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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북 및 트위터에서 주의회 의원 Braunstein을 팔로우하세요.

Braunstein 주의원은 매년 그가 개최하는 Holiday Toy 
Drive에서 더글라스톤의 QSAC 유치부 및 유아부 센터에 
장난감을 기부했습니다.

Braunstein 주의원은 우리 지역사회의 제18회 연례 
Valentines for Vets Gift Drive를 위해 Girl Scout Troop 
4563으로부터 기부를 받았습니다.

Braunstein 주의원은 그의 지역 사무소를 찾은 Sacred Heart 
Cub Scout Pack 49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지역 
사무소에서 법안이 어떻게 뉴욕 주의 법률이 되는지 설명하고, 
그리고 스카우트가 시민권 핀넘버를 얻도록 도왔습니다. 

Braunstein 주의원이 주최한 할로윈 에세이 및 
그림 콘테스트 2013 수상자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Braunstein 주의원은 수상자들인 PS 169 Ilana 
Kuliyev와 PS 221 Abigail Stein 과 함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PS 21의 Kevin Lin과 PS 32의 
Joyce Zheng은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 소음과의 싸움 진행 상황

Braunstein 주의원의 최근 법률 제정 활동 소식

퀸즈 북동부 지역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과의 싸움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3월 24일, Cuomo 주지사는 공항공사
(Port Authority)는 소음 관측 횟수를 두 배로 
늘이고, 항공 커뮤니티 원탁회의를 개최함과 
동시에, 새로운 항공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공항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일련의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고, 미국 
연방항공청과 함께 소음 데이터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공항공사가 지난 몇 년간 지역을 괴롭혀온 
항공기 소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한다는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Braunstein 주의원이 
말했습니다.

2013년 Cuomo 주지사는 Braunstein 주의원의 5개 
법안을 법률로 제정하는데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들 중에는 
배스솔트(bath salts)라는 이름으로 거래되는 약물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Braunstein 주의원의 2011년 법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A.717-A). 2011년 최초의 
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마약 밀매자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개발한 새로운 합성의 배스 솔트(bath salts)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새로 제정된 법률은 이러한 신종 배스 솔트
(bath salt) 합성물을 금지하고, 이 약물을 판매, 사용 또는 
소지하는 사람을 형사 처벌하며, 미성년자나 학교 구내에서 
이 물질을 판매하는 것을 중죄로 규정합니다.

법률로 제정된 다른 한 법안은 뉴욕 환경보호국에게 새로운 
산업용(brownfield) 부지의 정리에 대해 뉴욕시 지역이사회에 
통지할 것을 요구합니다(A.5990). 산업용 부지는 위험한 
폐기물이나 석유 등의 오염물질로 오염된 땅입니다. “

지역이사회는 우리의 삶의 질을 보호하는데 있어 첫 번째 
방어선이며 이 법은 모든 개선 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라고 Braunstein주 의원은 말했습니다.

현 입법 회기에 의회는 소비자 신용보고 기관에 대해 
개인의 세부 급여 목록 판매와 정보, 소비자 이력 및 제삼자에 
대한 건강 보험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Braunstein 주의원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A.6790-A).

Braunstein 주의원은 또한 레벨2 성범죄자와 레벨3 
성범죄자는 성범죄 피해자의 거주지로부터 1500 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A.9025). 
Braunstein 주의원은 이전에 학교에서 1000 피트 이내에는 
성범죄자가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A.718). Braunstein 주 의원은 헤어진 연인이 여성의 
선정적인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여성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A.8214).

Braunstein 주의원은 SNAP(Services Now for Adult Persons, Inc.)와 제휴하여 식품구입권(Food 
Stamps), 의료부조(Medicaid), 처방약 보험(Medicare Part D), ‘노인 렌트 인상 억제(SCRIE) 등 60
세 이상 노인들에게 혜택 및 정부재정지원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raunstein 주의원의 사무실 
전화 718-357-3588로 전화하여 SNAP 담당자 Gail Brown와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작은 좋은 첫 
단계이며 저는 동료들 
및“Queens Quiet Skies” 
와 같은 지지자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raunstein 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퀸즈와 롱아일랜드 지역에 
미치는 항공기 소음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공항공사(Port 
Authority)에 의무화하는 법안을 
지지하였습니다.

Braunstein 주의원은 뉴욕 혈액원과 공동으로 후원하는 
“베이사이드 커뮤니티 섬머 블러드 드라이브”를 
주최했습니다. 약 100여명의 사람들이 베이테라스 
쇼핑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에 함께 하였습니다.

