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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ww.nyccfb.info/voterguide를 방문하세요

다음 경우에 해당한다면 귀하는 2013년 11월 5일에 열리는 본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 나는 등록 유권자입니다. 
» 나는 11월 5일 오후 9시 전에 투표소 안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선거에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투표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교육과정을 거친 선거관리요원을 포함해 귀하가 
원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귀하의 고용주나 노조대표는 제외). 또한 
선관위는 통역사가 필요한 유권자들을 위해 특정 투표소에 통역사들을 배치했습니다. 
어느 투표소에서, 어떤 언어로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면 866-VOTE-NYC
(866-868-3692)로 문의하십시오.

» 선거관리요원에게 투표방법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 이 유권자 안내서를 포함하여 귀하가 원하는 자료를 투표소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단 투표를 마친 후에는 그 자료를 수거해 가십시오.)

» 투표기가 고장나더라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소 유권자 명부에 귀하의 이름이 없으면, 선서투표용지(affi davit ballot)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투표소에서 처음으로 투표하는 것이라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거나 그러기를 원치 않는다면, 선서투표용지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로서의 권리 투표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BOE)로 연락하십시오. 전화번호 866-VOTE-
NYC(866-868-3692•청각장애인을 위한 번호는 212-487-5496)나 
인터넷 웹사이트 www.vote.nyc.ny.us를 통해 연락하실 수 있으며, 지
역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부 사무실
32 Broadway
7th Floor 
New York, NY 10004
(212) 487-5400

브루클린
345 Adams Street
4th Floor
Brooklyn, NY 11201
(718) 797-8800

맨해튼
200 Varick Street
10th Floor
New York, NY 10014
(212) 88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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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롱크스
1780 Grand Concourse
5th Floor
Bronx, NY 10457
(718) 299-9017

스태튼 아일랜드
1 Edgewater Plaza
4th Floor
Staten Island, NY 10305
(718) 876-0079

뉴욕시 정부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 다가오는 본선거에서 투표하세요! 
올해 선거는 뉴욕시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 공익 대변인, 감사관, 보로장 그리고 시의회 경선이 모두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안내서는 여러분이 선거일에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각 후보자의 배경 정보와 선거 공약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후보자 프로필은 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또 22~23 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실시되는 뉴욕주 주민투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www.nyccfb.info/voterguide에 
방문하셔서 온라인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선거재정위원회가 주관하는 유권자 참여 캠페인 NYC Votes는 여러분께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여러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NYC gov 채널이 
방영하는 유권자 안내 동영상 프로그램에서 후보자들의 소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유권자 안내서는 후보자 프로필과 동영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후보자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페이지 그리고 본선거 투표용지에 게재될 다른 경선에 대한 정보와 같은 유권자를 위한 기타 온라인 
정보에 관한 링크도 제공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열릴 NYC Votes 본선거 후보자 토론회 중계를 시청하시면 뉴욕시 전체에 해당하는 공직 후보자들의 
열띤 토론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시다구요? 새로 출시한 NYC Votes 앱을 www.nycvotes.org에서 다운로드하시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유권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YC Votes 캠페인과 선거재정위원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뉴욕시 유권자 가이드입니다. 

nyc votes | 인터넷 | 모바일 | 인쇄물 | 동영상 | 소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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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이름 약자 

본선거가 무엇인가요?
본선거에서는 여러 정당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공직 당선을 위해 본격적으로 경쟁합니다. 
이들 중에는 9월 10일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들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의 후보들도 
있습니다. 
뉴욕시에는 많은 정당들이 있습니다. 유권자로서 여러분은 어떤 후보가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대표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11월 5일 본선거에서 내가 투표할 수 있나요?
귀하가 뉴욕시 등록 유권자라면 11월 5일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고, 또 그러셔야 합니다.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합니다. 등록 유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로부터 투표소 주소와 다른 선거 관련 정보를 담은 안내 우편물을 받습니다. 
만약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면 유권자 등록이 안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866-VOTE-NYC 
(866-868-3692)에 전화하시거나 인터넷 주소 voterlookup.elections.state.ny.us에 방문
하여 등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주민투표안이 무엇이나요? 
주민투표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주요사항을 직접 결정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올
해 선거에서는 여섯 개의 뉴욕주 헌법 개정안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이미 주 
상원과 하원에서는 통과되었지만, 이 개정안들이 승인되려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이 개정안들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각 개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2~23페이지에 있습니다. 꼭 한 번 읽어 주십시오. 

본선거에서는 무엇에 대해 투표하나요?
이번 본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은 시장, 공익 대변인, 감사관, 보로장 그리고 자신의 선거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내서가 소개하지 않는 공직에 
해당하는 경선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예: 주 하원의원, 검사, 등.) 
본인이 어떤 정당에 가입했는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 주민투표안 여섯 개에 대해서도 투표하셔야 합니다. 유권자들이 승인할 경우 
이는 뉴욕주 헌법을 여러모로 개정할 것입니다. 

유권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올해 본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은 너무 늦었습니다. (2013년 10월 11일이 마감일이었
습니다.) 하지만 아직 등록 유권자가 아니시라면 미래에 있을 선거를 위해 지금 등록하
십시오! 유권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뉴욕시 선관위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
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선관위 사무실
에서 직접 교부받으실 수 있으며, 866-VOTE-NYC(866-868-3692)로 전화해 우편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 유권자 등록이 만료되었을 수 있나요?
유권자 등록에는 만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한 다음 선관위에 주소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가장 최근에 열린 연방선거 두 번에서 투표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유권자 등록이 취소되었을 수 있습니다. 866-VOTE-NYC(866-868-3692)에 전화하시거나 
voterlookup.elections.state.ny.us에서 만료여부를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투표한 다음 뉴욕시 내에서 이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를 하면 25일 내에 선관위에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새로 유권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Voting information that has changed” 칸을 포함하여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써넣으십시오. 새로운 주소와 전 주소를 기입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정당에 해당
하는 공란에 체크를 한 후 (이미 정당 등록이 되어 있어도 다시 해야 합니다), 다른 기재사
항도 빠짐없이 기입하십시오. 이사하신 후 마감일에 맞추어 주소변경신청을 하지 못하셨
다면 새로운 주소지에 해당하는 투표소에 가서 선서투표용지(affi davit ballot)를 통해 투표
하십시오. 866-VOTE-NYC(866-868-3692)에 전화하시면 주소변경 신청이 등록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갔는데 유권자 명부에서 내 이름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본인 주소가 속한 어셈블리와 시의회 선거구에 해당하는 투표기를 사용하려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안내서의 우편 라벨과 선관위에서 8월마다 모든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우편
엽서를 보시면 귀하의 이름 위에 어셈블리 및 시의회 선거구 번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또는 선거관리 요원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nyc.pollsitelocator.com에서 확인하십시오. 
본인의 주소에 해당하는 줄에 섰음에도 유권자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면, 
귀하의 유권자 등록신청서가 아직 선관위에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더
라도 귀하가 투표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얼마든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요원
에게 선서투표용지(affi davit ballot)를 달라고 요청하신 후, 요원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에서는 제반 기록을 확인한 다음, 귀하의 투표
자격이 확인되면 이를 유효표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알리는 
통보지와 미래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선거일에 투표소로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 사업, 학업, 여행, (중죄 유죄 선고를 제외한) 투옥, 질병, 장애, 입원, 또는 치료시설
에서의 장기 체류로 인해 선거 당일날 투표소에 갈 수 없다면 부재자 투표를 하실 수 있습
니다. 부재자 투표는 우편으로 하시거나 직접투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하시려면 866-VOTE-NYC(866-868-3692)에 전화해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으시거나 www.vote.nyc.ny.us에서 다운로드하신 다음 이를 작성
하셔서 우편으로 보로 선관위 사무실로 보내십시오. 모든 신청서는 2013년 10월 29일자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신청 후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으면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보로 선관위 
사무실로 보내십시오 (2013년 11월 4일자 소인까지 유효함). 
부재자 직접투표는 투표용지가 제작되는 시기(선거일 최소 32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중(월~금)과 선거일 전 주말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선거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보로 선관위 사무실에서 투표하세요.
참고하세요: 만약 부재자 투표용지 우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사고나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선거일 날 투표소에 가지 못할 경우, 보로 선관위 사무실로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을 
보내시면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된 신청서와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귀하가 사는 보로의 선관위 사무실로 반드시 11월 5일 오후 9시 이전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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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시의회 선거구를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 안내서 표지를 확인하세요. 귀하의 이름과 주소 아래 선거구 번호가 표기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nyc.pollsitelocator.com을 방문하시거나, 유권자 상담
전화 866-VOTE-NYC (866-868-3692)로 문의, 또는 귀하의 보로 선관위 사무
실에 연락하세요. 

각 후보의 이름 옆에 표기된 약자는 후보가 대표로 나온 정당을 나타냅니다. 

AL 아비오둔 스미스 당 LBT 자유지상주의당
AT 생활비 안정 당 P 포퓰리스트당
CV 시민의 미덕 당 PR 진보당
CS 일반상식당 REF 개혁당
C 보수당 RTH 임대료가 너무 지독하게 높아 당
D 민주당 R 공화당
DD 쓰레기 처리 당 S2A 2 에비뉴 살리기 당
FV 믿음과 가치 당 SC 학교 선택권 당
FE 우리모두 태양처럼 

빛나도록 번영합시다 당
SW 사회주의 노동자당
SF 학생 우선 당

FB 브루클린 전진 당 TWS 월가 세금 부과 당
F 자유당 T2H 세금이 너무 높아 당
G 녹색당 U 통합당
I 독립당 WV 재향군인당
JE 일자리와 교육 당 WF 근로가정당
L 자유주의당

이 안내서가 인쇄된 이후에 정당 이름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www.nyccfb.info/voterguide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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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시정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뉴욕시의 최고책임자입니다. 시장의 임무 중에는 시 
기관의 부서 책임자나 커미셔너를 임명하거나 해고는 일, 
공공 기관과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는 일, 뉴욕시 예산
안을 제출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장은 시의회가 
의결한 법안과 토지사용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연봉은 $225,000입니다.

시장
시 전체에 해당하는 공직 후보

Bill de Blasio (D) Jack D. Hidary (JE)
Joseph J. Lhota (R, C, SF) John Catsimatidis (L, T2H)
Kevin A. Finnegan (WF)* Michael Sanchez (LBT)*
Adolfo Carrión, Jr. (I) Carl Person (REF)
Anthony Gronowicz (G) Jimmy (rent is too damn high)

  McMillan (RTH)Abiodun Samuel Laurel-Smith (AL)
Joseph G. Melaragno (AT)* Erick Salgado (SC)
George McDonald (CS) Dan Fein (SW)
Michael J. Dilger (FE)* Randy Credico (TWS)
Michael K. Greys (F)* Sam Sloan (WV)*

위에 기재된 후보자 중 일부는 이 안내서가 출판된 이후에 후보명단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습니다. 
* 이 후보자는 인쇄판 유권자 안내서에 실리도록 완성된 프로필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안내서를 위해 소셜 
미디어 링크 및 웹사이트 정보를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www.nyccfb/info/voterguide를 방문하십시오.

  www.billdeblasio.com  |    bill.deblasio  |    deblasionyc  |    NYForDeBlasio

Bill de Blasio
시장 (D)

소속정당: 민주당
현재 직업: 뉴욕시 공익 대변인
이전 직업: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선거 캠페인 매니저;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부 지역 책임자; 딘킨스 시장 보좌관
학력: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 및 공공관계 학교 석사; 뉴욕대학교 학사
소속된 조직: 해당되지 않음
이전 공직 경험: 뉴욕시 제39선거구 (브루클린) 시의원; 제 15 커뮤니티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저의 최우선과제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시청은 엘리트의 
요구에만 응해왔을 뿐, 중산층과 노동계급 가족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해 왔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확충, 
보호하며, 다섯 보로 전역에 튼튼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저는 부유층에게 좀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도록 하여 보편적 조기교육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고안하려는 계획을 
가진 유일한 후보입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경찰-지역사회의 열악한 관계가 주민과 경찰 모두를 어떻게 위험에 빠뜨리는지 알고, 
따라서 저는 검문 몸수색(Stop and Frisk)의 진정한 개혁과 인종적 프로파일링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는 또한 이민자들이 우리 시의 불가결한 일부이며, 다음 
행정부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이민자 공동체들을 포용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경력 모두를 엘리트와 강자들에 도전하고 납세자, 가족들, 그리고 평범한 뉴요커들을 
위해 싸우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맨해튼이 아닌) 바깥 보로에 사는 일하는 아버지이자 
공립학교 학부모로서, 저는 일상적이지만 가정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공정성, 일자리 창출, 조기교육과 방과후 프로
그램, 육아, 현실적인 생활임금, 효과적이고 정중한 치안활동,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이 유권자 안내서에 대하여 
이 안내서는 인쇄 시기를 기준으로 본선거 투표용지에 게재될 
것이라 예상되는 모든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후
보자가 본인 프로필을 제시간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후보자들은 법적 이유로 선거 당일 전까지 투표용지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내서가 소개하는 후보 중 일부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가 인쇄될 시기에 
접전으로 인해 예비선거 결과가 확실하지 않거나 결선투표가 치러
질 예정인 경우, 해당 정당 후보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게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딸린 각주가 그 이유를 설명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본선거에는 각 정당을 대표하는 후보가 단 한 명씩만 출마할 
것입니다. 본선거에 관련된 최신 정보를 원하시면 온라인 유권자 
안내서(www.nyccfb.info/voterguide)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선관위 웹사이트(www.vote.nyc.ny.us)의 투표소 찾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귀하의 선거구의 샘플 투표용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에 있는 프로필과 사진은 후보자가 선거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모든 후보자는 프로필에 기재한 정보가 그들이 
알고 있는 한에서 사실이라는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선거재정
위원회는 후보자가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번역하였습니다. 선거
재정위원회는 명백한 오자와 탈자를 교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후보자가 제공한 정보를 편집하지 않습니다. 후보자 성명에 나타
나는 견해들은 뉴욕시 선거재정위원회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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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ony Gronowicz
시장 (G)

