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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로서의 권리
다음 사항을 따르시면 귀하는 2 월 19 일에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2013 년 2 월 9 일까지 뉴욕시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유권자 등록을 한다.

– 2 월 19 일 밤 9 시까지 투표장안에 계시면.

어떠한 선거에서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훈련된 선거관리요원를 
포함해서, 귀하가 원하시는 사람 (귀하의 고용주 또는 
노조 대표 제외) 한테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역사가 필요하시면, 선거관리위원회 통역사들이 선정된 
장소에서 투표자들을 돕기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통역사들이 있는 투표장과 가능한 언어와 관련해 기타 
궁금하신 내용을 문의하고 싶으시면 866-VOTE-NYC 으로 
연락 주십시오.

– 선거관리요원한테 어떻게 투표하는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  선거 안내서를 포함한 자료들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 이 재료들을 치워 주십시오.) 

–  스캐너가 고장나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귀하의 투표장 유권자 명단에서 귀하의 이름이 안 
보이면 “임시투표”로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투표에 관해 필요한 것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BOE) 에 
866-VOTE-NYC (866-868-3692; 청각 장애인들은 
212-487-5496로) 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
(http://vote.nyc.ny.us/html/voters/korean.shtml) 
를 방문하시거나 저희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찾아 주십시오:

일반 사무실
32 Broadway, 7th Floor 
New York, NY 10004 
(212) 487-5300

퀸즈
126-06 Queens Boulevard 
Kew Gardens, NY 11415 
(718) 730-6730

귀하의 투표장에서 만약 처음으로 투표를 하신다면 
신분 증명서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만약 신분 
증명서를 보여줄 수 없거나 안 보여주고 싶으시면, 
임시투표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2 월 19 일, 시의회 31 선거구 (퀸즈) 는 제임스 샌더스 주니어 때문에 생긴 시의원 공석을 채우기 위해 
무소속 보궐 선거를 시행할 것이다. 이 보궐선거의 승리자는 2013 년 말까지 선거구를 대표할 것이다. 이 
안내서는 선거에 관한 일반 정보, 투표용지에 등장할 모든 후보자들 명단 및 후보자들이 제출한 약력을 
제공한다.

어디서 투표해야 하는지 모르십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장 위치 탐지기를 사용하시거나 866-VOTE-NYC 로 연락주십시오.

NEW YORK CITY CAMPAIGN FINANCE BOARD

http://vote.nyc.ny.us/html/voters/korean.shtml
http://gis.nyc.gov/vote/ps/index.htm?lang=ko


2     2013 스페셜 에디션 2 월 19 일 화요일, 아침 6 시 - 밤 9 시

뉴욕시 선거 안내서에
귀하를 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2월 19일 보궐선거에 제가 투표할 수 있나요?

귀하가 시의회 31 선거구의 거주자이시고 뉴욕시에서 투표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을 하셨으면, 2월 19일에 투표를 하실 수 (그리고 하셔야)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셨는지 866-VOTE-NYC 로 전화해서 문의해 
주십시오.

어떻게 유권자 등록을 하나요?

유권자 등록 용지를 작성하신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유권자 등록 용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서 직접 수령하시거나, 866-VOTE-NYC 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십시오. 귀하의 등록 용지는 반드시 직접 제출하시거나 
2013 년 2 월 9 일까지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어야 이 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등록이 만기가 될 수 있나요?

등록에 대해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지만, 만약 이사를 하셨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주소변경을 알려주지 않으셨거나 지난 2번의 연방 
선거에 투표하지 않으셨으면 만기가 될 수 있습니다. 866-VOTE-NYC 에 
전화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지반 번 투표한 후 뉴욕시 안에서 제가 이사를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하시면, 25 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주소 변경을 알려주십시오. 
만약 2 월 9 일까지 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시면, 귀하의 새 투표장에 
가셔서 임시투표로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 선거를 위해서 주소를 바꾸려면, 등록 용지를 다운로드 하셔서 “투표 
정보가 바뀌었습니다” 박스까지 포함해서 다 기입해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시면 866-VOTE-NYC 로 전화하시거나 우편으로 등록 용지를 
신청해 주십시오.

2월 19일 보궐선거에서 무엇을 투표합니까?

2013 년 말까지 재임할 시의회 의원을 정할것입니다.

투표하기 위해 서명했는데 만약 제 이름을 명단에서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귀하의 의회와 선거구에 맞는 테이블에 서명하셨는지 확인하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장 위치 탐지기를 사용해서 귀하의 의회와 
선거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요원한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맞는 장소에서 서명한 것을 확인한 후에도, 귀하 이름을 투표 명단에서 

찾을 수 없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귀하의 등록 용지를 기한 내에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귀하가 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관리자한테 임시 투표를 

요청하고, 지시를 따르십시오. 선거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록을 확인한 

후 만약 귀하가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귀하의 투표를 계산에 합류할 

것입니다.

