원
• 지역 센터 6곳에 식료품 팬트리 마련
• 노숙자 아웃리치 스트리트 팀(HOST)을 통해 
 오스틴 중심가 노숙자들에게 도움 제공
• 가족 운영 비즈니스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비즈니스 지원
• 제일 노동절 노동 센터(First Workers’ Day 
 Labor Center)를 통해 숙련, 비숙련 
 근로자와 고용주를 연결
• 공과금 관련 고객 지원 프로그램(CAP)
• 물 절약, 에너지 효율 개선, 퇴비화 실시에 
 대한 리베이트
• GO! 수리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주택 
 보유자에게 집수리 서비스 제공 

투자 분야

합리적인 주거 비용

austintexas.gov/StrategicPlan

오스틴 컨벤션 센터

노숙자 아웃리치 스트리트 팀

수자원 녹조류 정화 시설 재건

경제적 기회  
& 물가의 합리성



척도:
A. 교통 정체
B. 교통비
C. 다양한 교통 수단의 접근성
D. 안전
E. 교통 관련 기반 시설의 상태

* 본 섹션은 오스틴 지역 차원에 중점을 두고 최초로 진행되는   
오스틴 전략적 이동성 계획(Austin Strategic Mobility Plan)의 일환으로 현재 세부 사항을 마련 
중입니다. 

austintexas.gov/asmp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때,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

이동성

austintexas.gov/Strategic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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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앞 횡단보도 안전요원, 어린이 안전 
 교육
• 음주운전 단속 및 ‘음주측정 거부 불가’ 주말 
 시행
• 스쿨 존(학교 구역) 및 주요 고속도로 
 오토바이 순찰
• 어번 트레일(보행자와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길) 유지 보수
• 도로, 교량, 인도 유지 보수
• 교통 신호, 교통 표지판 및 표시
• 오스틴-버그스트롬 국제공항 운영
• 전기자동차에 인센티브 제공
• 통로 개선 계획 수립 및 관리
• 360 순환도로, 스파이스우드 스프링스 
 로드, 앤더슨 밀 로드, 파머 레인의 지역 
 이동성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 노스 및 사우스 라마 블러바드, 버넷 로드, 
 에어포트 블러바드, 이스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블러바드 / FM 969, 윌리엄 캐넌 
 드라이브, 슬로터 레인, 이스트 리버사이드 
 드라이브, 과달룹 스트리트의 통로 이동성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투자 분야

교통 관리

austintexas.gov/StrategicPlan

도로 유지 보수

교통 표지판

공항 터미널 확장

이동성



D. 사법 공정성 
표본 지표: 체포 건수 대비 무력 사용 건수 및 비율

E. 핵심 기반 시설의 질 및 신뢰도 
표본 지표: 부문별 지침에 따라 핵심 기반 시설 
(문서로 기록된 것)에 대한 성과 및 취약성 감사를   
완료한 시 부처의 수 및 비율

 

안전한 집과 일터, 
나아가 안전한 지역 사회 구축.

척도:
A. 비상대응의 질 및 적시성
표본 지표: 비상 신고 시 그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비율

B. 시민의 법규 준수
표본 지표: 인구 1,000명당 1부 대물범죄(Part 1 
property crime) 발생률 및 변화 추이

C. 비상 상황 대비 및 복구 
표본 지표: 재해나 심각한 비상 상황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하는 주민들의 비율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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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별 경찰 활동을 통한 치안 제공 
• 경찰 수사
• 9-1-1 콜센터
• 화재 비상대응, 예방, 시설 점검 실시
• 응급 의료 상황 대응
• 시 법원 및 다운타운 오스틴 커뮤니티 법원 
 운영
• 동물 보호를 위한 단속 및 교육
• 공원 관리요원,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부지 관리
• 필수 상하수도 기반시설 유지 보수
• 송전 및 변전소 유지 보수, 지원 
• 홍수 예방 및 배수 기반시설
•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및 단속 서비스
• 부동산 개발 점검 및 도면 심사
• 월러 크릭(Waller Creek) 터널 공사
• 기마경찰 순찰 시설 건축

투자 분야

구역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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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

부동산 개발 점검

월러 크릭 터널

안전



척도:
A. 시민의 건강 상태
표본 지표: 오스틴 시의 보건 형평성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건강상 목표를 달성하는 주민들의 
수 및 비율

