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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K 에 대한 찬성론

공공 안전, 일자리와 경제 성장 촉진은 우리 시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법안 K는 스탠튼을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 가족, 우리 집 그리고
우리 경제를 보호하는 프로그램들에게만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탠튼의 납세자들 그리고 유권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들은 우리에게 유틸리티 사용세(UUT) 인상은 어느 것이라도 우리 지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납세자들은 다음 우선순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소방 및 응급구조대 서비스 지속 및 보존;
• 긴요한 경찰 서비스 지속 및 보존;
• 스탠튼의 방과후 및 안전 프로그램들 유지;
• 적정 수준의 예비금 회복; 그리고

• 경제 성장과 일자리에 자금 지원.

기타 모든 프로그램들에는 이러한 요구들이 일단 충족된 후에 자금이 지
원되어야만 합니다. 

새크라멘토의 정치인들은 스탠튼 유권자들의 예산 우선순위에 대해 귀
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시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지가 분명하고 그들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이 요
구들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만들겠습니다.

새크라멘토 정치인들이 지역의 납세자 돈을 공격하여 재정 위기가 초래
되었으며, 그래서 시는 각 부서마다 삭감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이
러한 삭감은 스탠튼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www.ci.stanton.ca.us에서 2008년 이래 이루어진 전체 삭
감 목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시의회는 공공 안전을 우리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욌으며 그리
고 그것은 예산 항목중에서 가장 큽니다. 현재, 시 예산의 74%가 우리
안전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경찰과 소방과 기타 지역사회 서비스
를 더욱 삭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틸리티 사
용세 2.5% 인상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보호와 서비스를 스탠튼에 가져
오는 이유입니다.

법안 K를 지지하는데 우리 지역의 소방서원들, 응급구조대원들, 경찰,
교사및 사업소유주들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
기 위해 법안 J와 법안 K 모두에 찬성 투표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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