2 월 19 일에 투표장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투표장에 가지 못하면 부재자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우편으로 또는 직접 개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요청하십시오. 또한,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뒤 귀하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청에 메일로 보내십시오. 신청서는 반드시 2013 년 

2 월 12 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귀하에게 부재자 투표용지를 보낼 것입니다. 작성한 뒤 귀하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청에 메일로 (2 월 18 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함) 보내주십시오.

개인이 직접 부재자 투표를 하실려면 귀하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청 

사무실에서 가셔야 합니다.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짜는 2 월 18 일이고, 작성된 부재자 투표용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는 2 월 19 일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866-VOTE-NYC 로 전화해서 

문의하십시오.

유의하세요: 만약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이 

만기되었고 선거일에 사고나 급병때문에 투표장에 가실 수 없으면, 

대리인이 귀하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청에 서면 허가서와 함께 나타나면 

귀하 대신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된 신청서와 

투표용지는 반드시 귀하의 구청에 선거일 2 월 19 일 밤 9 시까지 돌려 

보내져야 합니다.

이 안내서에 보이는 후보소개서와 사진은 후보자가 선거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모든 후보자는 본인 소개서에 기재된 정보가 그들이 아는 한에서 사실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선거재정위원회는 후보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그래도 게재하였습니다. 선거재정위원회는 명백한 오타를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정보를 편집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들이 제공한 글에서 나타나는 견해들은 뉴욕시 선거재정위원회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유의하세요: 후보자들은 안내서에 알파벳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에는 다른 순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 나온 후보자들의 투표 참여여부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몇 후보자들은 최종 투표지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www.vote.nyc.ny.us/downloads/pdf/forms/boe/voterreg/voterregkorean.pdf
http://www.vote.nyc.ny.us/downloads/pdf/forms/boe/voterreg/voterregkorean.pdf
http://gis.nyc.gov/vote/ps/index.htm?lang=ko
http://www.vote.nyc.ny.us/downloads/pdf/forms/boe/absenteevoting/abskorean.pdf
http://www.vote.nyc.ny.us/downloads/pdf/forms/boe/absenteevoting/abs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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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의회선거구

시의회는 뉴욕시 시정부의 입법기관입니다. 시의회는 시단위 법안을 통과시키고, 토지 이용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며, 시정부 
산하 기구들에 대한 감시 감독을 이행하고, 시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각 시의회 의원은 뉴욕시 51 개 선거구 중 
하나를 대표합니다. 시의회 의원들은 연봉으로 $112,500 를 지급받습니다. 시의회 의장과 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더해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은 의원직 이외에도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파티 키
BS = 베터 서비스

CU = 커뮤니티 유니티

CV = 커먼 벨류

GC = 그랜드 코얼리션 

NF =네이버즈 퍼스트

ON = 오거나이즈 나우

PR = 피플 릴리프

RN = 리빌드 나우

TF = 더 포워드

Marie Myriam Adam-Ovide [BS]
Selvena N. Brooks [RN]
Michael R. Duncan [ON]
Earnest Flowers [NF]
Allan W. Jennings [PR]

Saywalah N. Kesselly [GC]
Jacques M. Leandre [TF]
Pesach Osina [CV] *
Donovan John Richards, Jr. [CU]
* 후보자가 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Marie Myriam Adam-Ovide
베터 서비스

등록 정당: 민주당

현직업: 뉴욕시 커뮤니티보드 #8, 퀸즈의 지역 매니저

이전 직업(들): 전 뉴욕시 의원 David I. Weprin 선거인 서비스 
책임자; 전 뉴욕시 의원 셀던 레플러 보좌관

학력: 뉴욕 시립대 –쿠니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 취득

가입 단체: 이글 아카데미의 전 PTA 회장; NAACP 회원

공직 경력: 해당 사항 없음

캠페인 연락처: vote4marie@hotmail.com
웹사이트: www.vote4marie.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pages/Marie-Adam-Ovide/562255867134819

1. 당선된다면 31 선거구에서본인이 다루고 싶은 가장 사안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안은 교육입니다. 저는 학급규모 감축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교육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전 우수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인턴십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흥미를 사로 잡을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여름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2. 당선된 후 다루고 싶은 다른 중요한 사항들은 무엇입니까? 
허리케인 샌디 후 너무 많은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난민으로 집에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시의회 
사무실의 무반응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으로써, 전 주민들의 불평들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 부서와 협력해서 주택가에 너무 가깝게 새로운 호텔/
모텔들이 들어서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주택가 주위의 노선 상점가들의 청결함을 
개선시키겠습니다.