B.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신체 및 정신 건강 모두 
포함)
표본 지표: 영아 사망률

C. 양질의 공원, 산책로, 여가 활용 
기회에 대한 접근성
표본 지표: 오스틴의 파크스코어(ParkScore) 점수 
및 미국 내 순위

D. 환경의 질
표본 지표: 양호하거나 뛰어난 수질을 보유한 개천 
및 호수의 수와 비율

E. 기후 변화와 지역 사회의 회복력
표본 지표: 오스틴 시의 탄소 발자국 (시 정부 
활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미터톤 단위))

F. 식료품 확보 및 영양
표본 지표: 건강한 식료품 우선 공급 지역 내에서 
오스틴 시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신선한 식료품 
구입처의 수
 

보건 & 환경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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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수영장, 레크리에이션 센터
• 시립 골프장
• 샷츠 포 탓츠(Shots for Tots), 빅 샷츠(Big 
 Shots) 클리닉을 통한 예방접종
• 맘스 플레이스(Mom’s Place) 모유 수유 
 지원 센터
• 금연 프로그램
• 설치류 및 모기 방지
• 식당 및 음식 취급 사업장 위생 검사
• 오스틴 동물 센터를 통해 동물 보호, 교육, 
 사고 예방 서비스 제공 
• 식수 위생 유지, 미개간지 관리, 물 절약
• 하천 복원 및 수질 개선
• 그로우 그린(Grow Green)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경 방식 장려
• 차도 가장자리에서 매립용, 재활용, 퇴비용, 
 대형 쓰레기 수거 
• 몬타폴리스(Montopolis) 커뮤니티 
 레크리에이션 센터 신축 계획 수립 및 착공
• 오스틴 여성 및 어린이 보호소 개조, 확장

투자 분야

공공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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샷츠 포 탓츠 예방접종

차도 가장자리 쓰레기 수거 서비스

공원용 부지 매입

보건 & 환경



척도: 
A. 문화 공간, 이벤트, 프로그램, 
자원의 질
표본 지표: 오스틴 시에 마련된 문화 공간 및 교육/강습 
시설의 질에 대해 만족 혹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주민들의 비율

B. 창조산업의 활력
표본 지표: 오스틴 광역 도시권에서 창조산업 부문에 
종사 중인 인구 수

C. 모든 사람과 문화에 대한 인정, 
존중, 환영
표본 지표: 오스틴에서 환영 받고 있다고 느끼는 
주민들의 비율

D. 역사적 민족 유산의 기념 및 
보존
표본 지표: 오스틴에서 자신이 속한 민족적 유산이 
기념 및 보존되고 있다고 느끼는 주민들의 비율

E. 평생교육 기회의 질
표본 지표: 오스틴 시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벤트, 
활동, 자원에 대해 만족하는 참가자들의 비율
 

문화 &  
평생교육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오스틴 고유의 시민 서비스, 
문화, 민족 유산, 교육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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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도서관 신축, 공공도서관 20곳, 오스틴 
 역사 센터
• 질커 힐사이드 극장(Zilker Hillside Theater)
• 움라우프 조각 정원(Umlauf Sculpture Garden)
• 도허티 아트 센터(Dougherty Arts Center)
• 올드 베이커리 앤 엠포리엄(Old Bakery 
 and Emporium) 관광 정보 센터, 미술관, 
 역사 전시관
• 청소년 미술 강습 프로그램인 토털리 쿨, 
 토털리 아트(Totally Cool, Totally Art)
• 컴퓨터 강습
• 현지의 미술 및 문화 분야 계약 지원
• 공공 미술작품 설치 프로그램인 아트 인 
 퍼블릭 플레이스(Art in Public Places)
• 중학생 대상 분수계 교육 프로그램인 어스 
 캠프(Earth Camp)
• 블루스 온 더 그린(Blues on the Green), 
 다운타운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 등 
 특별 행사 지원
• 영화 및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단지인 오스틴 
 스튜디오(Austin Studios) 확장
• 멕시칸 아메리칸 문화 센터(Mexican 
 American Cultural Center)
• 조지 워싱턴 카버 박물관 및 문화 센터 
 (George Washington Carver Museum 
 and Cultural Center)
• 아시안 아메리칸 리소스 센터(Asian  
 American Resource Center)

