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갱신/교체 부과금 =
FEB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역 지원

2020년 2월 11일,
유권자들은 2020년에 만료되는
이전 부과금이 지원해 온 훌륭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계속
지원할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부과금은 주정부가 충족할 수 없는 우리 학교의 교실 및 교육의 필요
비용을 직접 지불하기 위해 지역에서 승인된 유일한 투표 조치입니다!

2020년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EP&O)
갱신 부과금으로 다음 사항을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 진로 및 기술 교육
• 정신 건강 상담사
• 특수 교육
• 교사의 전문성 계발
• 조기 학습 및 프리스쿨 프로그램

• 안전 및 보안
• 이중 언어 프로그램
• 우수 학생 프로그램
• 과외 활동 및 운동
• IHS 및 Skyline의 새롭게 확장된
고등학교 일정*

이사콰학구 유권자들은 2018년에 2년간의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EP&O)
부과금을 승인했습니다. 이 부과금은 우리 학구 최초의 이중 언어 프로그램 및
확장된 고등학교 일정 등 새로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진로
및 기술 교육, 정신 건강 상담사, 교사의 전문성 계발, 안전 및 보안 직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유권자가 2020년 EP&O 부과금을 승인하면 이
프로그램이 2년 동안 학생들에게 계속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지역의 자금으로 지역 아동을 지원합니다

세금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학구가 유권자에게 요청하는 자금은 2021년에 4985만 달러,
2022년에 5400만 달러입니다. 이 금액은 학구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보다 약 670만 달러 정도 적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학구가 현재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재정을
감당하고 전반적인 세율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학구는 이전의 채권을 상환하고 보수적으로 대체 조치를
계획했기 때문에, 총 지역 학교 세율은 평가 자산 가치 1,000
달러당 첫해에는 3.46달러에서 3.25달러로 떨어지고 둘째
해에는 3.3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금이
아닙니다
이번에 제안되는 2년간의
부과금은 만료되는 2018년
부과금을
더 낮은 총 세율로
대체합니다.

QR 코드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콰학구 총 지역 학교 세율(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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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자산 가치 1,000달러당

현재 결합 세율 • 앞으로의 결합 세율

www.issaquah.wednet.edu/district/levy-2020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3.25

2022
$3.30

2023

2021

2022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