소속정당: 녹색당
현재 직업: 뉴욕시립대 교수
이전 직업: 뉴욕시립대 교수
학력: 컬럼비아 칼리지 학사;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뉴욕시 정치사 박사학위 
소속된 조직: 미국역사학회; 미국 역사학자 협회 
이전 공직 경험: 뉴욕주 녹색당 주 위원회 대의원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모든 뉴요커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환경 파괴입니다. 토박이 뉴욕시 주민
으로서, 저는 특히 슈퍼스톰 샌디와 2008년 경제 붕괴 이후에 주택, 의료 서비스, 일자리 
그리고 교육이 환경 상태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뉴요커들이 
길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려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뉴욕시에는 안정적인 거주지가 없는 어린이들이 5만 3천 명 있습니다 – 2008년도 수치
보다 500%가 늘어난 셈이지요. 공립학교 학생 중 5%가 보호시설에 거주합니다. 이 학생들 
대부분은 라틴 아메리카계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입니다. 이러한 학생 대부분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장이 자신 “소유의 사병”이라고 부른 경찰국으로부터 검문 몸수색(Stop & 
Frisk)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당선된다면, 저는 이 무도한 제도를 없앨 것입
니다. 로스앤젤레스, 뉴올리언스, 댈러스 그리고 볼티모어 같은 도시들은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위반하지 않고도 뉴욕시보다 폭력범죄율을 더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아이들을 아프게 하는 
천식과 이외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학급 정원을 20명으로 정하고, 모든 아이를 위한 유아 프로그램에 
전면적으로 투자하며, 체육, 미술 그리고 음악 프로그램을 다시 학교로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공립병원 폐원과 공립학교 폐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뉴요커들을 돕는데 제 평생을 바쳤습니다. 저는 금융 기반 경제의 득을 
과도하게 봤음에도 노동자 혜택과 완전고용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은 1%가 아니라, 
99%를 위해 꾸준히 일할 것입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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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fo Carrión, Jr.
시장 (I)

소속정당: 무소속
현재 직업: 메트로퓨처스 LLC의 설립자/관리 책임자
이전 직업: 소규모 사업체 소유주,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 
도시 계획자, 커뮤니티 운영위원회 관리자
학력: 학사-킹스 칼리지; 도시계획 석사-뉴욕시립대-헌터 컬리지
소속된 조직: 모리스 하이츠 건강 센터, 미국 카운티 집행부 선출자 모임, 허드슨 강 
슬루프 맑은 물 기구, 브롱스 DiVA 말하기- 가정폭력 인식
이전 공직 경험: 백악관 도시문제 책임자,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부 지역 책임자, 
브롱크스 보로장으로 2기 봉직, 뉴욕시 시의원, 라티노 선출직 공무원 전국 연합 
(NALEO) 전 회장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경제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도록 교육을 개혁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문제투성이인 시스템에 의해 오랫동안 부당하게 취급되어 온 학부모
와 학생들보다는, 소수 어른들의 필요와 바람에 대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뉴욕시는 중산층과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이곳으로 이주할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수준
에서 생계가 가능한 곳으로 남아야 합니다. 뉴욕시는 또한 미래 산업과 일자리의 인큐
베이터로 기능할 수 있는, 사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 또한 
사람들과 사업들을 정부의 ATM처럼 취급하지 않고 이 목표를 이룩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안전한 도시, 그리고 혁신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 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뉴요커들이 원하는 경험, 상식, 그리고 독립적 리더십을 시청에서 발휘할 것입니다. 
뉴요커들은 이제 특수한 이해관계들과 정계가 좌지우지하는 현실에 지쳤습니다. 우리 
시는 진정한 변화와 모두를 위해 더 잘 기능하는 뉴욕에 대한 과감한 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의무는 곧 뉴요커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저의 지난 행적은 사람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www.joelhotaformayor.com

Joseph J. Lhota
시장 (R, C, SF)

소속정당: 공화당
현재 직업: 후보자 임무에 전념
이전 직업: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 대표 및 최고경영자; 
줄리아니 행정부 때 부시장 및 예산 책임자; 메디슨 스퀘어 가든 
및 케이블 비젼 부사장; 투자은행가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이학사 1976; 하버드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1980 
소속된 조직: 뉴욕시립대, 이사회 임원 
이전 공직 경험: 줄리아니 행정부 예산 책임자 및 부시장;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 대표 및 최고경영자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일자리 창출과 활기차고 다양화된 경제기반을 다지는 것이야 말로 우리 시의 성공의 
열쇠입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지만,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금을 낮추되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소규모 사업

체들에게 치명적인 번거로운 규제들을 축소해야 합니다. 다섯 개 보로 모든 곳에서 좋은 
임금을 지급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산업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정부개혁을 최고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을 없애기 위해 윤리개혁을 
도입해야 하고, 우리 학교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개혁이 필요합니다. 공공안전 또한 우리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뉴욕경찰국이 테러리스트와 흉악한 범죄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시장은 임기 첫째 날부터 뉴욕시를 이끌어갈 경험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뉴욕시는 
300,0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7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와 같습니다. 공, 민간 부문 둘 다에서 
복잡한 기관들을 오래 이끈 경험을 가진 후보는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장과 변혁의 시기
뿐만 아니라, 9/11과 허리케인 샌디와 같은 큰 역경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 시를 위해 봉사
했습니다. 더 밝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저는 일반 상식, 비전 그리고 제 경험을 
토대로 뉴욕시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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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mithiesny.com 

Abiodun Samuel Laurel-Smith
시장 (AL)

소속정당: 독립당
현재 직업: 예술가, 작가, 출판인
이전 직업: 예술가, 작가, 출판인
학력: 나이지리아 이바단 폴리테크닉에서 순수미술 전공. 이후에는 
영국 옥스퍼드에 위치한 옥스퍼드 브루크 대학에서 예술-사회-인쇄문화 과정 그리고 
영국 버킹엄에 위치한 버킹엄 대학교에서 미술사 및 유산관리 과정을 수학함. 
소속된 조직: 뉴욕 스미티스의 친구들 (FoSNY)
이전 공직 경험: 정부 공직 (MOD)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먼저 안전과 보안을 통해 뉴욕시를 위한 대체 수익 출처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런 후에는 
뉴욕시에 연구, 기술 및 서비스 산업을 다시 유치할 것입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HOMEWORKNY을 통해 총체적으로 더 나은 교육을 제공. 학부모들과 이민자 가정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자녀가 숙제를 더 잘하도록 도움을 주고, 오늘날의 디지털 세대의 
요구에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방과후에 아이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어 방과후에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블룸버그 시장처럼 탈 정당 정치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뉴욕시를 위해 
새로운 수익 출처를 창출해 낼 것입니다 – 연구, 인적 자원, 서비스 부문 및 기술. 저렴한 
주거시설과 의료 서비스 문제는 각 지역의 필요에 맞추어 개선할 것입니다. 그리해야 제 
행정부가 누가 어디에 살고 또 그 지역이 번성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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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e McDonald
시장 (CS)

소속정당: 공화당
현재 직업: 미국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비영리 조직 중 하나인 
도 (Doe) 재단의 설립자이자 대표로서, 조지 맥도날드는 유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의 삶을 변화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일자리가 해결책이다”라는 신념으로 아내 해리엇과 함께 이끌
어온 도 제단은 18,000명이 넘는 참전 군인, 전과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전 직업: 맥그레거 스포츠의류 회사에서 임원직 
학력: 경력을 쌓는 동안 조지 맥도날드는 수많은 상장과 명예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맨해튼 인스티투트의 윌리엄 E. 사이먼 사회 기업가 평생 공로상, 호버트 대학교 명예
학위, 윌리엄 스미스 칼리지 명예학위 등. 
소속된 조직: ABO
이전 공직 경험: 2005년 조지는 뉴욕주 사회복귀 및 고용에 대한 독립적 위원회 
의장으로 역임했습니다. 그는 현재 쿠오모 주지사의 <성공을 위한 노동>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입니다! 일하기 원하는 모든 뉴욕시 주민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는 뉴욕시 삶 모든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계속해서 뉴욕시를 안전하게 만드
려는 노력에서도 일자리는 공공안전의 마지막 개척지입니다. 우리가 예산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일자리 창출이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시 수익을 증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정부 보조 프로그램 비용을 낮추어 재정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시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우리 도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문-질문-몸수색 (Stop, Question and Frisk) 제도를 보존하되,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25년 전, 저는 7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랜드 센트럴 역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표했지만, 자신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방을 임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줄 일자리”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노동을 통해 그들이 삶을 바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장으로서 저는 
뉴욕시 모든 사람을 위해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www.hidaryfornyc.com

Jack D. Hidary
시장 (JE)

소속정당: 없음
현재 직업: 기업가
이전 직업: Dice.com (NYSE: DHX)의 회장이자 
최고경영자
학력: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수학, 전국건강연구소(NIH) 임상 신경과학 스탠리 펠로우쉽
소속된 조직: XPrize.org, 구글 X Labs, 전국 재생가능 에너지 실험실 (NREL),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CGI), 이스트사이드 커뮤니티 고등학교
이전 공직 경험: 없음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뉴요커들이 지금 실업 상태이거나 저임금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분투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실업률은 9% 이상으로,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저의 
다섯 포인트 플랜은 뉴욕시에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뉴요커들이 고임금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훈련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업가로서, 저는 뉴욕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남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회사 Dice.com은 5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직업을 주었습니다. 브루클린 태생으로서, 저는 다섯 보로 바깥에서
도 경제적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뉴욕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 치안 그리고 저렴한 주거시설이 필요합니다. 좋은 
교육은 모든 아이들의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뉴욕시 학교들은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교육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수립한 저의 
계획은 수업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취업할 준비가 된 졸업생들을 배출할 것입니다. 매년 5천
2백만 명이라는 뉴욕의 관광객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 경제를 원활히 돌아
가게 하기 위해 안전한 도시는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생계비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뉴욕시의 저임금 가정과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 꼭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직업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기업가로서 여러 개의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 운영하였고, 
이는 상장된 회사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정보기술 분야 구인구직 웹사이트를 포함합니다. 저의 
성공적인 경영 경험 그리고 학교와 저임금 경제 발전을 위해 일했던 것을 기반으로, 저는 
뉴욕시를 보다 활기찬 미래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2013년 본선거 11월 5일  |  오전 6시~오후 9시    7 

  www.cats2013.com  |    JohnCats2013  |    JCats2013

John Catsimatidis
시장 (L, T2H)

소속정당: 공화당
현재 직업: 성공적이고 독립적인 사업가. Red Apple Group의 
최고경영자. 
이전 직업: 성공적이고 독립적인 사업가. Red Apple Group의 
최고경영자. 
학력: 브루클린 기술 특수고등학교를 포함한 뉴욕시 공립 및 교구부속 학교; 
뉴욕대학교 다님.
소속된 조직: 거의 30년 동안 경찰체육리그 이사회 임원, 컬럼비아 프레스비테리안 
병원, 헬레닉 타임스 장학금 기금 및 세인트 프란시스 급식 프로그램 이사회, 그리스 
정교 관할구 위원회 전직 부회장. 또한 저는 지역노조 338 RWDSU/UFCW의 연금 
위원회 멤버로서도 활동합니다.
이전 공직 경험: 성공적인 소매업을 창업하고 밑바닥부터 끌어올린 상식적인 사업가. 
뉴욕시처럼 크고 복잡한 조직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가진 유일한 후보.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공공안전: 뉴욕시를 범죄와 테러리즘에서 보호해 온 정책들을 지속해야 합니다. 저는 뉴요커
들이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도시를 안전하게 하여 투자 
신뢰도를 유지하고, 전 세계가 뉴욕에 계속 투자하게 해야 합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일자리와 경제: 저는 이 경선 참가자 중 유일하게 뉴욕시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낸 경력을 가진 
후보자이며, 시장으로서도 계속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교육: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늘리고 모든 학생에게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줘 현재 40%를 
웃도는 중퇴율을 줄여야 합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뉴욕시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온 경력을 가진 성공적이고 독립적인 사업가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최고경영자로 일해왔고, 700 억 달러 규모의 기업과도 같은 우리 시를 운영할 
자격을 갖춘 유일한 후보자입니다. 저는 할렘 135가에서 자랐고, 단 한 번도 그곳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육을 위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기금을 모았고, 모든 뉴요커들이 제가 
가졌던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시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carlperson2013.nationbuilder.com

Carl Person
시장 (REF) 