투자 분야

조지 워싱턴 카버 박물관, 문화 및 계보학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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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인 퍼블릭 플레이스

블루스 온 더 그린

중앙도서관 신축

문화 & 평생교육



척도:
A. 시 정부의 재정적 비용 및 지속 
가능성
표본 지표: 오스틴 시 부동산세(중간값)가 가족 소득 
(중간값)에서 차지하는 비율

B. 시립 시설 및 기술의 상태
표본 지표: 시립 시설의 상태(청결도, 안전도, 접근성 
등)에 대해 만족하는 주민 및 시 정부 직원들의 비율

C. 시립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표본 지표: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에 
대해 만족 혹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오스틴 
주민들의 비율

D. 오스틴 시 정부 직원들의 참여
표본 지표: 아이디어 및 제안을 제출했을 때 해당 
부처가 이를 가치 있게 여긴다고 느끼는 시 정부 
직원들의 비율

E. 시민들의 참여 및 참가
표본 지표: 오스틴 시가 주민과 시 정부 간의  
대화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느끼는 주민들의 비율

F. 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자원 할당의 형평성
표본 지표: 형평성 평가 도구를 시행 중인 시 부처의 
비율

G. 투명성 및 윤리적 실무
표본 지표: 조사 결과 시 정부 직원, 공직자, 계약자에 
의한 부정/사기, 낭비, 괴롭힘으로 판단되는 사건의 수
 



시 정부가 우리 모두를 위해 
효과적으로 그리고 협력적으로 
일한다는 믿음—그것이 바로 
형평, 윤리, 혁신입니다.

모두를 위해  
일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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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정부 – 시 의회, 의회 회의,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
• 오스틴 시 취업 박람회
• 이매진 오스틴 통합 계획(Imagine Austin 
 Comprehensive Plan)
• 도시 설계 및 계획
• 토지용도 지정제 관리
• 미국장애인법 준수 
• 시 규정 관리
• 코드넥스트(CodeNEXT)를 통해 오스틴 토지 
 개발 규정 개편
• 출생, 사망, 혼인 기록
• 오스틴 3-1-1 콜센터
• 에너지 전송망
• 상하수도 체계 
• 분수계 모형 제작 및 분석
• 지연돼 온 시립 시설 유지 보수
• 공공 사업 주요 공사 마무리
• 정보통신 기술 프로젝트(개발 허가 시스템 
 업그레이드, 전자 건강기록 시스템, 경찰용 
 바디 카메라 등)

투자 분야

오스틴 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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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시 취업 박람회

오스틴 3-1-1 콜센터

시립 시설 유지 보수

모두를 위해 일하는  정부



 페이지  1 

오스틴 시 예산 편성을 위해 여러분의 우선 순위를 알려 주십시오! 
 

오스틴 시의 차기 예산 우선 순위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오스틴 시는 최근 채택된 전략 방향 2023에 따라 예산 검토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본 문서는 시 예산의 우선 중점 분야 

6가지를 소개하고 오스틴 시가 투자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 및 구체적인 척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어떤 척도가 가장 

중요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 주시면 오스틴 시가 2019 회계연도 예산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본 설문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본 설문을 출력하여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P.O. Box 1088, Austin, TX 78767 
● 본 설문을 출력한 후 공공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시청에 근무 중인 오스틴 시 직원 아무에게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AustinTexas.Gov/Budget 에서도 동일한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설문에는 준비된 번역본 

외에 다른 언어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번역 버튼도 있습니다. 
●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예산 토론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웹사이트 AustinTexas.Gov/Budget 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각 척도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십니까? 전략적 계획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십니까?  

웹사이트 AustinTexas.Gov/Budget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시 의회가 선정한 각각의 전략적 우선 순위 내에서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척도가 무엇인지 여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시 

의회의 모든 전략을 통틀어 귀하에게 중요한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답변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경제적 기회 & 물가의 합리성: 지역 사회에서의 성장과 발전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기회 및 자원의 확보 

 

아래 나열된 척도 가운데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 고용 수준 
● 소득 평등 
● 주거 

● 노숙 
● 지역 사회 인력의 기술 및 역량 
● 경제적 이동성 

 

 

보건 & 환경: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 

 

아래 나열된 척도 가운데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고른다면 무엇입니까? 