3. 왜 본인이 시의원에 적임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두명의 시의원들과 일을 했고 퀸즈에 위치한 커뮤니티보드 8을 관리해 본 
덕분에 뉴욕시 행정에 관한 가장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시 
기관들과 뛰어난 업무 관계를 육성했습니다. 저는 도시의 지역 규제들과 ULURP 과정에 
정통합니다. 저는 획기적입니다 – 커뮤니티보드 8에서 제가 모시는 주민들을 위해 
고령자법 클리닉과 연례 건강 박람회를 주선한 첫 지역 매니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뉴욕시의회에서 뛰어난 대표자가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제 재임 기간동안, 저는 단 
한번도 제가 주민들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불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후보가 제출한 문서를 그래도 복제되었습니다. 선거재정프로그램에 참가.

Selvena N. Brooks
리빌드 나우

등록 정당: 민주당

현직업: 서비스노동자국제노조 시니어 통신 전문가

이전 직업(들): 패닌슐라 병원에서 시니어 외무 어소시에이츠 & 
환자 대변

인; 뉴욕주 상원 참모부장; 뉴욕주 상원 언론 담당 비서; 뉴욕주 
상원 Malcolm A. Smith 구역 담당 디렉터

학력: 뉴욕 대학에서 국제 법/분쟁 조정 석사 학위 취득; 윌버포스 대학교에서 사 
회학 학사 학위 취득

가입 단체: 루푸스 커넥션 보드 멤버; 델타 시그마 세타 사교클럽, 퀸즈 여자 졸업생 
챕터 멤버; NAACP 자메이카 브랜치 맴버; 뉴욕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New York 
Needs You)의 멘토 코오치; 예배식 춤 천도, 앨런 AME 멤버

공직 경력: 해당 사항 없음

캠페인 연락처: Friendsofselvenabrooks@gmail.com
웹사이트: www.Brooks2013.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lvena.Brooks
트위터: @SelvenaBrooks31

1. 당선된다면 31 선거구에서본인이 다루고 싶은 가장 사안은 무엇입니까?
31선거구가 완전히 번창하려면 저희는 반드시 각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자원들을 공급받게 해야 합니다. 이 선거구의 지역사회는 샌디때문에 황폐화되었고, 
우리는 집, 비지니스 및 지역사회를 지금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제가 나서서 도시, 주 
및 연방 자금의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고, 동남 퀸즈 지역사회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우리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 당선된 후 다루고 싶은 다른 중요한 사항들은 무엇입니까? 
학교 향상, 일자리 창출, 의료보건 개선 및 이 선거구의 치안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께 자녀를 위한 더 많은 그리고 더 나은 학교와 프로그램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세금 우대 조치를 받은 회사들은 반드시 저희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저희 지역사회는 동남 퀸즈와 락어웨이에 위치한 병원 폐쇄때문에 
좋은 의료보건 시설이 부족해서 저희 주민들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3. 왜 본인이 시의원에 적임자라고 생각합니까?
I제 경력을 보면, 전 힘든 싸움을 벌여서 이기는 관록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들과 경제 
및 지역사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강하고 경험이 풍부한 리더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주인으로서 그리고 평생 동남 퀸즈에서 산 주민으로서 저는 소기업들을 지지하고, 
훌륭한 방과후 프로그램처럼 저희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금을 찾고,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공원 및 
도서관을 보호하겠습니다.

후보가 제출한 문서를 그래도 복제되었습니다. 선거재정프로그램에 참가.

mailto:vote4marie@hotmail.com
http://www.vote4mari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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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R. Duncan
오거나이즈 나우

등록 정당: 민주당

현직업: 자메이카 브리즈 경영주

이전 직업(들): 선거구 31 참모장 

학력: 쿠니 계열 버룩 칼리지에서 경영학 학사 취득

가입 단체: 로즈데일 축구 클럽, WADU, UNIA

공직 경력: 해당 사항 없음

캠페인 연락처: MDUNCAN31NYC@HOTMAIL.COM
웹사이트: www.MICHAELRDUNCAN.COM

1. 당선된다면 31 선거구에서본인이 다루고 싶은 가장 사안은 무엇입니까?
파 락어웨이, 알번, 베이스워터 및 에지미어에 상관없이 락어웨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락어웨이에서 여지껏 본 일들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며, 
우리는 지역사회로서, 이 지역들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반드시 도움을 줘서 여기 삶이 
견딜 수 없는 상태의 위기로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저는 10주가 지난 지금도 
가스 또는 전기 없이 생활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이 믿기 힘듭니다. 

