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채권(Bond)의 배경

2016년 오스틴 시의회는 2018년 채권 발행 주민투표에서 다룰 다양한 프로젝트를 파악, 연구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발행안을
선정하기 위해 시민이 주도하는 채권 발행 주민투표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오스틴 주민 13인으로 이루어진 채권 발행 주민투표
자문단은 13차례의 자문단 정식 회의와 66차례의 실무 그룹 회의를 가졌습니다. 총 140여 시간에 이르는 공청회가 진행됐으며
300명에 가까운 오스틴 주민들이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채권 발행 시뮬레이션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10개 지구를 모두 아우르는 12
차례의 지역 사회 참여 모임이 열리고 900건 이상의 채권 관련 온라인 설문이 접수, 검토되었습니다.
약 2년에 걸친 기간 동안 자문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발행안을 마련했으며 시의회가 기존의 시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권고하였습니다. 2018년 8월, 오스틴 시의회는 2018년 11월 6일에 9억 2천 5백만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투표장에서 사용될 7가지 채권 발행안 설명 문구를 확정했습니다.
7가지 발행안은 합리적인 주거 비용 부문 2억 5천만 달러, 도서관 및 문화 센터 부문 1억 2천 8백만 달러,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문
1억 4천 9백만 달러, 홍수 예방 및 공공 용지 부문 1억 8천 4백만 달러, 보건복지 부문 1천 6백만 달러, 공공 안전 부문 3천 8백만 달러,
교통 기반시설 부문 1억 6천만 달러입니다.

발행안 A: 합리적인 주거 비용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택을 임차 및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 회복, 유지.

2억 5천만 달러

발행안 C: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다양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자산을 개선, 보수,
업그레이드(수상 환경 관리 및 새로운 공원 용지 매입
포함).

1억 4천 9백만 달러

발행안 B: 도서관, 박물관, 문화 예술 시설

다양한 지역 도서관 및 문화 센터를 보수, 창의적 활용을 위한
부지를 매입, 도허티 아트 센터(Dougherty Arts Center) 교체
자금 마련.

1억 2천 8백만 달러

발행안 D: 홍수 예방, 공공 용지, 수질 보호
배수 시설/빗물 관리 프로젝트 진행, 수질 보호용 부지 매입.

1억 8천 4백만 달러

발행안 E: 보건복지 서비스

발행안 F: 공공 안전

1천 6백만 달러

3천 8백만 달러

더브 스프링스(Dove Springs) 지역에 공공 보건복지 시설을
새로 설계, 건설하고 가구 및 장비를 도입할 자금 마련.

오스틴 시의 공공 안전 시설 보수(소방서 및 응급 의료 서비스
(EMS)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발행안 G: 교통 기반시설

오스틴 시 교통 기반시설의 미비점을 개선(도로 및 인도 재설치, 교량 및 구조물 보수/교체, 교통 신호 업그레이드, 보행자 안전 개선,
주요 교차로 안전 프로젝트 진행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1억 6천만 달러

시 채권(Bond) 정보

주민투표는 2018년 11월 6일 화요일에 실시됩니다. 유권자 여러분이 투표하실 내용은 오스틴 시 채권 발행안 7가지, 오스틴 시의원
선출, 시 헌장 개정안 2가지, 시민 발의 시 조례안 2가지입니다. 이는 연방, 주, 카운티 공직자를 뽑는 11월 총선거 그리고 기타 과세 단체
관련 개정안에 대한 투표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채권 발행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승인이 필요한 이번 발행안 A~G는 총 9억 2천 5백만
달러 규모입니다.

중요 일정:
•
•
•
•
•

10월 9일 – 유권자 등록 마감일
10월 22일 – 투표장 사전 투표 시작일
10월 26일 – 우편 투표 신청 마감일
11월 2일 – 투표장 사전 투표 마감일
11월 6일 – 투표일

자세한 안내:

시 채권 웹사이트: austintexas.gov/2018bond | 전화: 512-974-2000
이메일: 2018bond@austintexas.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