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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스틴 하원의원은 제 7회 성탄절 장난감 후원 
행사에 참여한 공립학교 PS 107 의  Madison Wong, 
그리고 Maximus Wong 학생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Kiwanis of Bayside 의 연례 플랩 잭 기금모음 
후원회에서 브라운스틴 의원은 단체로부터 감사장과 
핀을 수여받았습니다. 

브라운스틴 주 하원의원이 주최한 연례 할로윈 수필 및 
사생 대회의 수상자들을 축하합니다. 사진에 브라운스틴 
주 하원의원과 수상자 PS 159의 Olivia Tran, PS 41의
Isabel Lin, PS 115의Annette Mary Ajai, PS 221의Ming 
Jia. (왼쪽에서 오른쪽)

브라운스틴 주 하원의원은 Benjamin N. Cardozo 
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과 함께 제7주년 성탄절 기념 
재향 군인 후원품 모금 행사를 통해 모은 물품을 St. 
Albans VA 지역 생활 센터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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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스틴 주 하원의원에 의하면, 2018~19년도 주 
예산에서 $1,683억 달러를 확보했으며, 여기에는 교육 
예산, 교통 관련 정비, 연방 세제 변경에 대한 뉴욕 주민 
보호, 그리고 고령자 시민 지원 등에 $10억 달러 이상의 
예산 증액이 포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당한 재정 적자로 

인해, 저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뉴욕의 가치에 부합하는, 적시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을 위해 투쟁했으며, 8년 연속으로 지출 증가율을 
2% 이하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브라운스틴 주 
하원의원의 주장입니다. 

공공 교육에 투자

주 하원의 예산안은 모든 뉴욕 주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예산에 총 $266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총 증액은 $9.14억 달러 (3.6%)이며, 그리고 
2012년 대비로 36% 증가한 액수입니다. 

"교육의 질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라는 것이 브라운스틴 주 하원의원의 
주장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읽고 쓰는 것만이 아니라,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방식을 배울 자격이 있습니다. 주 
예산은 모든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보장해 줍니다."  

엑셀시어 장학금 시행을 통한 
주립 대학 교육 보조 

고소득 직장과 중산층 생활을 확보하는 데 있어 대학 
학위는 점차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수많은 뉴욕 가정들이 높아지는 교육 비용 때문에 고등 
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비용적 위기를 해결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지원하기 
위해, 주 예산에서 고등 교육에 $76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는 2012년 대비 $12억 달러, 25% 증가한 금액입니다. 

예산안은 엑셀시어 장학금 프로그램에 속한 학생 약 
27,000명에게 $1.18억 달러를 할당하여, 올해 연 소득 
$110,000에 미치지 못하는 뉴요커들께 SUNY 및 CUNY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정책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이 프로그램으로 공립 대학에 다니는 
정규 학생의 반 이상에게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고등 교육에 드는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수많은 
뉴요커들이 대학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라운스틴 주 하원의원의 발언입니다. "이 예산으로 
여러 주립 대학과 엑셀시어 장학금 프로그램에 상당한 
기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학생의 교육 수준의 한계를 결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브라운스틴 주 하원의원: 주 예산이 뉴욕을 발전시킨다

MTA 지하철 사업 계획 실행 기금 조성
수 백만 뉴요커들이 버스와 기차, 그리고 지하철 서비스를 

이용하여 시내를 이동하고 있지만, 교통 사정은 악몽과도 
같은 수준입니다. 이번 예산으로 메트로폴리탄 교통 당국의 
지하철 사업 계획의 기금을 완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8.36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으로 비상 수리와 지하철 기능 
개선을 진행합니다. 브라운스틴 주 하원의원의 말에 의하면, 
"뉴욕 내에서의 이동이 편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번 예산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위성 도시 출퇴근 기금으로 연간 $5천만 
달러가 포함되어,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그리고 스태튼 
아일랜드 등과의 교통편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
동료들과 함께 이번 위성 도시 출퇴근 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 데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브라운스틴 주 하원의원의 
말입니다. "이번 새 예산안으로, 북동부 퀸즈 주민들의 
출퇴근 수단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년층의 건강과 웰빙을 지원
장기 케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은 $816만 달러를 

복원시켰습니다. 또한 배우자 거부권 보호를 위해 $781만 
달러를 지원하여, 어느 부부도 배우자의 병과 양로원 케어로 
인해 저축을 모두 잃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며, 지역 사회에서 
배우자가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의 양을 제한하는 안을 거부합니다. 

"배우자를 장기 요양 시설에 보내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라고 브라운스틴 주 하원의원은 말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그 누구라도, 사랑하는 이가 제대로 된 케어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정 소득으로 살아가는 고령자의 경우, 장기적인 
케어에 소요되는 비용이 경제적 고갈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중요시되는 것입니다."