저희는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더 잘해야 합니다. 락어웨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저희한테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워지는 것입니다..

2. 당선된 후 다루고 싶은 다른 중요한 사항들은 무엇입니까? 
일반교육을 보충해줘야하는 방과후 교육이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많은 학교 건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술, 음악 및 문화 프로그램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자금을 아이들의 전체 발달에 꼭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반드시 투자할 계획입니다.

3. 왜 본인이 시의원에 적임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저 자신을 정치인이라고 보지 않지만, 지역사회에 주민의 봉사자로서 참여한 
것이 – 로즈데일 축구 클럽서 동남 퀸즈 청소년들을 18 년 이상 돕기, 3 학교에서 PTA 
회장, 2 학교 앞에 위치한 “핫 시트” 모텔들을 상대로 투쟁, 주택지 스프링필드 가드에 
숨겨진 연방정부 교도소 확장 막기, 지역사회에서 경영주로서 일자리를 마련, 불우한 
이웃들에게 이민 서비스 제공, 31 선거구에서 참모장으로 일함, 그리고 민중 지역사회 
운동가로 계속 노력 – 저를 시의원직에 출마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자립 
원칙을 믿고 제 지역사회에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왜 제가 지역사회를 향상시키는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사회의 주민분들께 신세를 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허리케인 샌디때문에 망연자실된 분들께 기쁨을 선사하고자 추진된 라어웨이 
이벤트에서 크리스마스때 저를 도와 주셨습니다.

후보가 제출한 문서를 그래도 복제되었습니다. 선거재정프로그램에 참가.

Allan W. Jennings
피플 릴리프

등록 정당: 민주당

현직업: 부동산업자

이전 직업(들): 의회 의원, 은행가 

학력: 존 제이 형사사법 칼리지에서 학사학위 & 석사 과정

가입 단체: 해당 사항 없음

공직 경력: 뉴욕시의회 의원 (2001-2005); 민주당 지구 지도자 (1992 & 2004)

캠페인 연락처: jenningsnyc@gmail.com

1. 당선된다면 31 선거구에서본인이 다루고 싶은 가장 사안은 무엇입니까?
파 락어웨이는 샌디가 저희를 강타하기 훨씬 전부터 침체 국면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모든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알란 제닝스는 관록이 있는 강한 독립적인 리더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노력할까요. 어떤 어떤 정치인들은 말로만 약속하지만, 알란 제닝스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2. 당선된 후 다루고 싶은 다른 중요한 사항들은 무엇입니까? 
저희 지역사회에 경제발전을 가져오고 일자리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낮춰서 
소기업주들을 돕고, 주택 압류를 막고, 주택을 지불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교육과 
직업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삶의 질과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창설, 확대하고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3. 왜 본인이 시의원에 적임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과 같이 불확실한 시기에, 저희 지역사회는 경험이 풍부한 시의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시정운영에 대해 소상한 지식을 갖고 책임감과 지도력을 
필요로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입니다. 이 사람은 알란 
제닝스입니다. 알란 제닝스는 저희 학교들과 방과후 프로그램 및 체육 프로그램에 
정부자금 지원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는 요크 컬리지에서 연례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사회에 수천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 지역구 
초등학교 3-6 학년 학생들을 위해 노트북을 구매하도록 750 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알란 제닝스는 노인복지센터에 지원을 확보해 노인분들을 돌보는데 힘썼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업적으로서, 그는 뉴욕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수의 중요한 법을 
통과시키는 결정적 역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독층 노인들한테는 세금 면제, 
약탈적 대출 막기 & 일요일에는 주차 미터기 유예시키는 법들. 알란 제닝스는 성실한 
일꾼으로서 그의 사무실은 항상 밤 늦게까지 업무를 보고 전화를 바로 받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31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단 한 가지 선택의 여지만 남았습니다. 그 선택은 
저희 지역사회를 위해서 힘써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알란 제닝스입니다.

후보가 제출한 문서를 그래도 복제되었습니다. 선거재정프로그램에 참가.