소속정당: 녹색당
현재 직업: 압류에 대항하고 다른 부채 완화를 위해 주택소유주
들과 소규모 사업체들을 대변하는 변호사; 상사소송에서 소규모 
사업체들을 대변
이전 직업: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미국 법률보조원 학교를 
설립하고 18년 동안 운영하여 하나의 직업을 창조하였고 관련 교육을 고안하였습니다 
(600,000 명의 법률보조원 양산). 이 학교는 광범위한 실무를 가르치기 위해 인가, 
공인되었습니다 
학력: 고등학교 중퇴. 군 복무 3년 후, 브루클린 롱아일랜드 대학교 우수졸업; 이후 
하버드 로스쿨 졸업, “월스트리트” 세금과 비즈니스 선택과목들도 이수
소속된 조직: 부채 완화를 돕기 위한 조직들, 그리고 개인과 소규모 지역사회를 위해 
일자리, 소규모 사업 기회, 번영을 창출하려고 하는 조직들과 협력
이전 공직 경험: 2010년 뉴욕주 검찰총장 선거에서 37,000표 득표로 3위, 2012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지명 추진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뉴욕시 모든 주민에게 일 년 동안 무료 교육을 제공하여 (고등학교 상급생과 모든 성인을 위해
서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졸업생들이 미국 어디서나 시간당 $25~$60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시간당 $80~$100)을 버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터넷 및 컴퓨터 기술을 고려한다면 공립학교는, 뉴욕시 주민들과 소사업가
들이 좋은 직업과 사업 기회들을 얻고 번영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교과 과정은 carlperson.com/resume03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사업규제 완화입니다. 웹사이트에 모든 지출을 완전히 공개하는 재정적 투명성. 효과적인 
공적 선거운동 자금 지원. 무료 대중교통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수입에서 지불됨).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50년간 소규모 사업체들과 직업중심 교육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고, 뉴욕시 주민
들에게 좋은 임금을 지급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뉴욕시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한지 알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민 대부분이 직면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그 이후에 대학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www.jimmymcmillan.org

Jimmy (rent is too damn high) 
McMillan
시장 (RTH)

소속정당: 민주당
현재 직업: 임대료가 너무 지독하게 높아 당 설립자 
이전 직업: 우체국 직원, 미국 육군 재항군인, 개인소속 사설 탐정
학력: 바클리 PSI 졸업생
소속된 조직: 없음
이전 공직 경험: 없음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임대료 인하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교육
노동자 가정
빈곤문제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람들의 목소리, 젊은 사람, 가난한 사람, 노동자 가정 그리고 장애인과 같은 뉴욕시
에서 잊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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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gadonyc.com  |    ErickSalgadoNYC  |    ErickSalgadoNYC

Erick Salgado
시장 (SC)

소속정당: 민주당
현재 직업: 후보자의 임무에 전념하면서 벤슨허스트에 있는 
Iglesia Jovenes Cristianos 교회에서 목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업: 에릭은 서점을 창업해 네 개 보로에 지점을 둔 체인으로 
키웠습니다. 그는 또한 라디오 네트워크를 설립했고 작년 12월까지 
(주) Radio Cantico Nuevo의 대표였습니다. 에릭은 지난 24년간 뉴욕시의 다양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데 수천 시간을 헌신했습니다. 
학력: 에릭은 UTI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소속된 조직: 해당되지 않음
이전 공직 경험: 해당되지 않음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저는 줄리아니 시장 행정부 때 수준으로 경찰청 인원을 복원하고, 할당량을 제거하며, 
모든 경찰관이 받는 교육과정에 감수성 훈련을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테러리즘에 맞서는 
경찰국의 여러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1. 뉴요커들은 생활임금을 지불하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많은 사업체들의 성공을 
가로막는 관료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구식 규제를 없애며, 가능한 많은 허가증 취득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세금 유인책을 사용하며, 
뉴욕시 제안서 요청 과정을 사업체 중심으로 운영하고,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뉴욕시에 
더 많은 사업체를 유치하겠습니다. 2. 교육부는 즉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교사 평가서에 점수를 주는 것을 포함하여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또한 총체적인 감사를 시행해 어떤 프로그램이 성공적인지 측정하고, 이 정보를 교사 
들과 교장들에게 보급하겠습니다. 저는 뉴욕시 전반에 걸쳐 선출직 커뮤니티 학교 운영
위원회를 재건할 것입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뉴욕시의 다양한 민족 및 종교 그룹들을 대표하고, 그들에게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강제하지 
않을 후보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인 가족관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사노조에 맞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할 후보자 또한 저밖에 없습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Dan Fein
시장 (SW)

소속정당: 무소속
현재 직업: 전자제품 공장에서 기계조립원
이전 직업: 전구 공장 조립원
학력: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소속된 조직: 사회주의 노동자당
이전 공직 경험: 2000년 뉴욕 주지사 SWP 후보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사회주의 노동자당 후보들은 노동자들에게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다른 자본주의 정당들과 
단절할 필요를 역설하기 위해 모범을 보이며, 독립적인 노동자계급의 정치행동을 위한 길을 
제시합니다. 
뉴욕시와 미국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업입니다. 노동계급 내의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 간의 분열은,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정부출자의 공공 근로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합리적 가격의 주택, 탁아시설 그리고 노동자에게 필요한 그 외
시설의 건설을 요구하는 노동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노동계급 단결. 강제추방 중단.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투쟁하는 노조로 조직화. 
쿠바 혁명가 5인 석방. 이들은 미국 영토에서 제재를 받지 않고 활동하는 쿠바계 미국인들의 
반혁명 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던 중 1988년 날조된 “음모죄”로 미국 감옥에 수감되
었습니다. 
여성의 낙태할 권리 방어. 워싱턴의 정치공방 반대. 아프가니스탄, 한국, 관타나모, 그리고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미군 철수. 검문 몸수색 (Stop and Frisk) 폐지. 저는 트레이본 마틴을 
살해한 자의 기소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선거에서 유일한 노동자 정당인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시장 후보입니다. 저는 지난 
겨울 통학버스 운전사들과 보조요원들이 파업하는 동안, 교통노조연맹 1181 지역 분회와 
함께 시위하고 행진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노조파업 그리고 사업주와 그들의 편인 
정부가 자행하는 공격에 맞서는 투쟁에 참여해 왔습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www.credico2013.org  |    pages/Randy-Credico-for-Mayor-of-New-York-City-2013/111174312385339  |    credico2013

Randy Credico
시장 (TWS)

소속정당: 민주당
현재 직업: 정치 풍자가, 정치 코미디언, 컨설턴트 
이전 직업: 인종적 정의를 위한 윌리엄 쿤슬러 기금 대표
학력: 캘리포니아 Mt. Sac 칼리지
소속된 조직: 쿤슬러 기금
이전 공직 경험: 0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뉴욕 형사사법제도를 개혁하는 일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상위 1%인 월스트리트 부자들에게 세금 부과
99%에겐 세금 감면 
공립학교 개선

방대한 FDR 일자리 프로그램 
무료 의료 서비스 및 대학 교육
부동산 누진세
합리적인 주거비용
사립대학들에 대한 세금 부과
흡연금지법 및 카바레 법안 폐지 
d 소규모 사업체 보호하기
레이 켈리 해고하기
교사들 보호하기
지역자치순찰제도
무료 버스 및 전철 서비스
애완견 공원 늘리기
더 자세한 내용은 credico2013.org에 있습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 풍자가 및 운동가이기 때문에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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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 “옴부즈맨” 혹은 중재자로서 공익 대변인은 공공 
정보의 운영과 시 기관들의 민원 프로그램들을 감독하고, 시 
서비스에 대한 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시장의 
부재시 공익 대변인이 시장을 대리하며, 시장이 공석일 경우 공익 
대변인이 특별선거가 열릴때까지 시장직을 대행합니다. 공익 
대변인은 또한 시의회 회의를 주재하며, 지역 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공익 대변인의 연봉은 $165,000입니다.

공익 대변인
시 전체에 해당하는 공직 후보

Letitia James (D†, WF) Alex Merced (LBT)* 
Daniel Squadron (D†) Tyrrell L. Joiner-Eiland (RTH) 
Robert Maresca (C)* Deborah Liatos (SW) 
James Lane (G) Mollena G. Fabricant (SF)* 
Michael K. Lloyd (F)* Irene E. Estrada Rukaj (WV)* 

위에 기재된 후보자 중 일부는 이 안내서가 출판된 이후에 후보명단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습니다. 
* 이 후보자는 인쇄판 유권자 안내서에 실리도록 완성된 프로필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안내서를 위해 소셜 
미디어 링크 및 웹사이트 정보를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www.nyccfb/info/voterguide를 방문하십시오.

†  2013년 10월 1일 (이 안내서가 인쇄된 이후에) 민주당 예비선거 승리자를 결정하기 위해 결선투표가 치러졌습
니다. www.nyccfb.info/voterguide에서 최종결과를 확인하세요. 

  letitiajames2013.com

Letitia James
공익 대변인 (D, WF)

소속정당: 민주당
현재 직업: 뉴욕시 시의원
이전 직업: 법률지원 소사이어티 공익변호사로 활동; 뉴욕주 
검찰청 부청장; 뉴욕주 하원 최고 사무책임자
학력: 뉴욕시 공립학교; 뉴욕시립대 리먼 칼리지; 하워드 대학교 로스쿨
소속된 조직: 도시네트워크 설립 - 자금을 모아 도시 거주 청소년들에게 대학 
장학금을 지급하는 소수자 전문인 조직 연합.
이전 공직 경험: 뉴욕시 시의원, 제35선거구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모든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싸우는 것이 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공익 대변인직을 통해 교육의 질 개선이 시정의 초점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지역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단순히 시험을 치르는 것을 넘어 대학과 실제 세상에 
준비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공정임금과 노동자들을 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직업, 합리적인 주거비용, 소비자 보호,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공공안전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경력 전반에 걸쳐 저는 진보적인 가치를 위해 싸워 왔습니다. 공익 대변인으로서, 저는 
좋은 학교, 임금이 좋은 직업,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그리고 시의 노동계급과 중산층의 
이익을 위해 싸움으로써, 경제, 사회적 정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squadronfornewyork.com  |    Squadron4NY  |    Squadron4NY

Daniel Squadron
공익 대변인 (D)

소속정당: 민주당
현재 직업: 주 상원의원
이전 직업: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학력: 예일 대학교
소속된 조직: 해당되지 않음
이전 공직 경험: 2008년 당선 이전에는 척 슈머 미국 상원의원의 최고 보좌관을 
역임했고, 그와 공동저자로 책을 저술했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 교통 시스템을 위해 
30억 달러를 확보했고, 자금을 관청에서 우리 공립학교로 옮기도록 노력했습니다.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저는 특히 취약층이 뉴욕시에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곳을 더 살기 좋고 저렴한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저는 모든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일구어 갈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공립학교로 자금을 더 많이 조달하고 더 책임 있는 교육 시스템
을 만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부모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 정부가 위탁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아이가 한 명도 없도록 일하겠습
니다. 저는 뉴타운 참사 때 쓰였던 것과 같은 군사용 공격무기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제정했
습니다. 저는 NRA에 맞서 불법 총기를 우리 거리에서 없애고 뉴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허리케인 샌디가 닥쳤을 때, 저는 집을 잃은 노인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들을 위해 구호센터를 열고 식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잃은 주택소유주
들을 위한 세금 감면을 위해 싸웠습니다. 공익 대변인으로 선출해 주신다면 저는 우리의 
안전과 다음 재해에 대한 준비를 책임지겠습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뉴요커들을 위해 결과를 얻어낸 입증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부패에 맞서 
싸웠고, 획기적인 총기 관련 법안을 제정했으며, 저렴한 주택과 공원 및 대중교통 확산을 
지지했습니다. 저는 공익 대변인이란 자리를 어린이, 노인, 그리고 대변인이 필요한 평범한 
가정들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일하는 공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척 슈머, 두 명의 전임 공익 
대변인, 그리고 시 지도자들 모두 저를 지원합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10    www.nyccfb.info/voterguide를 방문하세요

  www.VoteJamesLane.org  |    VoteJamesLane  |    VoteJamesLane  |    VoteJamesLane

James Lane
공익 대변인 (G)

소속정당: 녹색당
현재 직업: 24/7 미디어, 고객 지원 이사; 핫 인디 미디어, 설립자; 
블랙 던, 베이시스트
이전 직업: 로이터스 금융, 해외 계정 분석가; 로이터스 의료 서비스, 
사원 회계사; 파트너스 인 케어, 청구 코디네이터; 뉴욕 방문 간호사 서비스, 
수석 환자 계정 대표 
학력: 미국 육군 신호 학교, 전자/정보통신 기술자; 아트앤디자인 고등학교, 
상업 미술/그래픽 디자인 
소속된 조직: 미국 녹색당, 다양성 위원회 위원; 뉴욕 녹색당, 주 위원회 위원
이전 공직 경험: 저는 유급직 정부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로서 제 지역
사회를 개선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집중해 온 안건 중에는 입양아들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 권리, 비대한 군사 예산 삭감, 수소화 분해 불법화와 재활용 프로그램 
개선 등이 있습니다.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우리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 온 정부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경제적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건강과 사회복지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입양아 권리, 합리적인 가격의 주거시설, 소비자 권리, 생태적 지혜, 풀뿌리 민주주의, 고등
교육, 대중교통, 비폭력, 공공보건 그리고 사회정의.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 평생 뉴욕시에서 살아온 주민입니다. 저는 플러싱에서 태어나 
할렘에서 자랐으며, 헬즈키친에서 성숙기를 보내고, 지금은 파크슬로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기혼자로서,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에 어린 자녀를 맡기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저
는 군, 기업 및 인터넷 기술 관련 분야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아 왔으며, 여가 시간에는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일궈 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공익 
대변인 자리의 녹색당 후보로서 저는 시장과 시 정부를 꼼꼼하게 감시할 것을 약속드립
니다. 양당제 시스템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당선된다면 더 진정한 민주주의에 한 발짝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Deborah Liatos
공익 대변인 (SW)

