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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 동북부 가정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주하원의원 브라운스틴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정부 내의 부정 부패에 무관용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제가 뉴욕 주 공직자법 개정안에 찬성한 이유는, 공무원이 직무상 중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을 박탈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공의 신뢰를 배반하고 직책을 남용하여 뒷주머니를 채운 
정치인에게 성실한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연금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부 공무원들은 이따금 대중의 공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주민들이 
아닌 자기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일하곤 합니다. 정치인은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이번 법률안은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사취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연금을 무효화 할 겁니다.”

주하원의원 브라운스틴이 부패 정치가들에게서 연금을 
박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다

브라운스틴 주하원의원이 플러싱 시청에서 열린 “퀸즈 아태 
문화 유산의 밤”에 참석했습니다.

브라운스틴 주하원의원이 롱아일랜드 로널드 맥도널드 
하우스 창립 30주년을 맞아 뉴욕 주 의회 결의안을 
전달했습니다.

어머니의 날 에세이 대회 수상자들에게 브라운스틴 
주하원의원이 축하를 보냅니다. 사진은 브라운스틴 
의원, 베이사이드 카톨릭 신성한 지혜 학교 (Divine 
Wisdom Catholic Academy of Bayside)의 셀레스테 
마레로, PS 159의 이사벨라 창, PS 203의 앤드류 왕, 
그리고 PS 79의 윌리엄 루첸테

14억 7천 달러의 교육 예산 
증액으로 뉴욕주 사상 최대의 
교육 예산 투자 달성

뉴욕 시립 대학 (CUNY) 및 뉴욕 
주립 대학 (SUNY)의 내년도 
등록금 동결을 확정

뉴욕주립대 (SUNY) 에 180만 
달러, 뉴욕시립대 (CUNY) 에 
120만 달러의 운영 자금 증액



브라운스틴 하원의원은 장년층을 위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라운스틴 주하원의원과 사회복지 비영리기관인 SNAP은 60세 이상 성인에게 EPIC 지원, 푸드스탬프, 
HEAP,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파트 D 노인대상 부동산세 감면 혜택, 노인 렌트 인상 억제 프로그램 등의 
혜택과 재정 지원 상담을 제공합니다. 

브라운스틴 주하원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전화번호는 718-357-3588 입니다.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세요.

주하원의원 에드워드 C. 브라운스틴
213-33 39th Avenue, Suite 238 | Bayside, NY 11361 | 718-357-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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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스틴 주하원의원의 포럼에는 장년층 
주민 250명 이상이 참가하여, 무료 중식과 
특별 초대 손님 앤-마가렛 카로차 변호사, 
윌리엄 듀크 의사 등의 초청연사로부터 
연설을 들었습니다. 포럼에는 뉴욕의 
에이지웰 보험, 주 감사원장 토머스 P. 
디나폴리의 무청구 자금 관리, 카디널 
헬스 업체 킨레이, 뉴욕 시 재무부, 노스웰 
노인병학 및 완화의학 보건의, 파커 쥬이시 
병원 및 요양원, 그리고 중장년층을 위한 

비영리 기관인 SNAP 등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퀸즈 카운티 치위생 
학회에서 참가자들에게 구강 건강 
제품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포럼에서 브라운스틴 주하원의원은 
클리어뷰 자립 노인 센터에 건물 
로비와 강당, 난방 시설 개선, 그리고 
장애인용 통로 등의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 50만 달러의 지원을 
전달했습니다.

브라운스틴 주하원의원이 와잇스톤 성십자 그리스 정교 
주간학교의 1기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브라운스틴 주하원의원이 52주년 이스라엘 기념 
퍼레이드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브라운스틴 주하원의원이 주민을 
위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브라운스틴 주하원의원과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은 2016년 7월 27일 기자 

회견을 갖고 중산층 코압 소유주들과 콘도 

소유자들의 자본개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과세경감 법률안인 J-51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브라운스틴 주하원의원이 2016년 8월 11일 베이 

테라스 쇼핑센터에서 개최한 4주년 하기 헌혈 

행사에 131명의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뉴욕 

헌혈 센터에서 헌혈자 전원에게 뉴욕 메츠팀 

야구 경기 관람권을 두 장씩 선사했습니다.

브라운스틴 주하원의원이 개최한 노인 대상 건강 및 보건 포럼에 
장년층 주민 250명 이상이 참여하였습니다

브라운스틴 주하원의원이 클리어뷰 자립 노인 센터에 50만 달러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유급가족휴가를 현실로 – 노동자라면 누구나 신생아 혹은 아픈 친척을 돌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다 (2016년, 54장)

뉴요커들의 임금을 인상 – 최저 임금을 인상하여 성실히 일하는 가정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다 (2016년, 54장)

중산층 가정에 대한 감세 – 성실한 노동자 가정이 열심히 모은 돈일수록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2016년, 60장)

자연적 은퇴 공동체 (NORCs) 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 70만 달러 추가 확보. 
NORC 프로그램은 노년층에게 건강 모니터링, 사례 관리 및 사회 활동 등의 
중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은퇴 후에도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