Earnest Flowers
네이버즈 퍼스트

등록 정당: 민주당

현직업: 크라운 미디아와 커뮤니케이션 회장, 주 의회 의원 윌리엄 
스카버러 공보관

이전 직업(들): 금융 컨설턴트

학력: 경제학 학사 취득 (오크우드 대학 1994); 재정 경영학 석사
(세인트 존스 2014)

가입 단체: 북동 주니어 농구 리그 연맹 공동 창설자 (커미셔너), 오크우드 대학 
졸업생 사무엘 래쉬포드 챕터 회장, 오크우드 대학 졸업생 개발 VP, 전국 블랙 리더쉽 
커미션 에이즈 미디아 의장, 북동 개척자 연맹 매스터 가이드

공직 경력: 지역 민주당 클럽 의장 (5 년)

캠페인 연락처: earnest@vote4flowers.com
웹사이트: www.vote4flowers.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pages/Vote-Earnest-Flowers-Flowers-For-
NYC/232989083479339 
트위터: @earnestflowers3

1. 당선된다면 31 선거구에서본인이 다루고 싶은 가장 사안은 무엇입니까?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당선된 의원들이 이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수준의 
책임감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거나 진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적혀져야 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반드지 정해져야 하고 유권자들과 
의사소통은 반드시 즉각적, 친밀하고 상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당선된 후 다루고 싶은 다른 중요한 사항들은 무엇입니까? 
일자리, 보건건강, 환경, 교육, 형사 행정, 노인 문제, 청소년 육성, 경제와 사회 개발 등.

3. 왜 본인이 시의원에 적임자라고 생각합니까?
유일하게 이 지역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했고 정량과 정성적 분석을 마친 후보자가 
바로 접니다. 저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경제 개발 계획을 자기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가 지나간 뒤 매일 현장에서 첫 삼주동안 힘껏 도운 유일한 후보자도 바로 
접니다 (www.vote4flowers.com 의 이벤트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시 곳곳에 있는 
여러 호텔로 옮겨진 난민자들을 쫓아가 지원하는 유일한 후보자도 바로 접니다. 
지역사회에서 저의 활동은 거의 20년을 넘습니다. 지역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저는앞으로도 오랫동안 공무원으로서 진정한 변화와 발전을 일으키겠습니다.

후보가 제출한 문서를 그래도 복제되었습니다. 선거재정프로그램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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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ote4flowers.com
http://www.facebook.com/pages/Vote-Earnest-Flowers-Flowers-For-NYC/232989083479339
http://www.facebook.com/pages/Vote-Earnest-Flowers-Flowers-For-NYC/232989083479339
https://twitter.com/earnestflower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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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walah N. Kesselly
그랜드 코얼리션

등록 정당: 민주당

현직업: 행정인

이전 직업(들): KLEAR 전기 기업 관리자, 순복음성막교회 사업 
행정인, 놀덱 코압 이사회 회장

학력: 윌리암 V. S. 터브먼 고등학교 – 고등학교 졸업장; 바룩 
대학교 - 경제학 학사 취득

가입 단체: 지역사회 강화 아프리칸 센터 전무; Joseph P. Addabbo 가족 건강 센터 
이사회 총무; 파머스 대로 커뮤니티 주도적 재개발 위원단 이사회 부원장; 요크 
컬리지 사범 교육대 자문 위원회 회원

공직 경력: 터브맨 고등학교 총학생회장 & 1980 년 USSR 에서 열린 제 22 회 
올림픽 대회 게임 라이베리아 대표 멤버; 라이베이아 보이 스카우트 국제 커미셔너 
및 1984 년 미시간 주 디어본에서 열린 29번째 월드 스카우트 라이베이라 대표 
멤버

캠페인 연락처: saywalah@kesselly4council.com
웹사이트: www.kesselly4council.com

1. 당선된다면 31 선거구에서본인이 다루고 싶은 가장 사안은 무엇입니까?
교육, 청소년 비행 및 폭력 예방

2. 당선된 후 다루고 싶은 다른 중요한 사항들은 무엇입니까? 
경제적 강화 & 개발

공립학교를 전체적 학습 및 문화 중심으로 만들기

청년 실업

기본권과 인권 침해

주택 압류 & 이민

3. 왜 본인이 시의원에 적임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정치인도 정치 기구의 일부도 아닙니다. 저는 외부인, 사업가, 그리고 사무실에 
대담하고 신선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으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성과로 혜택을 가져다 
줄 신선하고 새로운 목소리입니다. 저는 결과를 중요시하고, 정직하며 신조가 뚜렷한 
사람입니다. 저의 당선은 주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근복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후보가 제출한 문서를 그래도 복제되었습니다. 선거재정프로그램에 참가.