소속정당: 사회주의 노동자당
현재 직업: 전자제품 공장에서 기계 조립원
이전 직업: 공장 노동자
학력: 고등학교
소속된 조직: 사회주의 노동자당
이전 공직 경험: 2012년 제 13 미 하원의원 선거구 SWP 후보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노동자들은 심화되는 자본주의의 범세계적 경제위기의 결과(노동조건과 삶의 기준을 
위협하는 공격)를 곳곳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양산하는 경쟁과 분열을 타파
하고 노동계급의 단결을 쟁취하기 위해, 그리고 유산계급 지배자들에 대항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힘을 기르기 위해,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선거 캠페인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수백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정부출자의 대규모 공공근로 프로그램. 합리적 가격의
주택, 병원, 탁아시설 및 그 외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의 건설. 모든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높여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노조에 가입시
키는 것. 여성의 낙태할 권리 방어. 검문 몸수색 (Stop and Frisk) 폐지.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하나의 우선 과제는 쿠바 5인, 즉 1998년 날조된 음모죄로 체포된 쿠바의 혁명가들- Ge-
rardo Hernández, Ramón Labañino, Antonio Guerrero, Fernando González 그리고 
René González-의 석방을 요구하는 운동에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오늘날까지 미국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 다섯 명은 미국 영토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활동하는 쿠바계 미국인들의 반혁명 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석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50년 넘게 쿠바혁명을 만들고 지켜왔
으며, 이곳에서 노동자 계급투쟁을 정치권력 획득으로 이끌 혁명 정당을 건설할 남성과 여성
들의 표본입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다른 사회주의 노동자당 후보들은 노동자들에게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다른 자본주의 
정당들과 단절할 필요를 역설하기 위해 모범을 보이며, 독립적인 노동자계급의 정치행동을 
위한 길을 제시합니다. The Militant 신문에서 제 선거운동과 위와 같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212-736-2549으로 전화주시거나 newyorkswp@mac.
com로 이메일을 주시어 우리 선거사무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www.jeadvocate.com  |    joinereiland  |    joinereiland  |    joinereiland

Tyrrell L. Joiner-Eiland
공익 대변인 (RTH)

소속정당: 공화당
현재 직업: 담임 목사 | Greater Church of God Pentecostal, Inc. 
이전 직업: D.C. 주택 및 지역 사회 개발부,  프로젝트 관리자, 
올스테이트 보험회사 | 건축사 인턴, 블루 크로스 블루 실드 | 
소수집단 원조, 피츠버그 도시 리그 주요 관리자 | 친환경 건축 개념, 주요 관리자 | 
GB 호스피탈리티 그룹, 전국 친환경 집단 토론회 진행자 | (주) 기업 재단 
학력: 뉴욕대학교-조직행동론, 하워드 대학교-건축학, 인디아나 대학교-모금관리, 
프로토콜 | 워싱턴 프로토콜 스쿨
소속된 조직: 키와니스 국제협회 | 회원, 미국대표 | 세계 유대인 학생 협회 | 뉴욕
대학교 기독교 모임, 회원 | 미국건축사협회, 미국 친환경 건물 협회,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 교회, Ancient Free & Accepted 메이슨
이전 공직 경험: 백악관, 인턴 | 미국 국무부, 일원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도시 청소년 
위원회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주택문제야 말로 뉴요커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이슈입니다. 만원 상태인 노숙자 보호소, 
부당한 임대료 인상, 그리고 이제는 허리케인 샌디까지 – 뉴욕시는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의 
부족이라는 이 심각한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할 공익 대변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뉴욕시 
모든 시민이 고된 하루를 마치고 쉴 수 있는,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안정적인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뉴욕시는 이제 제반시설과 폭풍대비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자연재해가 가져올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해안가를 보호할 명확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교육 개혁 
또한 공익 대변인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태까지 이루어 온 성과에 만족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전 시스템과 패턴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현 정부가 이룩한 교육 개혁을 동력을 잃지 않고 이어받아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
들은 자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조직폭력, 마약 그리고 범죄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지만, 우리에겐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은 역경을 겪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그들의 이익을 대변
한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저는 독특한 스타일의 리더십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저도 같은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압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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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 M. Stringer
감사관 (D, WF)

소속정당: 민주당 
현재 직업: 맨해튼 보로장,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이전 직업: 뉴욕주 하원의원, 제 67 어셈블리 선거구
학력: 존제이 대학교, 학사 
소속된 조직: 해당되지 않음 
이전 공직 경험: 맨해튼 보로장, 2006~현재; 뉴욕주 하원의원, 
제 67 어셈블리 선거구, 1992~2005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저는 뉴욕시의 건전한 재정을 책임지고, 세금으로 걷은 돈 한푼 한푼을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할 것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시 지출을 검토하고 낭비와 비효율성을 뿌리 뽑을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투자를 통해 연금기금을 늘리고, 사기와 남용을 막기 위해 시 정부의 
민간위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 공직 생활 내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수준의 청렴성과 책임감을 정부에서 발휘할 
것입니다. 시 예산을 꼼꼼히 검토하고, 시 기관의 실적을 감사해 정부가 세금을 내는 주민
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끔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해 뉴욕시 다섯 보로 모두에서 우리 경제를 다양화하고, 중산층과 노동 가정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유의미한 실적을 가진, 진보적이고 개혁 중심적인 민주당원으로서 제 공직 생활 
20여 년을 일구어 왔습니다. 보로장으로서 저는 시 정부가 외부 컨설팅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수백만 달러를 낭비하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또한, 교육청이 학생 등록을 
터무니없이 잘못 예측해 갑자기 새로운 학교를 짓게 한 잘못도 찾아냈습니다. 공공주택 
건물 엘리베이터 75%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밝혀낸 후, 세입자들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할 기금 수십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감사관으로서도 저는 이와 같은 믿음직함, 
독립성, 그리고 우리 시의 주민들을 위해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일할 
것입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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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Burnett
감사관 (R, C, SC)

소속정당: 공화당
현재 직업: 존은 화이트 울프 자본 자문 위원회 위원입니다.
이전 직업: 존은 20년 넘게 금융 서비스 관련 경력을 쌓았으며, 
국내외적으로 규정 준수, 관리, 투자 감독 및 위험 관리 분야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학력: 존은 뉴욕대학교에서 리더십 및 경영학 학사 프로그램을 우수졸업하였으며, 
코넬 대학교 존슨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소속된 조직: 도시자원기관 이사회 위원, 공교육 시민 위원회 (P.E.N.C.I.L.), 
Alpha Phi Alpha 사교모임 - 종신회원, 전미흑인회계사협회, 흑인남성백명, Inc. 
이전 공직 경험: 존은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지역사회 서비스 향상 프로젝트 
그리고 교육 및 의료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저는 연금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가 
최소 수익을 내지 못하면 세금으로 나머지 액수를 충당하게 됩니다. 저는 세금으로 걷은 

돈을 쓰는 것을 막고, 또 동시에 퇴직자들을 위해 연금 기금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자
하겠습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공직의 청렴성을 복원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저는 뉴욕시 전역에 걸쳐 위험관리 
평가제도 및 보정 계획을 수립해 가치를 최적화하고, 뉴욕시 정부 재정 낭비와 부정을 줄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교육 시스템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뉴욕시 감사관은 최고재무책임자와 같은 직책입니다. 감사관 사무실은 연금기금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시 기관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행하며, 재정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지난 
20년간 해왔던 일–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회계 감사, 준수 평가, 계약 관리, 예산 및 재정 
관리–을 우리 시를 위해 계속할 수 있도록 저를 감사관으로 선출해 주시길 뉴욕시 유권자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감사관은 뉴욕시의 최고재정책임자입니다. 감사관은 시장과 
시의회에 시 재정상태에 대하여 보고하고, 시 운영, 재정정책 및 
금융거래에 대해 권고하며, 시 기관들에 대한 감사와 시 재정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조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 계약에 대한 등기와 
감사를 책임지고, 시 공채를 발행 및 판매하며, 시 소유 감채기금과 
다른 신탁 그리고 연금을 관리하고, 시 사업에서 낭비와 부정을 일소
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합니다. 감사관의 연봉은 $185,000입니다.

감사관
시 전체에 해당하는 공직 후보

Scott M. Stringer (D, WF) Hesham El-Meligy (LBT)* 
John Burnett (R, C, SC) John Studer (SW)* 
Julia Willebrand (G) Richard Bozulich (WV)* 

위에 기재된 후보자 중 일부는 이 안내서가 출판된 이후에 후보명단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습니다. 
* 이 후보자는 인쇄판 유권자 안내서에 실리도록 완성된 프로필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안내서를 위해 소셜 
미디어 링크 및 웹사이트 정보를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www.nyccfb/info/voterguide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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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a Willebrand
감사관 (G)

소속정당: 녹색당 
현재 직업: 큰 기업들이 장악해 버린 뉴욕시의 두 정당 시스템을 
사회정의와 모든 뉴요커의 환경 및 경제 관련 가치를 반영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하기 위해 일하는 시민운동가.
이전 직업: 회계, 웨이트리스, 사립 탐정, 모델. 하지만 제 경력을 대부분 헝가리에서 
풀브라이트 교수로 쌓았습니다. 뉴욕주립대 노동 대학, 영문학과장; 저지시티 주립대학 
ESL 코디네이터; 복지 교육 프로그램, 직원개발 책임자; P.S. 84, 교사.
학력: 세인트 장 바티스트 고등학교; 뉴욕시립대 시티 칼리지, 학사; 컬럼비아 대학교, 
석사 및 성인교육; TESOL
소속된 조직: 미국 녹색당 국제 위원회 공동위원장; 북-남미 녹색당 연합 미국 대표; 
시에라 클럽 기업책임특별위원회 멤버; 아팔레치아 산 클럽 보존 위원장; 뉴욕시교원
노조 대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대안은행 모임
이전 공직 경험: 맨해튼 고체 쓰레기 자문 위원단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뉴욕시 주택공사가 공립주택 놀이터를 고층 고급 아파트를 지으려는 개발업체에 매매하려는 
행각이나, 교육청이 고급 주택 개발을 위해 학교들을 허물어 부동산을 제공하려는 것처럼 
뉴욕시가 여러 방법으로 기업을 보조하는 관행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1. 은행비용과 뉴욕시 채권의 이자를 낮추기 위해 북다코타 주의 모델을 본받아 주 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2.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주었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기업 세금공제 및 여러 보조금을 없애겠습니다. 3.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뉴욕시 
연금기금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에 가지고 있는 투자금을 철회 하도록 조언하겠
습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공립학교에 다닌 두 자녀의 엄마로서, 또 퀸즈에서 자라고, 맨해튼
에서 공부했으며, 브롱크스에 일터를 두었던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둔 사람으로서, 저는 
뉴욕시의 여러 계급을 두루 잘 압니다. 또한 저는 이 공직의 독립적 권력을 사용하여 1%가 
아니라 모든 뉴요커에게 혜택을 줄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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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inda Katz
퀸즈 보로장 (D, WF)

소속정당: 민주당
현재 직업: 퀸즈 보로장 후보자로서의 책무에 전념.
이전 직업: 뉴욕시 시의원 (2000-2009); 퀸즈 보로장 산하 
커뮤니티 운영위원회 책임자 (1999-2002); 뉴욕주 하원의원 
(1994-1998); 변호사
학력: 세인트 존스 대학교 - 법학박사; 매사츄세츠 대학교 - 학사; 힐크레스트 
고등학교 
소속 된 조직: 퀸즈 심포니 오케스트라 전직 이사회 임원; 퀸즈 유대인 커뮤니티 
위원회 전직 이사회 임원; 로버트 케네디 민주당원 모임 지역구 지도자
이전 공직 경험: 뉴욕시 시의원 및 토지사용 위원회 의장, 커뮤니티 운영위원회 책임자 - 
퀸즈보로장 사무실, 뉴욕주 하원의원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퀸즈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우리는 퀸즈를 중산층 가정이 살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비어 있는 산업 지역을 활성화해 퀸즈 모든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학교를 보장하고, 노인과 중산층 가정을 위해 저렴한 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이 또 닥칠 수 있는 폭풍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허리케인 샌디의 여파에 현명
하게 대처하는 것을 우리의 최우선 사항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폭력조직 및 
총기 폭력을 줄여 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방과후 프로
그램을 제공하며, 현재 집행 중인 검문 몸수색(Stop and Frisk)을 개혁해 이를 효과적이
고 공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시의회 토지사용위원회 의장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제공하는데 힘쓰겠
습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퀸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지금은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서 어린 아들 
두명을 키우고 있으며, 우리 보로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시 정부 및 주 정부
에서 의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전직 보로장 클레어 슐먼 임기 중 커뮤니티 운영위원회 
책임자로 근무했습니다. 저는 퀸즈의 다양한 지역사회를 통합해 공통점을 발견하고 효과
적이고 진보적인 해결책들을 찾는데 전념하겠습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지역 후보

보로장
보로장은 각 보로의 최고책임자입니다. 보로장은 보로 연간 
실행 예산을 시장과 협의하고; 예산 우선순위, 시설확충 사업,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 권고할 수 있으며; 시 시설을 위한 
토지사용 결정과 예정 부지에 대한 검토를 하며; 시 서비스 제공과 
계약 실행에 대한 감독을 책임지고; 시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로장의 연봉은 $160,000입니다. 