Braunstein 주의원은 105번 지구에서 “전국 범죄 추방의 
날" 을 기념하였으며 109번 지구와 111번 지구의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주 하원의원 Braunstein, 뉴욕의 미래에 투자할 예산안을 통과하는데 
힘을 보태다

2014년-2015년 주 예산으로 
교육에 역사적인 투자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였고, EPIC 및 
SCRIE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자가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의 세금을 감면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4년 연속 지출 증가액을 
2% 미만으로 유지하는 주의 
재정 규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역사적인 투자

“모든 어린이들은 훌륭한 
교육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뉴욕시 
학교에 $86억 이상을 할당하여 
뉴욕이 어린이들의 미래에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예산은 지난 
해에 비해 4억3천5만 달러가 
증가한 액수이며 다음 2년간 6
억 달러를 포함, 첫 5년간 15
억 달러로 시작하여 뉴욕시의 
유아원 교육 UPK(universal pre-
kindergarten)으로 확대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라고 Braunstein 의원은 말합니다.

예산은 또한 CAP(Comprehensive Attendance Policy)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비공립 학교 지원을 위해 1천 6백만 
달러를 증가시켜 총 1억5천8백8십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입법부는 또한 4백5십만 달러를 안전 장비에 계속 할당하고 
비공립 학교가 전일 UPK 자금 제공을 고려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PIC 및 SCRIE  
프로그램 확대

예산은 EPIC(Elderly 
Pharmaceutical Insurance 
Coverage)과 SCRIE(Senior 
Citizen Rent Increase 
Exemption) 프로그램을 위
해 최대 소득 기준을 크게 완
화시켜 노인들을 지원합니
다. “EPIC을 위한 소득 제한
을 개인에 대해서는 35,000 
달러에서 75,000 달러로 올
리고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는 50,000 달러에서 100,000 
달러로 올렸습니다. SCRIE
의 경우에는 소득 제한을 2
년 기간 동안 29,000 달러에
서 50,000 달러로 올렸습니
다”라고 Braunstein 의원은 
말합니다.

보다 저렴한 주택 제공

금년 예산은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계획을 시행하여 자가주택 소유자, 공동 관리 및 공동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8천5백만 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뉴욕시 거주자의 세금을 감면합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재산세가 줄어들어 가계 소득에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Braunstein 주의원은 퀸즈보로커뮤니티컬리지의 
커퍼버그 홀로코스트 리소스 센터 & 아카이브와 
KACE(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에 
홀로코스트정신대를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결의안을 전달하였습니다. Braunstein 
주의원과 Toby Ann Stavisky 상원의원은 모든 학교 
교과서에 일본해를 동해와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A.8742).

Braunstein 주의원은 St. Albans VA과 NYS Veterans’ 
Home at St. Albans에 연례 Veterans’ Gift Drive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하였습니다. Braunstein 주의원은 St. 
Albans VA의 직원 및 자원봉사자와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훌륭한 교육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뉴욕시가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뉴욕 역사상 최대의 
투자를 제공함을 보여줍니다”

Joyce Bush 총장은 Whitestone의 PS에서 일일 총장이 
된 Braunstein 주의원을 환영했습니다.



주의원

Edward C. 
Braunstein
국민에 드리는 보고서

2014년 봄

주민 여러분께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올바니의 2014년 입법 회기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4년 연속으로 
주의 적시의 균형 예산을 위한 투표를 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예산은 뉴욕시 학교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크게 늘였습니다. EPIC 및 SCRIE 프로그램을 위한 최대 소득 기준을 크게 올렸고 뉴욕시의 
자가주택 소유자, 공동 관리 및 공동 주택 소유자 그리고 세입자에 대해 8천5백만 달러의 세금공제를 
제공합니다.

 늘 그렇듯이 저의 사무실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저의 직원들과 저는 항상 이 곳에서 여러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대해 
입법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dward C. Braunstein 
26지구 하원의원 

Braunstein 주의원은 베이 테라스의 Chabad Lubavitch of 
Northeast Queens 유아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Braunstein 
주의원은 랍비Yossi Blesofsky와Dina Blesofsky담당자와
 함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Braunstein 주의원은 Michael LaForgia 총장과 함께 
베이사이드 지역 Divine Wisdom Catholic Academy 
의  아카데미– 베이사이드의 학생회 대표와 임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Divine Wisdom Catholic 
Academy 의 더글라스톤 캠퍼스에서 학생회 대표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