Jacques M. Leandre
더 포워드

등록 정당: 민주당

현직업: 인권 변호사

이전 직업(들): 해당 사항 없음

학력: 쿠니 법대에서 법학박사 취득; 모어하우스 컬리지에서 
재무학 석사학위 취득, 스프링필드 가든 고등학교를 우등으로 
졸업

가입 단체: 로즈데일 제츠 풋볼 협회 - 로즈데일 시민위원회 회장 - 스프링필드 가든 
라이온 클럽 위원, 로렐톤 시민위원회의 걱정하는 시민 (Concerned Citizen) VP 
(2001-2009), 오메가 프시 피 남학생 클럽 하우스.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퀸즈 국민행동 네트워크

공직 경력: 뉴욕시 교정부

캠페인 연락처: jacquesfor31@gmail.com
웹사이트: www.VoteJacques.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jacques.leandre
트위터: @JacquesLeandre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jacques_leandre

1. 당선된다면 31 선거구에서본인이 다루고 싶은 가장 사안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안은 자메이카와 락어웨이 청소년, 노인 및 다른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의 커뮤니티 센터의 필요성입니다. 저희는 구역 주민들이 방과후 및 여가 활동과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장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센터들은 저희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역활할 것이고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활동 선택을 선사해 말썽에 
끌려들어가지 않게 도와주고 노약자들한테는 절실히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2. 당선된 후 다루고 싶은 다른 중요한 사항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것이 저희 구역의 가장 중대한 
사항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에 두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시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점을 믿으셔도 
됩니다. 추가로, 경제발전과 강화는 실업 수준과 범죄가 증가하는 저희 구역에서 핵심적 
사항입니다.

3. 왜 본인이 시의원에 적임자라고 생각합니까?
전문 그리고 시민 단체에서의 리더십 역활을 보여주는 저의 다양한 이력서는 제가 왜 
이 사무실에 최고로 적합한 지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이 
구역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여기서 자라났고 이 지역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저는 저희 지역이 필요한 점과 직면하는 도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저희의 
문제점들을 알고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 맨앞 선두에서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전 신선한 아이디어를 지닌 특정한 리더십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선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보가 제출한 문서를 그래도 복제되었습니다. 선거재정프로그램에 참가.

Donovan John Richards, Jr.
커뮤니티 유니티

등록 정당: 민주당

현직업: 도시 의원 제임스 샌더즈 주니어의 참모장

이전 직업(들): 의원 제임스 샌더즈 주니어 사무실에서 근무

학력: 바 항공 대학에서 항공 관리 이과 준학사 취득

가입 단체: 뉴욕시 진보주의 회의 동맹, 파 락어웨 NAACP, 로렐톤 
라이온 클럽, 세인트 올번즈 회중파교회

공직 경력: 저는 의원 제임스 샌더즈 주니어 사무실에서 지난 10 년동안 안해본 
것이 없습니다. 저의 공직 경력은 지역 매니저, 지역사회 연락 담당자에서 최근 
참모장까지 포함합니다

캠페인 연락처: donovanrichards2013@gmail.com
웹사이트: www.donovanrichards2013.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donovanrichards2013
트위터: @drichards13

1. 당선된다면 31 선거구에서본인이 다루고 싶은 가장 사안은 무엇입니까?
당선되서 이 선거구를 대표하게 되면 저희 아이들 교육 지원을 가장 중요시 할 
것입니다. 저희는 반드시 저희 다음 세대가 저희 뒤에 리더십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줘야 합니다.지난 10년간 저는 저희 지역 학교들의 자금을 
증가시킬려고 끊임없이 노력했고 학교폐쇄를 막기위해 시장과 싸웠습니다. 매년마다, 

저는 초등 그리고 중학교를 위해 거의 이백만 불을 성공적으로 확보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선된 시의원으로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2. 당선된 후 다루고 싶은 다른 중요한 사항들은 무엇입니까? 
당선되면 치안과 일자리 창출이 제가 노력하고 싶은 다른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퀸즈 
구역 검사를 밀어붙여 퀸즈의 첫번째 총 다시 사들이기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저희 
거리에서 총을 없앨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역 법률 집행과 공동 작업을 통해, 저희는 
거리에서 거의 1000 개의 총을 성공적으로 없앴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지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제 행정의 중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경제적 고난, 
오갈데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한 지금, 저는 국지적 고용과 생계 수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자리들을 제공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3. 왜 본인이 시의원에 적임자라고 생각합니까?
지난 10 년동안 저는 시의회 의원 제임스 샌더즈 주니어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샌더즈의 참모장으로서, 저는 이 지역 주민들을 대신 활기 넘치는 지역사회 개발과 
유지를 위해서 광범위하게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과 도시를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시켜 줄 제 비전을 함께 나누는 성직자들, 조합, 세입자 및 시민위원회 등 50 
개가 넘는 지역 단체들한테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저희는 지역사회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관록이 있는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바로 올해, 
저는 스프링필드 가든 고등학교 앞에 개발자가 핫시트 모텔을 짖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았습니다. 저는 또한 환경 보호국에 압력을 줘서 저희 지역에 홍수를 막기위해 7000 
만 달라를 할당하게 했고 락어웨이에 허리케인 샌디 상륙 중 구호활동을 벌였습니다. 
제가 10 년전에 시작한 일을 계속 추진할 기회를 주셔서 스프링필드 가든, 로렐톤, 
로즈데일 및 락어웨이를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게 된다면 제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후보가 제출한 문서를 그래도 복제되었습니다. 선거재정프로그램에 참가.

