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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마 시(City of Tacoma)

2년 단위 예산
2019-2020

새로운 우선순위
서민형 주택

노숙인

치안

경제 개발

포함 사항:

포함 사항:

포함 사항:

포함 사항:

서민형 주택 신탁 기금
$1,200,000
서민형 주택 행동 전략 시행
을 위한 인력 충원
$380,000

디지털 자산

위기 청소년 거주 센터

Youth
Overnight
$800,000
Shelter
$800k
임차인 이주
지원 프로그
램
$200,000
Relocation Assistance
Program $200k

서비스 허용 수준 개선
$1,800,000
친환경 건축 프로그램
$235,000
신 마케팅 프로그램
$90,000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은 다음 시 의회 회의에 참여하여 예산에 관한 의견을 공유해 주
시기 바랍니다.
10월 30일에 공청회가 열립니다.
11월 6일에 제2차 공청회가 열립니다.
11월 13일에 최종 예산안이 소개됩니다.
11월 20일에 최종 예산안이 채택됩니다.

포함 사항:
도서관 컴퓨터 개선
$1,450,000
“Hilltop” 경철도 및 공공 와
이파이 지원 $400,000

새로운 소방차 2대 및 경찰
순찰차 74대
$7,200,000
경찰관 5명 충원
$1,000,000
프로젝트 “PEACE”
$500,000

모든 회의는 747 마켓 스트리트(Market Street)에 위치한 시 의회 회의실에서 오후 5시에
열립니다.
타코마시에서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 정보 또는 시 의회 회의 참여를 위한 무료 통역사 요
청은 253-591-5000번으로 전화해주십시오.

시민참여

지역 조정

교통 접근성

보행과 자전거 이동 안전
성

포함 사항:

포함 사항:

포함 사항:

포함 사항:

언어 제공 및 참여 조정
$200,000
시 의회 참여 $53,000

“Thea Foss” 수로상 새 공원
조성 $750,000
167 도로 타이드플랫
(Tideflats)까지 확장
$500,000

“Pacific” 거리, 6번가, 사우
스 19번가 교통 신호와 표지
판 개선을 통한 버스 시간 단
축 및 교통 안전 향상
$1,550,000

등하굣길 도로 안전 향상
$1,700,000
“Sheridan” 및 이스트 56번
가에 새로운 보도 건설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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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예산안 소개
타코마(Tacoma) 시는 2년마다 예산을 책정합
니다. 2019-2020년에 사용하기 위해 제안된 예
산은 35억 달러입니다. 본 예산에는 물, 전기,
폐기물 서비스와 일반 기금이 포함됩니다.
제안된 시 전체 예산에서 일반 기금은 15%, 즉
5 억 1460 만 달러에 불과하며, 경찰과 소방 서
비스, 도서관, 도로 관리 등 시에서 전통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부분 사용됩니다.

현재까지의 의견
상위 5가지
지역사회
우선순위
1. 노숙인
2. 서민형 주택
3. 치안
4. 교통 접근성
5.경제 개발

2019-2020 2년 단위 예산안 계획은 타코
마(Tacoma) 2025에서 지역사회가 선정
한 목표 및 뒷면에 소개된 9가지 시 의회
우선순위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지역사회의 구성원 여러분이 다양한 행
사와 지역사회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 의
회, 시 행정 담당관, 직원에게 우선순위
와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지역사회 우선순위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려면 “budget.cityoftacoma.org”에 방문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