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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과(Assessor’s Office), 재산세 정보에 대한 가용성을 대폭 확장  
Larry Stone 사정인: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운티 사정인 Larry Stone은 사정과가 재산세 정보를 7개국어로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Stone은, 고객 서비스는 항상 당국의 최우선 순위이며 그러므로 주요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하는 것은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재산 소유주를 지원하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지난해 
사정과에서는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및 기타 여러 언어 사용자들로부터 300건 이상의 번역 
요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Stone은 재산세 이해의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통해 일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7개국어로 제공함으로써 재산세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직업에 종사하느라 정규 영업 시간 내에 사정과에 들를 
시간이 없는 거주자 여러분께 특히 유용합니다. 산타 클라라 카운티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문화적으로 
다양한 커뮤니티이므로 언어 장벽을 해소하여 거주자 여러분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 전입한 주민 여러분이 당면한 어려움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해, 국회의원 Kansen Chu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카운티 사정인 Larry Stone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하며  이러한 
정보는 재산세 부과 방법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이해도를 향상하여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정보는 신규 주택 구매자뿐만 아니라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확장하려는 주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정보 책자에는 퇴역군인,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 주민에게 제공되는 재산세 
혜택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정과는 재산세를 다음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합니다.  
중국어 
힌디어 

한국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Stone의 설명에 따르면, 당국은 감정인, 감사인 및 다양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전문가 팀 또한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정과에는 스페인어, 베트남어 및 중국어 
번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열두(12) 명의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정과는 200개 이상의 언어에 대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 통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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