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 형식, 통역사, 또는 합리적인 편의 요청이 필요하시면 최소한 48시간 전에 425-452-6885번(음성)으로 전화하거나 
ParksWeb@bellevuewa.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편의 시설에 대한 불편 사항이 있으시면 Bellevue 시 ADA/Title 
VI 관리자에게 425-452-6168번(음성)으로 연락하십시오. 난청이신 경우 711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모든 회의에 휠체어를 
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경
Bellevue 공원 및 공터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 법안이 유권자들 앞에 제시될 
것입니다. 대중의 의견과 최신 공원 및 공터 시스템 계획을 고려한 후, Bellevue 시의회는 11월 8일 투표에 대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공원 및 공터 추가 부담금
주민발의안 투표에는 Bellevue 공원 및 공터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한 자금이 포함됩니다. 승인되면 
패키지는 다음 사항을 수행합니다:

• 공터, 녹지도로 및 야생동물 통행로를 보존합니다;
• 산책로, 커뮤니티 공원 및 근린 공원을 개발합니다; 
• 떠오르는 스포츠 기회, 비보호 지역 및 레크리에이션에 투자합니다;
• 수상스포츠 센터 및 다문화 센터와 같은 주요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합니다; 
• 수변 공원을 복원 및 개발하고 Bellevue 호수와 하천의 수질을 보호합니다;
• Bel-Red 및 Wilburton 지역의 공원과 공터를 확보 및 개발합니다
• Bellevue 공원의 표준과 일치하는 개선 사항을 유지합니다.

자세한 정보
공원 및 공터를 위한 Bellevue 시 추가 부담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BellevueWA.gov/2022Levy 를 방문하거나 ILumbad@BellevueWA.gov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425-452-2934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주민발의안 1: 공원 및 공터를 위한 Bellevue 시 추가 부담금
2022년 11월 8일, 주민발의안 투표



프로젝트 요약
이 법안이 승인될 경우, $1백만 주택 소유자는 향후 9년 동안 연간 약 $200 또는 감정가 $1,000당 20
센트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상 자금이 제공될 전망입니다:

공터, 녹지도로, 야생동물 통행로($2천만)
기존 공원 시스템을 보완하고, 호숫가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터를 보존하고, 수질을 보호하고, 
산책로의 연결성을 높이는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자원을 할애합니다.

커뮤니티 공원($5백만)
방문객들이 Bellevue Botanical Garden Wetland Sun Terrace (식물원 습지 일광욕 테라스) 개발과 
같은 식물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근린공원 개발($2천만)
Eastgate, Factoria 및 Ashwood Park 와 같은 장소에서 놀이기구, 공터 및 산책로 연결과 같은 편의 
시설을 갖춘 근린공원을 확보, 계획 및 개발합니다.

레크리에이션 & 커뮤니티 시설($1천만)
수상스포츠 센터 및 다문화 센터를 지원하는 시설과 같은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합니다.

수변 복구 및 개발($1천만)
Meydenbauer 베이 공원을 포함하여 수변 접근성을 계속 단계적으로 개발합니다. 
수변 공원을 복원 및 정비하여 Bellevue 호수 및 하천의 수질을 보호합니다.

Bel-Red & Wilburton 공원 확보 및 개발($1천만)
Bel-Red 및 Wilburton 의 인구 증가 센터 내에 있는 공원을 확보 및 개발합니다.

신흥 스포츠 및 목줄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구역($1천만)
피클볼 및 크리켓과 같은 신흥 스포츠를 지원하기 위해 공원 개선에 투자하고. 공원 시스템 전반에 걸쳐 
목줄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개들의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유지보수 및 운영(연간 $4백만)
연간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자금으로 공터 및 공원  시설 투자를 보호합니다. 

BellevueWA.gov/2022Lev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