Melinda Katz (D, WF)
Aurelio Antonio Arcabascio (R) 
Peter F. Vallone Jr. (C)
Everly D. Brown (JE)

위에 기재된 후보자 중 일부는 이 안내서가 출판된 이후에 후보명단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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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petervallone.com  |    peter.vallone.96  |    pfvjr

Peter F. Vallone Jr.
퀸즈 보로장 (C)

소속정당: 민주당
현재 직업: 뉴욕시 시의원, 제22선거구; 공공안전 위원회 의장 
이전 직업: 맨해튼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Vallone & Vallone 
파트너
학력: 포드햄 칼리지와 포드햄 로스쿨에서 우등 졸업 및 Phi Beta Kappa 회원
소속된 조직: CHOKE; 타미먼트 민주당원 모임; 아스토리아 시민 연합; 
Sharing & Caring
이전 공직 경험: 2001년부터 뉴욕시 시의원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퀸즈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여러 지역 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범죄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안전
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시의회 공공안전 위원회 의장으로서, 저는 뉴욕시 
경찰국장 레이 켈리와 협동해 범죄를 35% 줄이고, 테러리스트, 성범죄자 그리고 낙서범들을 
벌했습니다. 보로장으로서 저는 퀸즈가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계속해서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현재 소규모 사업체들과 주택소유주들은 시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상점과 레스토랑들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와 수도세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저는 소규모 사업체들을 돕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재산세 반대표를 던진 몇 안 되는 의원 중 하나였습니다. 보로장으로서, 저는 퀸즈의 심장인 
사업체와 가정을 계속해서 보호할 것입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공직의 민주당 후보자 중,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검사로 경력을 쌓기 시작해 제 가족의 작은 법률 사무실을 
10년간 경영했습니다. 정부에서의 일도 값지지만, 퀸즈 중산층 가정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부 경험과 관점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퀸즈 유권자들은 
자신들을 섬겼고 자신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저를 신뢰할 수 있습
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www.everlybrown2013.com

Everly D. Brown
퀸즈 보로장 (JE)

소속정당: 민주당
현재 직업: 개발자, 차압 컨설턴트, 금융 컨설턴트 및 투자가. 
지역사회 조직가, 퀸즈에서 사업 소유. 
이전 직업: 개발자, 차압 컨설턴트, 금융 컨설턴트 및 투자가.
학력: 세인트 프란시스 대학교에서 학사과정; 워싱턴 비즈니스 
인스티튜트에서 비즈니스 행정학 준학사 학위. 데일 카네기 인스티튜트에서 공개연설 
과정, 서인도 제도 자메이카 인문학, 과학, 기술 대학교에서 비즈니스 과정, 세인트 존스 
대학교에서 기초 부동산법 과정. 
소속된 조직: 전국 경매 네트워크, 다양한 시민 및 자선 단체. 
이전 공직 경험: 뉴욕주 하원, 뉴욕시의회 및 뉴욕주 상원 후보자.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퀸즈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퀸즈 주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입니다. 저는 참여정부를 통해 퀸즈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보로장 행정의 투명성도 높여야 합니다. 교육 특별 전문 위원회를 

개설해 퀸즈 학교에 필요한 개선점을 제시하고 그 경과를 평가하게 하겠습니다. 지역 
환경미화를 위한 자금을 늘리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는 퀸즈와 우리 지역 외관에 
대한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지역 정부의 청렴성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투명성을 통해 시스템 내에 신뢰를 쌓고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2주에 한 번씩 모임을 개최해, 퀸즈 주민들이 보로장에게 직접 걱정거리를 
토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30년간 퀸즈에서 주민으로 또 지역 지도자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퀸즈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 조직가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고, 퀸즈와 그 시민들을 믿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대표하는 시민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할 동기와 에너지가 있습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www.Arcabascio2013.com  |    Arcabascio2013  |    Tony4QueensBP

Aurelio Antonio Arcabascio
퀸즈 보로장 (R)

소속정당: 공화당
현재 직업: 정보 시스템 시설 및 자본 프로젝트 고위 관리자 
이전 직업: (주)크림슨 테크놀로지 창업자; 국내 및 해외 주요 
금융기관 정보 시스템 고위 컨설턴트
학력: 1~8학년까지 뉴욕시 공립학교; 마터 크리스티 고등학교; 머시허스트 대학교; 
뉴욕시립대 전문교육부
소속된 조직: 프랭크 캐나 공화당원 모임; 맨해튼 연극 모임; ALS 재단; 
유방암 연구
이전 공직 경험: 없습니다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퀸즈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보로장은 주민을 옹호하고 모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책임을 가진 직책입니다. 
퀸즈는 뉴욕시를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도로 개선을 지지하고 퀸즈 전체를 
위한 지속적인 환경미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더 많은 공원과 아이들을 위한 설비를 
갖춘 오락시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보로장은 다름 아닌 그 보로의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어있는 건물들에 유망 
기업들이 새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보로를 홍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보로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 정부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2020년이 되면 다른 보로에 비해 퀸즈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수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지금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적인 리더로서의 경력, 30년 넘게 기술 분야에서 제가 일구어 온 성공,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 수준 높은 의료 시설을 제공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될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제 경험과 지식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다른 후보자들과 다른 
점입니다.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해법을 찾아내는 능력으로 우리 보로가 직면한 
어려움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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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후보

시의회 의원
시의회는 뉴욕시정부의 의회 또는 입법부입니다. 시의회는 
시단위 법안을 통과시키고, 토지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며, 시정부 산하 기구들에 대한 감독을 이행하고, 시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일을 담당합니다. 각 시의원은 51개의 
뉴욕시의회 선거구 중 하나를 대표합니다. 시의원의 기본 연봉은 
$112,500입니다. 시의회 지도자들과 위원장들은 추가급여를 
받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은 의원직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선거 | 제 27 시의회 선거구

» 제 27 시의회 선거구 » 제 28 시의회 선거구
I. Daneek Miller (D†, WF) Ruben Wills (D)  
Clyde Vanel (D†) Mireille P. Leroy (U)*
Sondra H. Peeden (I)

위에 기재된 후보자 중 일부는 이 안내서가 출판된 이후에 후보명단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습니다. 
* 이 후보자는 인쇄판 유권자 안내서에 실리도록 완성된 프로필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안내서를 
위해 소셜 미디어 링크 및 웹사이트 정보를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www.nyccfb/info/voterguide를 
방문하십시오.

†  본 안내서가 출판될 시기에 접전으로 인해 민주당 예비선거 결과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www.nyccfb.info/voterguide에서 최종결과를 확인하세요. 

  www.voteidaneekmiller.com  |    idaneekmiller

I. Daneek Miller
제 27 시의회 선거구 (D, WF)

소속정당: 민주당
현재 직업: 뉴욕시 MTA 퀸즈 지역 버스 부서에 근무하는 운전
사 및 정비사들을 대표하는 합동 운송 노조 (ATU) 1056번 지구 
위원장 
이전 직업: ATU 1056 정치 활동부 의장 및 서기, MTA 버스 운전사
학력: 코넬 대학교 노동 관계 대학, 씨티 칼리지와 전국 노동 칼리지의 뉴욕시립대
교통 연구소
소속된 조직: 퀸즈남부공원협회 - 이곳에서 후보자는 우리의 공원을 개선시키고 
젊은이들에게 교육적,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하였음; 빈곤 가정을 돕는 
Brothers Unlimited 공동 설립자; 라이프 캠프와 퀸즈흑인남성연합 멘토; 뉴욕시 
중학생 야구 리그, 이 조직은 시 전체에 걸쳐 수백명의 청소년을 포괄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거의 두 배로 성장하였음; 가이 R. 브루어 모임, 진보를 위한 민주당 
모임; 근로가정당 뉴욕시 상임 위원회
이전 공직 경험: 29개 노조와 60,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MTA 노동 동맹, 
공동의장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제27선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대닠은, 공립 학교의 졸업생이자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로서, 공교육을 향상
시키고 교사들에게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자원, 도구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대닠은 뉴욕시를 더욱 공정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질 좋은 
공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보수가 좋은 직업을 가질 기회를 누리며, 선출된 공직자들은
부유한 기부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도록 말입니다. 
또한 좋은 고용 기회, 교육과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핵심인 교통수단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닠은 시의회에서 남동부 퀸즈를 대표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남동부 퀸즈의 가족들을 위해 싸워 왔고,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혜택과 서비스를 가져다주는 
노동 운동가이자 동맹 조직가로서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민들이 직장과 
학교에 더 쉽게 도착하고 진료 예약과 같은 여러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Q27과 Q42를
포함한 여러 버스 서비스를 복원하였으며, 미국 전역의 지역 단위 공무원 노동자들을 위한 
최초의 탁아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시설의 승객들과 노동자들을 폭행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clydevanel.com  |    clyde.vanel

Clyde Vanel
제 27 시의회 선거구 (D)

소속정당: 민주당
현재 직업: 변호사
이전 직업: 식당 운영, 인터넷 상표 회사 
학력: 보스턴 대학교 법학박사; 뉴욕주립대학교, 이학사
소속된 조직: 캠브리아 하이츠 시민단체, NAACP, Kappa Alpha Psi 사교모임 
이전 공직 경험: 민주당 카운티 위원회; 민주당 선거 변호인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제27선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클라이드는 뉴욕시, 특히 제27선거구 내의 고용 창출이 다음 당선되는 시의원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의 친구, 이웃들은 고용주들이 뉴욕을 
떠나 뉴저지나 코네티컷으로 떠나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고는 했습니다. 단지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주들을 뉴욕시로 끌어오는 일뿐만 아니라, 기존의 고용주들을 
붙잡아 두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클라이드는 또한 많은 지역 거주민들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뉴욕시에서 소규모 사업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과도한 절차적 장애를 없앨 것입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클라이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교를 막아 교육을 개선하
는 동시에 지역 학교들에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 것, (2) 경찰의 검문 몸수색 (Stop and 
Frisk) 관행을 근절시키면서도 범죄 예방과 안전을 향상하는 것, (3) 중산층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금 개혁, (4) 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고 교통체증을 없애는 것, (5) 버스 서비스 개
선, (6) 의료 서비스를 널리 제공하는 것, (7) 주택차압 문제를 이슈화하고 주민들이 집 장만의 
꿈을 좀 더 쉽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클라이드는 여러 해 동안 지역사회와 학교를 위해 싸우고 대변해 온 변호사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시의원 후보입니다. 그는 지난 가을 선거구 재 구획과정에서 우리 선거구가 
나누어지지 않도록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목소리를 낸 유일한 후보자입니다. 또한 클라이드가 
선거구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은 많은 지역 조직들이 모이고 행사를 개최하는 커뮤
니티 센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2013년 본선거 11월 5일  |  오전 6시~오후 9시    15 

본선거 | 제 28 시의회 선거구

후보자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후보자 중 많은 이들은 본인 프로필에 
소셜 미디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오른 쪽에 있는 주소를 통해 원하시는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 웹주소 끝에 
후보자 고유 식별자를 입력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www.twitter.com/

www.youtube.com/

www.linkedin.com/

www.facebook.com/

  sondrapeeden.nationbuilder.com  |    SondraPeeden

Sondra H. Peeden
제 27 시의회 선거구 (I)

소속정당: 민주당
현재 직업: 컨설턴트
이전 직업: Peeden, Jacobs & Associates, 공동경영인; 
학교 감독 및 행정에 관한 위원회, 정치전략 부책임자; 시의원 
데이비드 웨프린 사무실, 차석보좌관; 시의원 토마스 화이트 주니어 사무실, 정책 
보좌관; (주) Rivera, Sierra & Co., 컨설턴트; 사회복지관, 약물남용 상담사; 시의원 
후아니타 왓킨스, 입법 보좌관
학력: 메리마운트 맨해튼 칼리지; 사회복지 교육 기관
소속된 조직: 평생동안 성공회 신자임; 서구드 마샬 평 민주당원 모임, 창립멤버; 
St. James the Less Community Corp., 전임 부회장; Lewis H. Latimer Youth Corp., 
이사회, 창립멤버; NAACP 자메이카 지부, 종신 회원; 진보를 위해 뭉친 민주당원 
모임, 회원
이전 공직 경험: 저의 공직 경력은 상임고문의 안내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간 
모든 위치에서 저는 대중의 신뢰를 가벼이하지 않았고, 그 중요성을 깊이 새겨 왔습니다. 
저의 정치적 멘토인 후아니타 왓킨스로부터 교육과 복지 정책에 대해 배웠습니다. 시의원 
화이트와 함께하며 공공 안전과 경제 발전의 이슈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웨프린과는 유권자 서비스와 뉴욕시 예산 문제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습니다.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제27선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우리는 청소년과 노인과 같은 우리 곁의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두 취약계층 
사람들에게 주택과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해 주고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뉴욕시의 교육청을 재편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을 발달시키고 제반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년간의 공직 경험을 통해 저는 시의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입법과정, 
정책 수립 그리고 우리 지역과 뉴욕시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예산안을 수립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저만의 특별한 경험과 능력으로 저는 공직에서 경력을 쌓아왔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시 운영에 대한 지식, 참신한 관점, 타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춘 선출직 공무원들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능력들을 갖추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여러분을 위해 일할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www.rubenwills.com

Ruben Wills
제 28 시의회 선거구 (D)