● 개인별 건강에 기여하는 시스템 (건강에 해로운 요소의 부재) 
●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신체 및 정신 건강 모두 포함) 
● 양질의 공원, 산책로, 여가 활용 기회에 대한 접근성 
● 환경의 질 
● 기후 변화와 회복력 
● 식료품 확보 및 영양 

 

 

안전: 안전한 집과 일터, 나아가 안전한 지역 사회 구축 

 

아래 나열된 척도 가운데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고른다면 무엇입니까? 

● 비상대응의 성공적 수행 
● 지역 사회의 법규 준수 (체감도 및 실제 통계) 
● 비상 상황의 예방, 대비, 복구 
● 핵심 기반 시설의 질 및 신뢰도 
● 사법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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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 원하는 때,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 

 

아래 나열된 척도 가운데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고른다면 무엇입니까? 

● 안전 
● 교통비 
● 시스템 효율성 및 교통 정체 
● 교통 관련 기반 시설의 상태 
● 다양한 교통 수단의 접근성 및 형평성 

 

 

문화 & 평생교육: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오스틴 고유의 시민 서비스, 문화, 민족 유산, 교육 기회 

 

아래 나열된 척도 가운데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고른다면 무엇입니까? 

●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 이벤트, 프로그램, 자원의 질과 접근성 그리고 다양성 
● 창조산업 생태계의 활력 및 지속 가능성 
● 모든 사람과 문화에 대한 인정, 존중, 환영 
● 역사적 민족 유산의 기념 및 보존 
● 평생교육 기회 

 

 

모두를 위해 일하는 정부 시 정부가 우리 모두를 위해 효과적으로 그리고 협력적으로 일한다는 믿음—그것이 바로 형평, 윤리, 

혁신입니다 

 

아래 나열된 척도 가운데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고른다면 무엇입니까? 

● 시 정부의 재정적 비용 및 지속 가능성 
● 시립 기관 및 기반 시설의 상태와 질, 그리고 첨단 기술의 효과적 도입 
● 시립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시 정부 직원들의 참여 
●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참가 
● 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참여 기회의 형평성 
● 투명성 및 윤리적 실무 

 

 

시 의회는 전략적 계획 및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핵심 척도 35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아래 나열된 35가지 가운데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것 10가지를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시해 주십시오.  

● 고용 수준 
● 주거 
● 지역 사회 인력의 기술 및 역량 
● 소득 평등 
● 노숙 
● 경제적 이동성 
● 개인별 건강에 기여하는 시스템 (건강에 해로운 

요소의 부재) 
●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신체 및 

정신 건강 모두 포함) 
● 양질의 공원, 산책로, 여가 활용 기회에 대한 접근성 
● 환경의 질 
● 기후 변화와 회복력 
● 식료품 확보 및 영양 
● 비상대응의 성공적 수행 

● 지역 사회의 법규 준수 
● 비상 상황의 예방, 대비, 복구 
● 핵심 기반 시설의 질 및 신뢰도 
● 사법 공정성 
● 교통 안전 
● 교통비 
● 교통 시스템 효율성 및 교통 정체 
● 교통 관련 기반 시설의 상태 
● 다양한 교통 수단의 접근성 및 형평성 
●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 이벤트, 프로그램, 자원의 

질과 접근성 그리고 다양성 
● 창조산업 생태계의 활력 및 지속 가능성 
● 모든 사람과 문화에 대한 인정, 존중, 환영 
● 역사적 민족 유산의 기념 및 보존 
● 평생교육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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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정부의 재정적 비용 및 지속 가능성 
● 시립 기관 및 기반 시설의 상태와 질, 그리고 첨단 

기술의 효과적 도입 
● 시립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시 정부 직원들의 참여 
●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참가 
● 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자원 할당의 형평성 
● 투명성 및 윤리적 실무 

 

 

이제, 각각의 전략적 우선 순위 내에 나열된 척도들을 다시 보시면서,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매겨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척도를 1번으로 하여,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경제적 기회 & 물가의 합리성: 지역 사회에서의 성장과 발전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기회 및 자원의 확보 

 

아래 척도들을 보고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것(1로 표시)부터 가장 덜 중요한 것(6으로 표시)까지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_______ 고용 수준 