mailto:saywalah@kesselly4council.com
http://www.kesselly4council.com
mailto:jacquesfor31@gmail.com
http://www.VoteJacques.com
http://www.facebook.com/jacques.leandre
http://www.twitter.com/JacquesLeandre
http://www.instagram.com/jacques_leandre
mailto:donovanrichards2013@gmail.com
http://www.donovanrichards2013.com
http://www.facebook.com/donovanrichards2013
https://twitter.com/DRichard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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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하는 법

귀하의 투표용지 스캔하기

 H 귀하의 투표용지와 유권자 카드를 갖고 스캔장으로 가십시오.

 H 스크린에 보이는 해당 단추를 눌러서 귀하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H 기표하신 투표용지를 스캐너 속에 넣으십시오. 투표용지를 어떤 
방향으로 넣으셔도 되고 스캐너는 양면을 판독해 줍니다. 투표가 
완료되면 스캐너에 완료 메세지가 뜰 것입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세요

 H 지정된 투표장에 가셔서, 본인 서명을 한 후, 선거관리요원으로부터 종이 
투표용지와 유권자 카드를 받으세요.

 H 귀하께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개인전용 가리개가 제공됩니다.

 H 개별 기표소로 가서 투표하시거나 투표 기표기 (BMD) 사용 요청을 
하십시오.

귀하의 투표용지 양쪽 기표하기

 H 제공된 펜을 사용해서 귀하의 선택 사항 옆에 있는 타원을 빈 공간 없이 
꽉 채우십시오.

 맞음 틀림

 H 투표용지의 타원 속에 “X” 또는 “” 또는 원형을 그리거나 빗나간 표시를 
삼가하십시오.

 H 출마 후보자의 이름을 써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원 속을 채워 넣고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하십시오.

 H 투표용지를 접지 마십시오.

J. Doe J. DoeX J. Doe J. Doe

O

투표 기표기(BMD) 사용하기

투표 기표기 (BMD) 는 두가지 방법으로 투표용지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1. 표시 화면에 투표용지를 보여준다.

2. 오디오 헤드폰을 통해 투표용지를 들을 수 있게 해준다.

BMD 는 네가지 방법으로 기표할 수 있게 해줍니다:

1. 터치 스크린

2. 키패드 (점자)

3. 호흡으로 조절하는 (sip & puff) 입력장치

4. 락커 패들

BMD 를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하시려면 다음 순서를 따르세요:

• 어떻게 투표용지를 기표할 지 결정한 뒤 기표하십시오.

• 용지입력구에 투표용지를 집어 넣으십시오.

• 귀하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 BMD 가 기표를 하고 기표한 
사항을 검토하는 모든 과정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 선택 사항을 바꾸려면 후보 
혹은 투표안건을 고른 후 
새롭게 선택하고자 하는 
사항을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요약 내용 스크린으로 
돌아가려면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 기표한 투표용지를 인쇄하려면 “투표용지 기표”버튼을 누르세요.

• 인쇄된 투표용지와 유권자 카드를 갖고 스캐너가 설치된 장소로 가세요.

•  스캐너에 투표용지를 넣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선거관리요원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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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선거재정의원회

선거재정의원회 (Campaign Finance Board) 는 뉴욕시 주민의 역활을 
선거과정에서 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무소속 독립 기관입니다. 
선거재정위원회는 유권자 참여와 인식을 높이고, 선거자금 정보를 
공개하여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뉴욕시 공직에 출마하도록 돕고, 소액 
기부자들의 역활을 강화하며, 부패의 가능성 및 의혹을 사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거재정의원회는 NYC Votes!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봉사 활동과 
공공 및 민간 단체와의 제휴하여 유권자 등록, 투표율 향상, 시민참여 
촉진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관련 프로그램 및 미래 유권자들을 위한 
행사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면212-306-7100로 전화문의하시거나 
www.nyccfb.info/NYCvotes 를 방문해 주십시오.

