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지
아래 발의안들에 대한 주민 투표를 위하여 특별 지방자치 선거가 2019년 11월 5일 화요일
사우스 파사데나 시에서 실시될 것임을 공지합니다:
사우스 파사데나 공공 안전, 시 서비스 및 책임 발의안.
주택 침입 및 절도를 포함하여 9-1-1 응급 대응 시간 유지를

예

위하여; 이웃, 학교 및 공원 경찰 순찰, 소방/응급 서비스,
소방서 운영, 비상 사태 대비를 위하여; 지역 기업을
유치/관리; 거리/인프라 관리; 그밖에 다른 일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우스 파사데나
시는 4분의 3센트 판매세를 설정하여 유권자들에 의해

아니오

종료될 때까지 매년 약 150만 달러의 기금을 사우스
파사데나에 제공해야 하는가?

시 서기관 임명

시 서기관은 임명제가 되어야 하는가?

예

아니오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 4조 3장 9절에 의거하여, 시 입법부 또는 입법부가 인가한 회원 또는
개인 유권자, 진정한 시민 협회, 또는 유권자들과 협회들의 연합체는 제출한 집필자의 인쇄체 이름과
서명을 첨부하여 길이 300 단어 미만의 서면 논쟁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정 단체를 대표하여 제출할 경우,
단체명과 단체의 주요 임원 중 한 명이며 최소 한 명의 논쟁 집필자의 이름을 인쇄체로 기재하고 서명하여
제출해야 함을 공지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선거를 위해 논쟁과 견본 투표 용지를 준비하고 인쇄하기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시 서기관은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오후 5시를 마감시간으로 정했으며,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 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이후에는 시 발의안에 대한 논쟁을 인쇄하여
유권자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서기관에게 제출할 수 없음을 공지합니다. 서면 논쟁은 집필자의 인쇄체
이름과 서명을 포함하여 시 서기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특정 단체를 대표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단체의
주요 임원 중 한 명이며 최소 한 명의 논쟁 집필자 이름을 인쇄체로 기재하고 서명하여 1414 Mission Street,
Second Floor, South Pasadena, California 91030에 위치한 시청 내 시 서기관에게 제출하십시오. 서면 논쟁은
시 시기관이 정한 날짜까지만 수정 및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는 또한 직접 논쟁에 대한 반박론은 250 단어 미만의 길이로 적성하여, 인쇄체로 기재한
집필자의 이름과 서명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고, 특정 단체를 대표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단체명과
단체의 주요 임원 중 한 명이며 최소 한 명의 논쟁 집필자 이름을 인쇄체로 기재하고 서명하여 직접 논쟁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인 2019년 8월 26일 오후 5시까지 시 서기관에게 제출하도록 결정했음을
공지합니다.
더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의 권한 하에 접수된 모든 조례, 공정한 분석, 또는 직접 논쟁은
시민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논쟁과 분석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최소한 10일 동안 시 시기관 사무실에
비치될 것임을 공지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의 권한 하에 접수된 모든 반박론도 시민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반박론 접수 마감일로부터 최소한 10일 동안 2019년 9월 5일 오후 5시까지 시 시기관 사무실에
비치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특별 지방자치 선거 투표소 시간은 선거법 14401에 명시되지 않은 한 선거법
10242에 의하여 2019년 11월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임을 공지합니다.
___/S/___________________
Maria E. Ayala, MMC
시 서기관
날짜: 2019년 8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