지출 계획에 따라 자연적 은퇴 공동체 (NORCs)에 $2
백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NORCs는 의료 참가자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의료 관리 계획, 사례별 지원, 
혜택 신청 지원, 거주인과 자택 및 방지 서비스와의 연계, 
건강 검진 및 기타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고령자들에게 
주요 자산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 예산을 통해 

브라운스틴 하원의원은 Center for the Women of New York 의 연말 
기념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브라운스틴 하원의원은World Journalism Preparatory School 
의 학생회 취임식 선서를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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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스틴 주 하원의원: 뉴욕 주에서 가정 폭력 
학대범에게 총기를 금지 

브라운스틴 주 하원의원은 위험 인물에게 총기를 불허하고, 
뉴욕에서 총기를 사용한 폭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주 하원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가정 폭력 확대 방지 법안 통과에 
본인이 일익을 담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정 폭력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이 총기를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된 여성의 반 이상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에게 살해당하고 있으며, 이런 여성 피살자는 
하루 거의 세 명에 달합니다. 이런 비극을 뿌리 뽑기 위한 한 방편은, 
학대범들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브라운스틴 
주 하원의원은 주장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원 
조사를 수행할 때, 총기 구입 또는 소지가 금지된 개인을 식별하여 
가정 폭력 범행 전과 여부를 FBI에 신고하는 절차를 명확히 함. 
가정 폭력 관련 경범죄를 포함하여, 흉악 범죄 또는 중범죄에 관한 
미결 영장이 발부된 개인에게 총기 소지 허가를 금함. 가정 폭력 
관련 경범죄를 포함하여, 흉악 범죄 또는 중범죄에 관한 유죄 
판결이 난 경우 소지한 모든 총기를 법원 명령으로 압수하는 것을 
의무화.

"비극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연방 정부는 미국 시민들을 
총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은 물론, 이웃을 괴롭히고 가족들이 거리에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너무나 익숙한 현실에 대해 이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라고 브라운스틴 주 하원의원은 
주장합니다. "선의와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희생자들이 돌아올 수는 없으며, 위험한 자들의 손에서 총을 놓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들과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계속할 것입니다."

브라운스틴 하원의원은 한국에 
소재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브라운스틴 하원의원과Benjamin N. Cardozo 고등학교 학생들은 재향 군인들을 
위해 마련된 행사인 제 22주년 발렌타인 데이 기념 후원품 기증 행사에  모인 
물품들을New York State Veterans’ home in St. Albans 에 전달하였습니다. 

연방 세제 변경으로부터 뉴욕 주민들 보호
주 예산에는 주와 지방세 공제를 제한하여 수많은 

중산층 가정에게 실질 세금을 증액시키는 연방 세금 
계획의 충격을 완화할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 방안은 모든 뉴요커들에게 건강 관리 및 교육비 
지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에서 운영하는 자선 
기부금을 창설합니다. 이 기금에 기부하는 납세자들은 
주와 연방 세금 공제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기부액의 85%에 달하는 주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예산에서는 신규로 고용주 보상 지출 세금 (ECET)
를 창설하여, 고용주들이 선택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ECET는 직원 한 명 당 $40,000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총 급여 지출에 대해 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며, 3
년의 도입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새로운 세제는 소득에 
대한 개인별 소득세를 감경하고, 새로운 세금 공제로 
ECET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의 세후 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새로운 연방 세법은 수많은 근로 가정들의 세금을 
증가시키고, 그들의 경제적 미래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운스틴 주 하원의원의 주장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이 법으로 인한 충격의 크기를 제한하고, 그 
막대한 피해로부터 뉴요커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중산층 가정을 위한 세금 감면
예산은 또한 중산층 가정의 세금 감면 도입을 지속하여, 

2025년까지 가정에서 연간 $42억 달러를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4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의 소득에 대한 세율을 6.45%에서 5.5%로 
경감하고, $1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사이의 소득에 대한 
세율을 6.65%에서 6%로 경감하게 됩니다. 한 가정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평균 $250 달러의 절감 효과를 보게 되며, 
도입이 완료되면 뉴욕 주민 6백만 명이 매년 $700 달러가 
절약됩니다.

브라운스틴 주 하원의원은, "많은 가정들이 생계를 간신히 
이어가는 현실에서 미래를 위한 저축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정들은 
휴식을 취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안에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주요 세금 감면을 진행했습니다."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고령자를 위한 지역 서비스 프로그램에 $3.12
억 달러가 포함되며, 개인별 케어, 자택 식사 배달, 이동 수단, 노인 
센터 및 기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저희 이웃에서 살아오셨으며 지역 사회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브라운스틴 주 
하원의원의 발언입니다. "올해 예산이 북동부 퀸즈 주민들이 자신의 
집을 지키고 저희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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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C. 
브라운스틴
시민들께 드리는 소식

2018년 봄

친애하는 지역구 여러분, 

이 뉴스레터는 제가 지역구와 올바니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한 내역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더 자주 소식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 이메일 주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braunsteine@nyassembly.gov.

저희 사무실은 언제나 지역구 여러분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정부 혹은 지역 정부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은 복지 및 정부 
보조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 지역사회 내의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안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C. 브라운스틴 
뉴욕주 하원의원 제26 지역구

브라운스틴 하원의원은 글렌 오크스 자원 봉사 구급차 
단체 (GOVAC) 구급차 기증 기념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는 새 구급차 구입 비용을 위해 $125,000의 지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브라운스틴 하원의원이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온 Sacred 
Heart Girl Scout Troop 4022 소속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