선거재정위원회는 지역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줄 수 있는 
기부금의 한도를 규정하는 선거자금법을 집행합니다. 후보자들을 
선거자금법에 다라 자신들의 선거자금 출처와 그 지출 내용을 
정확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선거재정위원회는 또한 지역 선거에서 제
3자의 선거비용을 수집하고 밝힙니다. 선거재정위원회는 이 정보를 
웹사이트 www.nyccfb.info 를 통해 공개합니다. 출마 후보자들은 
또 지방정부 선출직 공무원들이 대가성 기부를 받는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비지니스 활동” 관련 규제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선거자금 지출 한도를 지키는데 동의하는 후보자들에게 
공공기금을 통해 매칭 펀드를 지원하는 선거재정 프로그램에 
후보자들은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공공 매칭 펀드 프로그램은 후보들이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들에게 
의존하거나 본인의 개인 재산을 지출하지 않고도 경쟁적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넉넉히 공적 자금을 제공합니다.

시정부 공직에 출마 의향이 있거나 선거재정위원회가 어떻게 뉴욕시 

지 선거를 좀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하는지 
알고 싶으시면, 선거재정의원회에 우편,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Elizabeth Bauer
행정 서비스 팀장

Daniel Cho
후보 서비스 국장

Shauna Tarshis Denkensohn
운영 & 예상 국장

Sue Ellen Dodell
법률 고문

Eric Friedman
외사 담당관

Peri Horowitz
선거재정 관리 국장

Onida Coward Mayers
유권자 지원 국장

Kenneth O’Brien
시스템 관리 담당 국장

Julius Peele
감사 및 회계 담당 국장

Jesse Schaffer
특수 규정 국장

Elizabeth A. Upp
통신 국장

Peggy A. Willens
관리 분석 및 운영 담당 국장

이 유권자 안내서는 뉴욕시 선거재정관리위원회의 출판부서 — Elizabeth A. Upp, Kristen 
Byers, Crystal Choy, Winnie Ng 및 Todd Raphael — 및 Katharine Loving 의 도움으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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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P. Parkes, S. J.
위원장

Art Chang, Richard J. Davis, Courtney C. Hall, Mark S. Piazza
위원

Amy M. Loprest
사무국장

다음 사항을 잊지 마세요…

•  후보직에 관해 모두 투표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귀하가 한번 이상 출마 후보에 대해 기입을 빠뜨렸더라도 스캐너는 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를 “미완성 투표”라고 부릅니다. 스캔하기 전에 모든 공란에 표시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귀하가 투표하고 싶은 
사항에 모두 투표를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단 스캐너가 귀하의 투표용지를 스캔한 다음에는 다시 기표하실 수 없습니다.

•  타원 속을 완전히 채워 넣으세요; “X”나 “”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한 후보만 선택하세요. 투표용지 각 줄의 첫 칸을 보시면, 몇 명의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대부분은 “한명만 선택하세요”라고 쓰여 있지만, 일부 경우에는 “둘” 또는 “셋을 선택하세요”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용지 기표방법을 주의 깊게 읽으셔서 무효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기재해 기명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후보에 투표하길 원하시면, (1) 기명 
투표 칸에 있는 타원을 빈 공간 없이 꽉 채우시고 (2) 그 같은 박스안에 후보자의 이름을 써넣거나 스탬프를 찍으시면 됩니다.

•  대부분의 투표소에는 한 대 이상의 스캐너가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유권자 카드를 선거관리 요원에게 보여 주시면 어느 스캐너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 줄 것입니다.

문제 & 해결책
투표용지 기입을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투표용지에 기재한 사항을 지우거나 고치지 마세요. 선거관리 요원한테 새로운 투표용지를 부탁하십시오. 투표용지는 유권자 한 명당 
3 장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기입했어요” (특정한 안건에 너무 많은 타원을 표시).
필요이상으로 기입을 했을 경우, 해당 후보 또는 사안에 한해서 무효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투표용지를 스캐너에 넣기전에 너무 
많이 기입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에는, 선거관리 요원에게 새로운 용지를 달라고 부탁하세요. 잘못 기입된 투표용지를 스캐너에 
넣었다면, 스크린에 오류 메시지와 함께 두가지 선택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투표 중지 – 투표용지 반환”을 선택하면, 
스캐너는 귀하의 투표용지를 반환하고 귀하는 선거관리 요원에게 새로운 용지를 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만약 귀하가 “투표하기”를 
선택하면, 스캐너는 귀하의 투표용지 반환하지 않고 잘못 기입된 항목에 한해서만 무효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집계에 포함될 것입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요; 투표용지를 제대로 못 읽겠어요.
큰 글씨로 쓰인 용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투표 기표기 (BMD) 사용을 요청하시거나 투표장에 같이 온 동행자에게 도움을 부탁하셔도 
됩니다.

www.nyccfb.info/NYCvotes
www.nyccfb.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