소속정당: 민주당
현재 직업: 시의회 의원 
이전 직업: 소규모 사업체 소유주, 컨설턴트 
학력: 설리번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사회과학 학위;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에서 정치학 및 도시계획 대학원 과정
소속된 조직: NAACP, 기독교인 농구 리그, Inc, 뉴욕 4 Life, Inc
이전 공직 경험: 셜리 헌트리 상원의원 수석보좌관, 리로이 콤리 시의원 특별보좌관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제28선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경제 발전의 부족은 우리 성장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취업기회를 확장하면, 범죄율을 낮추고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상승
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시 전반에 걸쳐 지역사회들을 침투하고 있는 총기 및 조직 폭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이를 없애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합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역과 맺어온 인연을 통해 저는 문제들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 왔습니다. 2년반의 
임기 동안 저는 우리 노인센터 및 탁아센터에 대한 지원 삭감에 맞서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지역 내 모든 공립학교들이 기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수백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PS 30과 오거스트 마틴 고등학교 폐교에 반대했고, PS 40의 폐교를 막는 데 성공했
습니다. 저는 또한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들을 위해 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16    www.nyccfb.info/voterguide를 방문하세요

지역 후보

시의회 의원
» 제 29 시의회 선거구 » 제 31 시의회 선거구

Karen Koslowitz (D, WF) Donovan Richards (D)   
Jon Torodash (CV) Scherie S. Murray (R)   

Ricardo A. Brown (JE) 
» 제 30 시의회 선거구

Elizabeth S. Crowley (D, WF)
Craig N. Caruana (R, C)

» 제 32 시의회 선거구 » 제 34 시의회 선거구
Lew M. Simon (D)    Antonio Reynoso (D)   
Eric A. Ulrich (R, C, I) Gladys Santiago (SC) 

위에 기재된 후보자 중 일부는 이 안내서의 인쇄 시기 이후에 후보명단에서 제외 되었을 수 있습니다.

  jontorodash2013.com  |    torodash.citycouncil

Jon Torodash
제 29 시의회 선거구 (CV)

소속정당: 무소속
현재 직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교육가, 소규모 사업체 소유주
이전 직업: 없음
학력: 스타이브슨트 고등학교, 트리니티 칼리지, 반더빌트 대학교, 
퀸즈 칼리지
소속된 조직: triumphofcivicvirtue.org, 레고 포리스트 보존 협회, 맥도날드 공원 
청지기, 커티스 레지던스 코압 이사회, Phi Beta Kappa
이전 공직 경험: 다양함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제29선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제29선거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안전하고 잘 관리된 거리, 적절한 교통수단 및 주차시설, 
중산층 주거시설, 좋은 학교 그리고 풍부한 역사의식과 같은 우리 지역의 장점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주도해 문제
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뉴욕시는 우리 공적 삶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재정적 문제에 맞닥뜨려 있습
니다. 결코 재정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릇된 예산 할당 때문에 병원, 도서관 
그리고 노인 센터가 문을 닫게 되었고, 버스 노선들 또한 폐지되었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부적절한 활용 때문에 우리 공원과 거리는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었고, 학교는 초만원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시 정부의 민간기업 위탁 시스템에 
내재하는 낭비와 문제점들을 보완해 수십억 달러를 절약해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입
니다. 우리는 원활한 정부 운영을 위해 세금을 내지만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레스트힐에서 태어나 지금은 큐가든에 사는 저는 우리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온전히 독립적인 후보로서, 지역 정치의 태만, 무능력 그리고 부패가 계속 난무하는 
선을 넘어서 참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고, 이에 맞서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본 경선에 
참가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직하고 열린 정부를 복원하기 위해 일할 
것입니다. 저는 공직자가 되는 데 있어 문제가 될 그 어떤 상충하는 이해관계에 매여있지 
않으며, 수요가 높은 민간 업계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를 뿌리 뽑고 올바른 정치를 
펼치는 데 있어 그 어떤 보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 기술자, 교사 그리고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로서 저는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본선거 | 제 29 시의회 선거구

Karen Koslowitz
제 29 시의회 선거구 (D, WF)

소속정당: 민주당
현재 직업: 뉴욕시 시의원, 제29선거구
이전 직업: 퀸즈 부 보로장, 뉴욕시 시의원, 시의회 앤드류 스타인의 
커뮤니티 연락 최고 담당관, Fischbach & Moore 전기 회사 
학력: 제임스 먼로 고등학교
소속된 조직: 포레스트힐 개혁 유대인 사원, 콘티넨털 평 민주당원 모임
이전 공직 경험: 뉴욕시 시의원, 퀸즈 부 보로장, 시의회 지역 연락 최고 담당관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제29선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제 29 시의회 선거구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학
부모와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이들이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성공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쥐여주어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탁아소, 방과후 프로그램 그리고 도서관 서비스는 
예산 감축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회 동료들과 함께 이러한 
프로그램을 복원하기 위해 지치지 않고 싸워 왔습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20년 넘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센터, 식사 배달 서비스, 그리고 노인들의 
권리 및 혜택을 보장해 주는 프로그램을 앞장서서 요구해 왔습니다. 노인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불가결한 일부이며 언제나 저의 최우선과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공공 
안전과 높은 삶의 질은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싶어하는 활기찬 지역사회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저는 포레스트힐의 DOE 펀드 서비스를 개선하고  
레고파크와 큐가든 지역에까지 이 소중한 서비스를 확장했습니다. 저는 또한 NY City 
Solve와 함께 우리 지역의 상점, 건물과 제반시설에서 낙서를 제거하는 노력을 이끌어 
왔습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지역사회와 유권자들을 위해 오랫동안 그리고 성공적으로 싸워 온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수년간 공직자로 일하면서 저는 우리의 학교, 도로 그리고 공원을 개선하는 
주요 사업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확보해 왔습니다. 경제 발전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저는 
중산층과 소규모 사업체들이 계속해서 뉴욕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29선거구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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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elizabethcrowley.com

Elizabeth S. Crowley
제 30 시의회 선거구 (D, WF)

소속정당: 민주당
현재 직업: 뉴욕시 시의원, 제 30 선거구, 퀸즈
이전 직업: 9/11 이후 소규모 사업체들의 운영을 돕는 노동자 
교육 컨소시엄에서 일하였고, 수천명의 뉴요커들에게 직업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D.C. 9에서 복원 화공으로 일하였고, 라디오시티뮤직홀, 
성 패트릭 성당, 센트럴 유대인 예배당 보수공사를 포함한 여러 건설 현장에서 근무.
학력: 프랫 인스티튜트 건축대학원에서 도시/지역 계획 M.S.; 뉴욕주립대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복원 학사.
소속된 조직: D.C.9, 화공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국제 노조; 제 16 노총 합동 위원회
이전 공직 경험: 뉴욕시 시의원; 민주당 지구 지도자, 제38어셈블리 A 부문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제30선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그 어떤 공동체도 안전하지 않으면 번창할 수 없습니다. 화재 및 형사정책 위원회 의장으로서, 
저는 소방서 폐지를 막고 뉴욕시 응급상황 대응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개선을 앞장서 추진해 
왔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지속할 것이고 더 많은 소방대원, 경찰 그리고 교도관을 임용해 
뉴욕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로 유지할 것입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유아부터 대학원 교육과정까지 모든 학생이 우수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노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것. 우리 경제와 삶의 질을 강화하는 
제반시설에 투자하는 것.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선거구에 평생 살아온 주민으로서, 또한 공립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저는 뉴욕시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또 
민간 부문에서 일하면서 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하는 가정들에게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해 뉴욕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www.craigcaruana.com  |    craig.caruana.3  |    www.linkedin.com/pub/craig-caruana/16/699/a48

Craig N. Caruana
제 30 시의회 선거구 (R, C)

소속정당: 공화당
현재 직업: 뉴욕시 시의원 후보
이전 직업: 크레이그의 경력은 국방부에서 해군 차관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크레이그는 일 년 
500억 달러의 예산과 십만 명의 직원이 있는 조직의 관리를 도왔습니다. 크레이그는 
또한 지뢰방어 장갑차량(MRAP)의 재빠른 이라크 수송과 같은 역사적인 군수 조달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해군 정보부에 정보 분석가로 합류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크레이그는 해당 전문분야에서 최초로 기준평가를 작성했습니다. 
크레이그는 고위 장교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상황을 설명하는데 능력을 인정받아 
특별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학력: 미국 가톨릭 대학교 정치학 학사, 텍사스 A&M 대학교 국제정치 석사
소속된 조직: 주니퍼 파크 시민연합, 글렌데일 키와니스 클럽, 콜럼버스의 기사들
이전 공직 경험: 다양한 시민 자원봉사 단체 운영위원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제30선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시의원으로 당선된다면, 크레이그는 시 정부가 제30선거구의 지역 현안을 중요하게 다루

도록 싸울 것입니다. 세금, 벌금 및 수수료는 오른 반면, 제30선거구에 할당되는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크레이그는 차터 스쿨을 지원하고, 교구 학교에 세금 혜택을 주며, 수도요금 
및 재산세 인상에 반대하고, 소규모 사업체를 힘들게 하는 과중한 규제를 줄이겠습니다. 
제30선거구는 우리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필요하고, 시청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크레이그는 경찰의 검문 몸수색(Stop and Frisk) 전략을 강력하게 지지할 것입니다. 범죄
가 빈번하고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거나 타임스퀘어 같은 장소를 지나치길 두려워했던 시절 
뉴욕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 정치인들은 잊고 있습니다. 경찰은 잘못이 증명되지도 않았는
데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로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무죄가 증명
되기 전이라도 유죄로 단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의원으로서, 크레이그는 효과적인 범죄 
퇴치 전략을 지지할 것입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4년 동안, 제30선거구는 납세자의 돈을 선거구로 다시 끌어오는 데 있어 51개 단위 
중 4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직 시의원이 우리 지역을 효과적으로 대변하
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크레이그는 지역 학교와 제반시설에 투자하고, 홍수 
피해를 방지하며, 선거구 전체의 다양한 자원봉사 및 시민 단체들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크레이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일한 경험을 통해 리더쉽을 증명했습니다. 
크레이그는 변명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nyc votes | 인터넷 | 모바일 | 인쇄물 | 동영상 | 소셜 미디어

NYC Votes 공개 토론회와 여러분 보로의 
유권자 안내 동영상 프로그램을 시청하세요. 

TV • 동영상으로 보는 
유권자 안내 프로그램 및 토론회

www.nyccfb.info/voterguide에서 
온라인 유권자 안내서를 찾으세요.

온라인 
유권자 안내서 

모바일 기기로 
www.nycvotes.org에 접속하세요.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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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거 | 제 31 시의회 선거구

  www.donovanrichards2013.com  |    drichardsnyccouncil

Donovan Richards
제 31 시의회 선거구 (D)

소속정당: 민주당
현재 직업: 뉴욕시 시의원, 제31선거구
이전 직업: 뉴욕시 시의원 제임스 샌더스 주니어의 수석보좌관, 
제31선거구
학력: Vaughn 항공대학에서 항공경영학 준학사.
소속된 조직: 해당되지 않음
이전 공직 경험: 뉴욕시 시의원 제임스 샌더스 주니어의 수석보좌관, 제31선거구.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제31선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제 31 시의회 선거구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지역과 시 전반에 걸쳐 경제를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선거구 주민들을 위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물론 허리케인 샌디 피해의 지속적인 복구작업이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이외에도, 
공립 학교와 도서관에 대한 재투자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지역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거리에서 총기가 사라지게 하며, 지역 공동
체와 청소년에게 상처를 주는 검문 몸수색 (Stop and Frisk) 정책을 철폐해야 할 것입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후 짧은 몇 달간, 저는 제가 우리 선거구를 위해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저는 투명성을 보장하고 시의 관련 예산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고, 샌디 복구 작업에서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구조기금을 추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는 또한 MTA와 함께 지하철 A 노선을 복원하기 위해 
일하였고, 우리 유권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할 일은 아직 많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 싸워온 저의 지난 행적은 저에게 유권자를 시의회에서 대변할 수 있는 
리더쉽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murray2013.com  |    votemurray  |    scheriemurray

Scherie S. Murray
제 31 시의회 선거구 (R)

소속정당: 공화당
현재 직업: 지역사회 운동가
이전 직업: (주) 에스멜 그룹 – 최고경영자; 왓츠 업 뉴욕 – 
뉴스 진행자; 뉴욕시 기술 대학교 기술 타임스 – 수석 편집자; 
뉴욕시 PS105 – 방과후 체조 코치  
학력: 학사 - 방송신문학과; 준학사 – 마이크로 컴퓨터 비즈니스 시스템; 법, 정부 및 
지역사회 서비스에 방점을 둔 고등학교 교육
소속된 조직: 뉴욕 Greater Allen Cathedral 교회; 뉴욕시립대 동창회; ATHGO 글로벌 
혁신 포럼; 퀸즈 공화당; 퀸즈 빌리지 공화당원 모임 
이전 공직 경험: 어머니; 지역사회 운동가; 자원봉사자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제31선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 선출된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창업은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 
제조업체 및 고객지원 회사들은 로즈데일, 로렐튼, 스프링필드 가든 및 파라커웨이와 같은 
지역에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자금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브르크빌 공원 수영장 건설은 
자격을 갖춘 주민들에게 계약입찰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제가 다루고 싶은 다른 중요한 이슈는 교육과 총기폭력입니다. 얼마 전 어머니가 된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세계 경제가 요구하는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대안 학교 방안과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이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또한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길거리에서 총탄을 
없애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총탄 자진 반납 프로그램을 도입해 우리 지역과 
다섯 보로 모두에서 총기 폭력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는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시의원에 가장 적합한 후보인 이유입니다. 로즈데일, 로렐튼, 스프링필드 가든 그리고 파라
커웨이 주민 여러분, 저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리더입니다. 지난 12년간 시의회는 같은 
지도부 아래 운영돼 왔습니다. 12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3년 11월 5일,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신다면 셰리 S. 머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brown4ny.com

