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3일 투표용지에 들어간 세리토스 Measure C 

 

세리토스 시는 지역의 삶의 질과 재산 가치를 보호하는 필수 서비스를 유지 보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 안전순찰, 도로, 공원 및 식수 시스템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과 

청소년과 노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상위 우선순위에 둡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지역공동체가 계속해서 살기 좋은 곳, 비즈니스하기 좋은 곳,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이 

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캘리포이나 주는 8년 간 총 1억 3천 2백만 달러의 지역 납세자 세액을 가져가면서 세리토스 시에 

유지보수 지연금 6100만 달러를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예비금도 사용해야 했습니다. 

시는 겨우 수지를 맞추기 위해 열심히 비용을 삭감하고 미루었지만, 이렇게 계속해 나간다면 

서비스에 크게 영향을 주거나 긴급 상황이나 경기 침체시에 시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위태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에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대응으로, 세리토스 시의회는 2020년 3월 3일 투표용지에 

M 센트 판매세 정책, Measure C를 넣었습니다. 세리토스 유권자들은 이 세금이 시를 위한 최상의 

전략인지 또는 유권자들이 추가 서비스 감소 및 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기를 선호하고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3월에 세리토스 유권자들이 승인한다면 Measure C는 다음을 포함한 지역 서비스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지역 자금으로 연간 추정 금액 1140만 달러를 제공하게 됩니다. 

• 경찰 공무원 및 지역 순찰을 포함한 공공 안전 서비스 

• 청소년 및 노인 프로그램 

• 도로 및 가로수 유지보수 

• 공원 및 공원 시설 

• 세리토스 도서관 

• 세리토스 노인복지센터 

• 음료수 및 빗물 시스템 

재정의 신중성과 투명성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Measure C는 지역공동체에 쓰는 경비와 보고서 

공개를 포함하여, 엄격한 책임 요건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나 주는 

Measure C 자금의 1센트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시는 지역공동체에 자체 교육을 하고 앞으로 있을 중요한 지방 선거에 참여할 것을 독려합니다. 

Measure 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erritos.us를 방문하십시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유권자 등록부는 올해 지역 투표용지에 변경사항을 작성했습니다. 새 

투표용지 형식 및 투표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cerritos.us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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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토스 시민을 위해 게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