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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브라운스틴 하원의원을 팔로우하세요

브라운스틴 의원이 어머니날을 기념하여 개최한 에세이 및 
동시대회 우승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왼쪽부터 
2학년 최우수상 수상자 Francesca Argenzio, 3학년 
최우수상 수상자 Anthony Ng, 5학년 최우수상 수상자 
Christian Silvestri, 4학년 최우수상 수상자 Ethan Wu.

브라운스틴 의원은 PS 209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들로부터 연례 
장난감 후원행사를 위한 물품을 기부 받았습니다.

브라운스틴 의원은 Key Luck Club의 구정 축하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브라운스틴 의원이 할로윈 에세이 및 그림대회 
수상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왼쪽으로부터 3학년 
최우수상 수상자 Ashley Cho, 5학년 최우수상 수상자 
Angela Chen, 4학년 최우수상 수상자 Elicia Chau, 2
학년 최우수상 수상자 Adriana St. Clair.



클리어뷰 유대인 센터에 브라운스틴 의원이 새 이스라엘 
국기를 기증하였습니다.

브라운스틴 의원은 109 경찰서의 Family Fun Day 에 
참석하였습니다.

항공 소음

2014년 쿠오모 주지사는 항만 당국에 원탁 회의를 설립할 
것과 함께 새로운 비행기 노선이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150 파트에 해당하는 환경 소음 
연구를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브라운스틴 의원은 퀸즈 
북동부 지역의 항공 소음과 계속 맞서 싸우고 있으며, 하원 
의장인 칼 헤이스티로부터 뉴욕 공항 커뮤니티 원탁 회의에 
참여하는 단 네명의 하원의원중 한명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원탁 회의는 커뮤니티와 연방항공청, 그리고 항만 당국이 
소음 문제에 관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원탁 회의는 파트 150 환경 소음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노선 변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지역 내의 구성원들에게 
정보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임규제 및 콘도와 코압에 대한 과세경감 연장

뉴욕 시 내에는 수백 수천의 중산층 및 저소득 가정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도록 차임 규제를 받는 
아파트가 백만가구를 넘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현존하고 있는 차입법을 4년동안 연장하며, 많은 가정들이 
터무니없는 임대료로부터 힘들어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주요 자본 예산 (MCI) 
분할 상환금 기간을 연장하여 건물 개발에 따른 경제적 
영향력을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임대료및 재산세가 계속해서 치솟음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많은 수의 뉴욕시 주민들은 가족들을 위하여 주택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브라운스틴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그러한 가정들이 퀸즈 북동부 
지역을 집으로 여길 수 있도록 지킬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차임 규제법 이외에도 뉴욕시 내의 코압 및 콘도미디엄 
소유주를 위한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도 4년간 연장되었습니다. 
2013년 브라운스틴 의원은 뉴욕시의 코압 및 콘도미니엄 
소유주들을 위하여 더 공정한 재산세를 가능케 한 법안을 
발의하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부분의 중산층 코압 및 콘도미니엄 소유주들의 

과세경감률을 17.5%로부터 28%로 인상하였습니다.

“하원에서의 임기동안, 저는 외곽 보로들에 위치한 중산층 
코압에 부과된 터무니없이 높고 불공평한 재산세를 줄이기 
위하여 싸워 왔습니다.” 브라운스틴 의원은 말했습니다. “
재산세 경감에 대한 연장은 고정된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천명의 고령 인구들을 포함한 북동부 퀸즈 지역의 코압 
소유주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브라운스틴 의원은 60세 이상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혜택 및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Services Now for Adult Persons, Inc. 와 
제휴관계를 맺고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파트 D 플랜 및 SCRIE 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라운스틴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718-357-3588 에 연락하여 담당 직원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운스틴 의원의 연례 헌혈 캠페인
브라운스틴 의원은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베이테라스 쇼핑 센터에서 헌혈 행사를 
개최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혈액 기증자 분들께는 뉴욕 
혈액원에서 감사의 표시로 메츠구단의 티켓을 두장씩 
보내드립니다. 선착순으로 처음 60명의 기증자들은 
벤스 코셔 델리 (Ben's Kosher Deli) 에서 수프 한 

파인트를 받을 수 있는 교환권을 
증정해 드립니다. 또한 파네라 
브레드 (Panera Bread) 의 협찬으로 
제과 제품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라운스틴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전화번호 718-357-
3588로 연락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운스틴 의원은 벤자민 카도조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참전 군인 시설인 NYS Veterans Home at St. 
Albans 와 St. Albans VA Community Living Center 에 
참전 군인들을 위한 연례 후원 행사에서 모아진 물품들을 
전달했습니다.