_______ 소득 평등 

_______ 주거 

_______ 노숙 

_______ 지역 사회 인력의 기술 및 역량 

_______ 경제적 이동성 

 

 

 

 

 

 

보건 & 환경: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 

 

아래 척도들을 보고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것(1로 표시)부터 가장 덜 중요한 것(6으로 표시)까지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_______ 개인별 건강에 기여하는 시스템 (건강에 해로운 요소의 부재) 

_______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신체 및 정신 건강 모두 포함) 

_______ 양질의 공원, 산책로, 여가 활용 기회에 대한 접근성 

_______ 환경의 질 

_______ 기후 변화와 회복력 

_______ 식료품 확보 및 영양 

 

 

안전: 안전한 집과 일터, 나아가 안전한 지역 사회 구축 

 

아래 척도들을 보고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것(1로 표시)부터 가장 덜 중요한 것(5로 표시)까지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_______ 비상대응의 성공적 수행 

_______ 지역 사회의 법규 준수 (체감도 및 실제 통계) 

_______ 비상 상황의 예방, 대비, 복구 

_______ 핵심 기반 시설의 질 및 신뢰도 

_______ 사법 공정성 

 

 

이동성: 원하는 때,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 

 

아래 척도들을 보고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것(1로 표시)부터 가장 덜 중요한 것(5로 표시)까지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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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 안전 

_______ 교통비 

_______ 시스템 효율성 및 교통 정체 

_______ 교통 관련 기반 시설의 상태 

_______ 다양한 교통 수단의 접근성 및 형평성 

 

 

문화 & 평생교육: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오스틴 고유의 시민 서비스, 문화, 민족 유산, 교육 기회 

 

아래 척도들을 보고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것(1로 표시)부터 가장 덜 중요한 것(5로 표시)까지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_______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 이벤트, 프로그램, 자원의 질과 접근성 그리고 다양성 

_______ 창조산업 생태계의 활력 및 지속 가능성 

_______ 모든 사람과 문화에 대한 인정, 존중, 환영 

_______ 역사적 민족 유산의 기념 및 보존 

_______ 평생교육 기회 

 

 

모두를 위해 일하는 정부 시 정부가 우리 모두를 위해 효과적으로 그리고 협력적으로 일한다는 믿음—그것이 바로 형평, 윤리, 

혁신입니다 

 

아래 척도들을 보고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것(1로 표시)부터 가장 덜 중요한 것(7로 표시)까지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_______ 시 정부의 재정적 비용 및 지속 가능성 

_______ 시립 기관 및 기반 시설의 상태와 질, 그리고 첨단 기술의 효과적 도입 

_______ 시립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_______ 시 정부 직원들의 참여 

_______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참가 

_______ 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참여 기회의 형평성 

_______ 투명성 및 윤리적 실무 

 

 

설문을 마치기 전에, 귀하에 관한 정보를 간략히 여쭤 보려고 합니다. 이는 설문 참여 기회가 다양한 배경의 각계각층 주민들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지구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제1지구 

제2지구 

제3지구 

제4지구 

제5지구 

제6지구 

제7지구 

제8지구 

제9지구 

제10지구

 

어느 연령대에 속하십니까?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17세 이하 

18~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답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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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귀하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백인 

흑인 /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메리칸 인디언 / 알래스카 원주민 

아시아인 / 태평양 섬 주민 

여러 민족적 배경 / 기타 (아래 상자에 적어 주십시오) 

답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귀하 본인이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예 

아니요 

 

집에서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아니요 

예 (어떤 언어인지 적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 중 귀하가 속한 가구의 연간 소득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20,000 미만 

$20,000 ~ $39,999 

$40,000 ~ $59,999 

$60,000 ~ $79,999 

$80,000 ~ $114,999 

$115,000 ~ $149,999 

$150,000 이상 

답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 예산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십시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본 설문을 출력하여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P.O. Box 1088, Austin, TX 78767 
● 본 설문을 출력한 후 공공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시청에 근무 중인 오스틴 시 직원 아무에게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AustinTexas.Gov/Budget 에서도 동일한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설문에는 준비된 번역본 

외에 다른 언어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번역 버튼도 있습니다. 
●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예산 토론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웹사이트 AustinTexas.Gov/Budget 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ustinTexas.Gov/Budget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