Ricardo A. Brown
제 31 시의회 선거구 (JE)

소속정당: 민주당
현재 직업: Brown Young & Co. 회장 및 최고경영자, 공인회계사, 
컨설턴트. 
이전 직업: 롱아일랜드의 주요 비영리 조직의 전임 재무담당자/
최고재무책임자. 연금 플랜 전임 감사관. 일류 회계법인 4곳에서 상임 총괄임원. 
중간 규모의 회계법인의 감사관.
학력: 뉴욕시립대 라과디아 커뮤니티 칼리지 회계학 준학사. 뉴욕주립대 올드 웨스트
버리 칼리지에서 회계학 학사. 2001년부터 공인회계사, 그리고 2012년 저는 글로벌 
공인관리회계사(CGMA)가 되었습니다.
소속된 조직: 저는 스프링필드/로즈데일 시민협회 회원입니다. 뉴욕주 공인회계사 
모임 (NYSSCPA) 그리고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회원입니다. 저는 NYSSCPA 투자
위원회에 참가합니다.
이전 공직 경험: 오바마가 후보였을 때 대통령 당선을 위한 풀뿌리 조직화 활동을 포함해, 
지난 수년간 다양한 자원 봉사를 하였습니다. 동네 정원을 가꾸고 지역 환경미화 활동
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제31선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1) 샌디에 피해를 입은 지역을 재건하고 FEMA (연방재난관리청) 재난지원금 사용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
(2) 아직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원봉사 서비스를 포함해 청소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3) 노인들에게 질 좋은 돌봄 서비스와 여가 기회를 널리 제공.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1) 지역사회와 경찰 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
(2) 지역의 각 세부 구역에 지역 단체들이 조직한 시민 순찰대 창설.
(3) 홍수를 줄이기 위해 환경보호국이 지역 하수구를 더 잘 청소하도록 하는 것.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재무경영자이며 사업체 소유주입니다. 지역에 봉사하는 데 열심인 일자리 산출자
입니다. 저는 노동자 가정들의 분투를 이해하며, 우리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에겐 더 나은 학교와 더 안전한 거리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 활동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은 보살핌과 오락거리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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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거 | 제 32 시의회 선거구

  www.ericulrich.com  |    ericulrich32  |    eric_ulrich  |    www.linkedin.com/pub/eric-ulrich/69/b50/ba4

Eric A. Ulrich
제 32 시의회 선거구 (R, C, I)

소속정당: 공화당
현재 직업: 2009년 2월 24일, 에릭 울리히는 제 32선거구의 
시의회 보궐선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는 같은 해 11월 
본선거에서 재선되었습니다. 현재 28세로, 그는 시의회에서 
가장 젊은 의원입니다. 그가 참여하는 위원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민 서비스 및 
노동, 교육, 주택 및 건물, 공공안전, 교통/운송, 수변[水邊] 관리
이전 직업: 자베리안 고등학교 교사
학력: 에릭 울리히는 지역의 공립학교와 교구부속학교를 다녔습니다; 바로 P.S. 63Q와 
Nativity BVM입니다. 그는 대성당 신학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브루클린 하이츠의 
세인트 프란시스 칼리지를 졸업하여 가족 최초로 대학 학위 소지자가 되었습니다.
소속된 조직: 콜럼버스의 기사들, 하워드 비치 키와니스 클럽, 자메이카 로터리 클럽, 
신의 은총 가톨릭 아카데미 이사회
이전 공직 경험: 제 9 커뮤니티 운영위원회 전 멤버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제32선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당선 후, 울리히 시의원은 낙서로 인한 공공/사유재산 파괴 방지, 보도 및 도로 수리, 과밀 
학급과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목표로하는 삶의 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허리케인 샌디로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들과 주민들의 필요를 대변하고 
있으며 퀸즈 남부의 대중교통수단을 개선하는데 강력한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우드헤이븐 블러바드는 퀸즈 카운티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길목입니다. 시의원 울리
히는 이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해, 현재 교통국과 공동으로 이 3.2 마일의 길목에 간선급행
버스체계를 운영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평균 일일 출퇴근 
시간을 15~20% 정도 줄여줄 것이며 거의 모든 주요 교차로의 교통 흐름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정부를 위한 비당파 모임인 시민 조합 Citizens Union은 울리히가“지역구에 의미있는 
발전을 가져오려고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시의회에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groups/437100419719316

Lew M. Simon
제 32 시의회 선거구 (D)

소속정당: 민주당
현재 직업: 사립학교 교사
이전 직업: 뉴욕주 상원의원 커뮤니티 연락 담당관 
학력: 비치 채널 고등학교 졸업; 브루클린 칼리지에서 수학
소속된 조직: 좋은 정부 민주당원 모임, 임원; 퀸즈 카운티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퍼레이드 위원회, 이사회 
이전 공직 경험: 어셈블리 선거구 지도자, 1994~현재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제32선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재건 및 복구 허리케인 샌디는 우리 지역 대부분을 황폐하게 하였고, 영향을 받은 지역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꼭 방파제, 새로운 해변 
산책로, 자메이카 만 수문, 이중 모래 언덕 시스템 그리고 Hesco 장벽을 갖춰야만 합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교통수단 우리는 이전 LIRR 라커웨이 비치 역을 다시 열고, 맨해튼행 급행 버스를 하루 
20시간 동안 운행하고, 퀸즈 주민들에 한해 크로스베이 다리 통행료를 없애고, 주 7일 하워드 

비치 및 라커웨이 비치에서 무료 또는 2달러 요금의 페리를 운영해야 합니다. 크로스베이 
블로바드 및 우드헤이븐 블로바드에 있는 카메라 등을 제거하고, 혼잡한 시간대에 다인승 
차량 전용차선을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 모든 가정이 각자의 동네에서 좋은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를 개설해야 
합니다. 미들스쿨 및 고등학교를 과거의 지역 기반 학교로 되돌려 학생들 간의 “왕따”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학교 폐교를 막아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라커웨이에 최신 시설의 지역 병원이 필요합니다.
노인 노인센터 폐쇄 및 축소를 반대합니다.
삶의 질 불법 건물 전환을 막기 위하여 건물 조사관 한명을 각 지역에 할당하는 것입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25시간 일하는 제 헌신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답하지 않은 전화문의란 제게 없습니다. 
저는 시, 주, 연방 정부 기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즉각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로등, 하수구, 수도 요금, 사회보장제도, 뉴욕시 건축부, 신속한 수리 등. 
우리는 모든 모임과 지역사회 행사에 참가하고 기금 모금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저야말로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편히 다가설 수 있는 공직자일 것입니다. 
보좌관을 둔 시의원으로 선출된다면 저는 지금보다 10배는 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위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망설임 없이 행동할 것입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20    www.nyccfb.info/voterguide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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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nio Reynoso
제 34 시의회 선거구 (D)

소속정당: 민주당
현재 직업: 다이아나 레이나 뉴욕시 시의원의 수석보좌관
이전 직업: 지역사회 조직가
학력: 뉴욕 시라큐스 르모인 칼리지, 정치학 학사
소속된 조직: 뉴 킹즈 민주당원 모임
이전 공직 경험: 다이아나 레이나 시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복무하기 전에 저는 지역
사회 조직가 및 뉴욕시 보육 노동자를 위한 노동 조직가로 일하였습니다.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제34선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노동자 가정들은 요즘 각종 요금과 치솟는 비용들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 첫날부터 생활임금 일자리를 위해 싸우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통해 뉴욕 경제를 향상하는데 진력할 것입니다. 뉴욕시는 계속해서 제 가정과 같은 가정
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꾸릴 기회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공정하고 지속적인 해법을 찾아갈 것입
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시의원으로서 우리 아이들과 노인들의 목소리가 시청에서 대변될 수 있도록 싸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립학교의 제반시설 개선과 영유아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자금 확대를 추진할 것
입니다. 저는 노인들이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또한, 저는 고정소득에 의존해 살아가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센터 
서비스에 예산을 배분할 것입니다. 저를 시청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정부가 단순히 
부자와 연줄 있는 이들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해 일하게 만들 것입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랐고 제34선거구의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저는 평생 여기서 살고 일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과 그 과제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모두를 위한 기회의 땅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저렴한 
주택, 더 나은 학교, 그리고 건실한 고용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진정성 있고 
윌리엄스버그, 부쉬윜, 리지우드에서 봉사한 경험을 가진 강한 지도자만이 우리 지역에 부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Gladys Santiago
제 34 시의회 선거구 (SC)

소속정당: 민주당
현재 직업: 지역사회를 위해 일함
이전 직업: 가정 건강 보조원
학력: 부시윅 고등학교 및 N.Y.C.C.C.
소속된 조직: 제 1, 4, 5 커뮤니티 운영위원회, <뉴욕으로 가는 길 만들기> 및 
법원이 임명한 7a 관리자. 
이전 공직 경험: 2002년 제 54 어셈블리 선거구 지구 지도자 및 1986년 11월 민주당 
브루클린 대의원 

1. 만약 당선된다면, 당신은 제34선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탁아 프로그램. 의료 시스템 개선, 더 낳은 미래를 위해 노동자 
가정에 여유를 줄 수 있도록 보육 프로그램. 노인들은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치료를 선택할 
권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청소년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건설해야 하며 소방서를 계속 운영하고, 학교 운영 자금을 할당받을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노인센터를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 

2. 그 외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 또한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교육에 집중해 
아이들이 학교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졸업한 다음 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당신이 왜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저렴한 주거시설, 탁아  프로그램, 교육, 일자리, 그리고 우리 지역 안전을 
위해 싸워 왔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필요로 하면 저는 거절하지 않고 돕습니다. 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 누구의 부탁도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직에 가장 적합한 후보입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항상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이게 제가 최적의 후보인 이유입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
니다. 

본선거 
11월 5일 • 화요일 

투표소 운영시간: 오전 6시 ~ 오후 9시

어느 투표소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nyc.pollsitelocator.com에 방문하셔서 
귀하의 투표소와 샘플 투표지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866-VOTE-NYC에 전화해서 문의하세요. 



다음 사항을 잊지 마세요…
투표용지 뒷면을 보세요! 
뒷면에 투표해야 하는 경선이나 주민투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선과 주민투표안에 투표하세요. 
귀하께서 일부 경선이나 주민투표안에 해당하는 타원을 색칠하지 않더라도 스캐너는 이를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미완성 투표”라고 부릅니다. 투표용지를 스캔하기 
전에 잘 검토해 모든 경선과 주민투표안에 투표했는지 확인하세요. 스캐너가 귀하의 투표
용지를 처리한 다음에는 빠뜨린 란에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타원을 완전히 색칠하세요.
“X” 나 “ ” 같은 표시를 하거나 동그라미를 치면 안 됩니다.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한 경선에 단 한 후보만 선택하세요.
투표용지 모든 줄의 첫 칸을 보시면 몇 명의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지 쓰여 있습니다. 대부
분은 ”Vote for ONE”(하나만 선택하세요)라고 쓰여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Vote for any 
TWO”(둘을 선택하세요) 또는 “Vote for any THREE”(셋을 선택하세요)라고 쓰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용지를 주의 깊게 읽고 기표해서 무효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후보의 이름을 직접 쓰는 기명투표(write-in candidate)를 할 수도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후보에 투표하기 원하시면
 (1) 기명투표에 해당하는 타원을 색칠한 다음 
 (2) 같은 칸에 후보의 이름을 써넣거나 스탬프를 찍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투표소에는 스캐너가 한 대 이상 있습니다. 
귀하의 유권자 카드를 선거관리요원에게 보여주면 어떤 스캐너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문제와 해결책
투표용지에 기입하다가 실수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잘못 기입한 사항을 지우거나 고치지 마세요. 선거관리요원에게 새로운 투표용지를 달라
고 요청하세요. 투표용지는 유권자 한 명당 3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기입”(특정한 경선이나 주민투표안에 너무 많은 타원을 색칠)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 해당 경선이나 주민투표안에 한해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투표용지를 
스캐너에 넣기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선거관리요원에게 새로운 용지를 달라고 
요청하세요. 너무 많이 기입한 투표용지를 스캐너에 넣으면 스크린에 오류 메시지와 함께 
두 가지 선택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투표 중지 – 투표용지 반환”(Don’t Cast – Return 
Ballot)을 선택하면 스캐너는 귀하의 투표용지를 반환할 것입니다. 선거관리요원에게 
새로운 용지를 달라고 요청하여 다시 기입하세요. 한편, “투표 진행”(Cast Ballot) 버튼을 
누르시면 스캐너는 귀하의 투표용지를 계속 처리할 것이고 잘못 기입하신 항목에 한하여 
무효처리 될 것입니다. 물론 올바르게 기표한 다른 사항은 모두 유효처리 됩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투표용지를 못 읽겠다면 어떻게 하나요? 
확대 용지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특수기표장치(BMD) 사용을 요청하거나 
투표소에 같이 온 친구에게 도움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섯 개의 주민투표안 모두 투표하세요!
»  질문이 투표용지 뒷면에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질문에 대해  “YES” 아니면  “NO”를 결정한 다음 답변에 해당하는 타원을 
색칠하세요.  

주민투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2~23페이지에 있습니다.

1 | 투표용지를 받으세요
» 귀하 주소지에 해당하는 투표소에 가서 서명한 다음 
선거관리요원이 나누어 주는 투표용지와 유권자 
카드를 받으세요. 

»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가려주는 비밀 봉투도 받으세요. 