브라운스틴 의원은 뉴욕 가정 상담소의 17th Annual 
March Against Domestic Violence 에 함께 하였습니다.

브라운 스틴 의원의 입법 현황

브라운스틴 의원의 캠퍼스 안전법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다

2014년 12월 쿠오모 주지사는 브라운스틴 의원의 캠퍼스 

안전법을 서명을 통해 제정하였으며, 해당 법안은 피해자들이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는 한 대학교 캠퍼스 내의 실종자들이나 

모든 폭력 중범죄자들을 대학 측에서 지역 당국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당국에서 조사되지 않은 대학 캠퍼스 내의 폭력을 

수반한 중범죄의 그 수는 충격적일 뿐 아니라 용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브라운스틴 의원은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중범죄를 더 적절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된 지역 

사법 당국에 폭력적인 사건들이 보고되는 것을 보장함으로서 

보다 많은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불법 의류함 규제안을 제정하다

브라운스틴 의원의 의류함 규제안은 6월에 하원 및 상원을 

통과하였고 현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안은 공공 장소에 의류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각 수거함에 지속적인 유지 및 

보수뿐만이 아니라 의류 수거함을 관리하는 기관이 비영리 

단체인지 영리 단체인지의 여부도 포함됩니다. "일부 의류함은 

관리소홀로 눈엣가시가 되어버렸고, 쓰레기 무단투기나 

그래피티를 유도하는 자석 역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의류함을 철거하고 허위 비영리 단체들이 기만적인 

행위로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브라운스틴 의원이 성범죄자들과 맞서 싸우다

브라운스틴 의원은 성범죄자들에 관한 뉴욕주 법원의 

판결이 100개 이상의 지역법을 위헌화하고 모든 지역 

당국의 결정을 대체함에 따라 학교 주변 1,000 피트 범위 

내에 성범죄자들이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하였습니다. “주정부는 뉴욕주 내에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서야 하며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브라운스틴 의원은 말했습니다. 브라운스틴 의원은 또한 

성범죄자들이 피해자의 거주지로부터 1,500 피트 근방 

내에서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병원 개인 정보 보호법을 발의하다
브라운스틴 의원은 ABC 채널의 리얼리티 쇼인 “New 

York Med” 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서 알게된 후 
환자들의 동의 없이 치료 과정을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환경미화 트럭에 
치인 뒤 촬영중에 사망한 마크 챤코 씨의 이야기를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챤코 씨가 사망한 후 남겨진 부인이 그 
방송을 보았을 때, 그녀는 남편이 병원 침대에서 그녀를 찾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녀의 남편이 최종적으로 
사망하는 장면마저 텔레비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방송에 
앞서 방송국과 병원 측 모두 환자 본인이나 그의 가족들에게서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은 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때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에 관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 없이 치료 과정을 
촬영하고 방송하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침해입니다.” 라고 
브라운스틴 의원은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동의 없이 의료 
행위를 촬영하고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며 사생활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소송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줄 것입니다.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로렌스 공동묘지 외곽에서 뉴욕주 
하원의원 에드워드 브라운스틴과 시민 지도자들은 가짜 
자선 단체에서 설치한 불법 의류함의 확산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 하원의원

Edward C. 
Braunstein
국민에게 보고하다

2015년 하계

친애하는 지역구 주민들께:

받아보시는 뉴스레터는 지역구를 대표하여 제가 저희 지역구 및 뉴욕주의 행정수도인 
올바니에서 한 일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보다 더 자주 소식을 듣고 싶으시면
braunsteine@assembly.state.ny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듯 저희 사무실은 언제나 지역구 주민을 도울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 정부 
혹은 지역 정부와 관련된 민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저희 직원들은 
언제나 지역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며, 정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지역구 내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입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dward C. Braunstein 
26 지역구 뉴욕주 하원의원

브라운스틴 의원은 참전 군인들을 위하여 열린 19
번째  밸런타인 데이 후원 행사에 Sacred Heart 학교의 
걸스카우트단 4000으로부터 기부물품을 받았습니다.

Services Now for Adult Persons, Inc. 의 34주년 기념 
행사에서 브라운스틴 의원은 이사회가 수여하는 상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