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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되기 위해 출마한 Ali Najmi 입니다. 저는 평생을 퀸즈를 

더 좋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일했습니다. 이민자셨던 제 부모님은 저와 제 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자 1980년대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즐거운 유년기를 

보냈고 또 이곳에 남아 우리 지역을 뉴욕시에서 가장 가정을 이루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 지역과 뉴욕시를 사랑하지만, 이곳을 더 공평하고, 평등하며, 

안전한 도시로 만들려면 먼저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저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을 개선해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제 부모님은 여유가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역으로 이사했지만, 일자리를 찾아 저와 제 누이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30 년이 지난 오늘 저는 가족에서 처음으로 대학교와 로스쿨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 모두에게 저처럼 좋은 공교육을 받아 좋은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주는 것이 제가 시의원직에 출마한 이유입니다. 퀸즈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제 계획의 

다음 단계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지원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자메이카 에비뉴를 비롯해 너무 

많은 도로가 엉망인 상태라 수리가 시급합니다. 또한, 지역 노인분들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 및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공원과 녹색 

공간 또한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욕시와 우리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공평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큰 계획을 실천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의원으로서 저는 우리 지역 주민 모두가 좋은 일자리를 찾고 최고의 

교육을 받아 뉴욕시의 번영을 함께 누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매일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저보다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사람은 없다고 자신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러분의 시의원이 되기 위해 출마한 Ali Najmi 입니다.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