» 개별 기표소로 가서 투표하시거나 특수기표장치
(BMD)를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하세요.

3 | 투표용지를 스캔하세요
» 투표용지와 유권자 카드를 스캐너로 가져가세요.
» 스크린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
세요. 

» 기표하신 투표용지를 스캐너에 넣으세요. 
어떤 방향으로, 앞뒤 어떤 면을 위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투표가 완료되면 이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뜰 것입니다. 

1

2

3

2 | 투표용지 양면에 다 기표하세요 
» 주어진 펜으로 원하시는 선택사항 옆에 있는 작은 
타원을 남은 공간 없이 색칠하세요. 

맞음 틀림
J. Doe J. Doe J. Doe J. Doe 

» 타원에 “X” 나 “ ” 또는 동그라미로 표기하면 안 
됩니다. 일제 다른 표시를 해도 안 됩니다. 

» 후보의 이름을 직접 쓰는 기명투표(write-in 
candidate)를 하시려면 해당 타원을 색칠한 다음 
후보의 이름을 기재하세요.

» 투표용지를 절대로 접지 마세요. 

특수기표장치
(BMD) 
사용하기

투표방법

유용한 정보 및 자주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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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기표장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투표용지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1. 투표용지 내용을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투표용지 내용을 오디오 헤드폰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특수기표장치는 다음 네 가지 방법으로 기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터치스크린 
2. 키패드(점자)
3. 빨대식(sip & puff) 기표장치 
4. 발 조작식(rocker paddle) 기표장치 

특수기표장치를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하시려면 
다음 순서를 따르세요: 
» 어떤 방법으로 투표용지 내용을 이해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기표할 것인지 결정하세요. 

» 투표용지를 용지입력구에 넣으세요.
»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세요. 
» 특수기표장치가 기표하고 또 기표한 사항을 검토하는 
모든 과정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 선택 내용을 바꾸려면 해당 경선이나 투표안건 버튼을 
누른 다음 원하는 후보나 답을 새로 선택하면 됩니다. 요약 
스크린으로 돌아가려면 “NEXT”(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 기표한 투표용지를 인쇄하려면 “Mark Ballot” (투표용지 
기표) 버튼을 누르세요. 

» 인쇄된 투표용지와 유권자 카드를 갖고 스캐너가 설치된 
장소로 가세요. 

» 투표용지를 스캐너에 넣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선거관리
요원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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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주민투표안 

1번 개정안  |  카지노 합법화 
헌법 제1조 9항에 대한 개정안은 세수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학교 지원 증가 및 
지방 정부의 재산세 인하라는 제정된 목적을 위해 의회가 뉴욕주에 카지노 설립을 
최고 일곱 곳까지 허용하게 해 줄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YES 아니면  NO

1894년 주 헌법에는 도박에 대한 포괄적 금지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후 개정을 거쳐 주 
헌법은 특정 형태의 도박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주 정부가 관리하는 복권 및 경마 베팅 
포함.) 하지만 카지노 도박은 아직 뉴욕에서 불법입니다. 
본 개정안은 헌법 개정을 통해 입법부가 뉴욕주에 최고 일곱 개의 카지노가 설립되는 것을 
허용토록 할 것이며, 이는 오직 세수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학교에 대한 지원 증가, 지방
정부의 재산세 인하라는 제정된 목적을 갖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올해 주의회가 
통과한 법안에 따라 다음 뉴욕주 북부 지역 3곳에 최고 4개의 카지노가 바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허드슨 밸리-캣스킬 지역, 올버니 근처 수도구역 및 사라토가 지역 그리고 서던 
티어 지역. 이 법안은 최소 칠 년 간 추가적인 카지노 설립을 금지합니다. 
이 법에 따라, 본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자복권 시설이 최고 네 곳 인가될 것입
니다. 

 YES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카지노가 설립되면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및 수익 창출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뉴욕주 
북부 지방의 경제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 주 및 지방 정부에 상당한 세수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의 대부분은 공교육을 지원
하고 재산세를 인하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 카지노는 즐거운 여가활동을 제공합니다. 뉴욕 주민들이 이를 더 쉽게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 많은 뉴욕 주민들은 이미 뉴저지나 코네티컷에 있는 카지노를 방문합니다. 여기에서 나
오는 수익을 다른 주가 아닌 뉴욕주가 얻어야 합니다. 

» 카지노 도박에 관한 일관되고 통일된 주 정책이 필요합니다. 뉴욕주는 이미 경마장에서 
전자복권 판매를 허용하며 미국 연방법에 따라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소유 토지에 5 개의 
라스베이거스식 카지노 운영 또한 허락합니다. 

 NO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합법 카지노는 빈곤층과 취약층을 착취해 수익을 내는 약탈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카지노를 합법화하면 도박중독의 사례가 늘어나고 이는 희생자와 그 가정에게 힘겨운 
재정적 및 사회적인 어려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 카지노는 위조, 사기, 절도, 횡령, 성매매와 같은 불법 행위를 유발합니다. 이처럼 도박 때
문에 생기는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 정부는 매년 4억 달러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카지노 설립이 뉴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 신중한 연구가 있기 전에 이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카지노는 경제발전을 꼭 보장하지 않으며 가져오는 전반적인 경제 효과 또한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 미 동북지역은 이미 카지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뉴욕에 카지노가 생기더라도 특별히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또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이 개정안은 최소 칠 년간 뉴욕시와 인근 카운티에 카지노가 설립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뉴욕주 동남부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 주 정부는 새로운 세수가 생길 때마다 이를 교육과 감세에 사용할 것이라 약속하지만, 
실제로 이 약속이 지켜지는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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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개정안  |   공무원 임용 후 장애심사를 통과한 재향군인을 위한 추가 공무 
크레딧 

헌법 제5조 6항에 대한 개정안은 공무원 임용 및 승진 과정에서 이미 공무 크레딧을 
받은 재향군인이 이후에 장애심사를 통과할 경우, 나중에 다른 직책에 임용되거나 
승진할 때 추가 공무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YES 아니면  NO

주 헌법에 따라 재향군인은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추가 크레딧을 받습니다: 임용시험을 볼 
때는 5점 그리고 승진평가에서는 2.5점을 받습니다. 장애심사를 통과한 재향군인은 크레
딧을 더 많이 받는데, 임용시험을 볼 때는 10점을, 승진평가에서는 5점을 받습니다. 현재, 
군 복무에 대한 공무 크레딧은 단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렛딧을 
이미 받았다면 이후에 장애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추가 크레딧을 받지 못합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 임용이나 승진 과정에서 이미 크레딧을 받은 재향군인이 이후에 장애
심사를 통과할 경우 추가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장애심사를 통과한 재향군인은 
임용이나 승진 과정에서 이미 받은 크레딧 점수를 10에서 뺀 숫자만큼 추가 크레딧을 받
게 될 것입니다. 장애심사를 통과한 재향군인은 다음 승진 및 임용 과정에서 최고 10점의 
추가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YES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공무 크레딧을 계산하는 일에 있어 재향군인이 언제 장애심사를 통과했는지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이 개정안은 이 문제점을 보완합니다. 

» 재향군인들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무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우리가 그들을 전격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NO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공무원 임용체제는 이미 장애심사를 통과한 재향군인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3번 개정안  |   하수시설 관련 부채 제외
헌법 제8조 5항에 대한 개정안은 카운티, 시, 타운 및 빌리지 정부가 하수시설 건설 및 
보수를 위해 차입한 부채 액수를 2024년 1월 1일까지 10년 동안 헌법적 부채한도제한
에서 제외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YES 아니면  NO

주 헌법은 카운티, 시, 타운 및 빌리지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부채 한도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1962년부터 올해 말까지 하수시설 건설 및 보수를 위해 차입한 부채 액수는 이 헌법적 부채
한도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이 개정안은 이 기간을 10년간 더 연장해 2023년 말까지 하수
시설과 관련해 차입하는 모든 부채액수를 부채한도제한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YES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제외 기간을 연장하면 시 및 타운 정부가 헌법적 부채한도제한을 초과하지 않고도 우수한
하수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 이 개정안은 지방 정부가 50년이 넘도록 실행해 온 적절한 재정관리 관행을 이어가게 
해줄 것입니다. 

 NO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이 개정안은 지방 정부의 채무를 과도하게 늘려 미래의 납세자에게 힘겨운 짐을 넘겨줄 
것입니다. 

» 지방 정부가 부채한도제한을 회피하게 해줌으로써 나쁜 선례를 남깁니다. 부체한도제한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것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11월 5일 선거에서 여러분은 뉴욕주 헌법 개정에 대한 
여섯 가지 주민투표안에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질문에  YES 아니면  NO를 선택
하세요.) 아래를 보시면 각 주민투표안에 대한 공식 질문 
내용, 이를 정리한 설명 그리고 찬성 및 반대표를 던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찬반론은 언론 및 기타 논평을 
검토한 후 선거재정위원회가 요약한 내용이며, 각 
개정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해야 하는 모든 이유를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 주십시오. 

각 개정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단체 및 개인이 
제출한 “찬성론”이나 “반대론”을 보시려면 
www.nyccfb.info/voterguide에서 온라인 
유권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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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개정안  |  일부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소유권 분쟁 문제 해결
헌법 제14조 1항에 대한 개정안은 해밀턴 카운티 롱 레이크 타운 인근의 일정 산림보호
구역을 둘러싼 주 정부와 개인 및 민간단체 간의 오래된 소유권 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할 것입니다. 소유권 분쟁 지역을 포기하는 대신 주 정부는 이 지역보다 
산림보호구역에 더 이득이 되는 다른 지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YES 아니면  NO

주 헌법은 애디론댁 산맥에 있는 주 소유 토지가 “영원히 야생 상태”로 남아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개인 및 민간단체는 해밀턴 카운티 롱 레이크 타운에 있는 일정 산림
보호구역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백 년이 넘도록 다투어 왔습니다. 주 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 정부가 더 유용한 
산림지를 받아 애디론댁 공원에 추가하는 대신 소유권 분쟁 지역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의회는 주가 얻게 될 산림지가 소유권 분쟁 지역보다 산림보호구역에 더 이득이 
된다는 판단을 내릴 시에만 토지교환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YES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이 개정안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계속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더 유용한 토지를 산림보호구역에 더해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 이미 수십 년간 계속된 소유권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데는 매우 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주 정부는 이런 비용을 절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NO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주 정부는 개인 소유자에게 공유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 헌법은 이 지역이 “영원히 야생 상태”로 남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습니다. 주 정부가 이 
지역을 포기한다면, 결국 산림보호구역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 의회가 토지교환을 통해 반드시 소유권 분쟁 지역보다 더 산림보호구역에 이득이 되는 
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5번 개정안  |  주 소유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주)NYCO Minerals와 토지교환  
헌법 제14 조 1항에 대한 개정안은 주 의회로 하여금 에섹스 카운티 루이스 타운에 
위치한 일정 산림보호구역의 소유권을 민간 기업인 NYCO Minerals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NYCO Minerals는 산림보호구역 인접 지역에 소유한 광산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 대가로 NYCO Minerals는 산림보호구역에 포함시키도록 
감정 가격 최소 1백만 달러 상당의 동등한 가치와 규모의 땅을 주에게 양도할 것입
니다. NYCO Minerals는 채굴을 완료한 다음 땅의 상태를 복원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반환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YES 아니면  NO

주 헌법은 애디론댁 산맥에 있는 주 소유 토지가 “영원히 야생 상태”로 남아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 일부를 다른 소유주에게 양도하려면 주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애디론댁 공원 중 에섹스 카운티에 위치한 약 200에이커의 지역을 산림보호
구역 근접지역에서 광산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인 NYCO Minerals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락
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NYCO Minerals는 최소 감정 가격 1백만 달러 상당의 같은 가치와 
규모의 땅을 산림보호구역에 포함시키는 목적으로 주에게 양도할 것입니다. 채굴을 완료
하면 NYCO Minerals는 양도받은 땅의 상태를 복원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반환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토지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NYCO Minerals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서 채굴할 
광물의 종류와 그 양을 측정하기 위해 먼저 조사하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주 
정부가 NYCO Minerals에게 양도할 땅의 가치를 정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정부에게 공개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개정안은 NYCO Minerals가 조사를 마친 다음 이 지역을 
양도받기 원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사용한 땅과 같은 규모와 가치의 
땅을 주에게 양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땅은 산림보호구역에 포함될 것입니다.  

 YES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NYCO Minerals가 이 지역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면 기존 광산의 수명을 최소한 십 년 
연장해 지역 일자리 약 백 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NYCO Minerals가 현재 소유
한 광산의 남은 예상수명은 약 삼 년입니다. 

» 이 지역에서 채굴 가능한 광산은 모두 산림보호구역 안에 있습니다. 다른 채굴 가능지역은 
운영하기가 더 어렵고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 이 개정안은 단기적으로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지역의 규모를 줄이지 않으며, NYCO 
Minerals가 양도받은 땅을 주에게 반환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공원 
규모를 늘려줍니다. 

 NO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이 개정안은 최초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애디론댁 공원의 토지교환을 허용함으
로써 나쁜 선례를 세우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NYCO Minerals는 오크 힐이라는 2마일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광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디론댁 공원에서 채광하는 것을 허락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
니다.

» 채광이 끝난 다음 공원에 반환되는 토지는 그 생태가 이미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 NYCO Minerals가 양도받은 지역을 반환하지 않거나 손상된 상태로 반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서 회사가 부도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토지는 공익을 위해 사용될 수 없게 되거나 복원하는 데 공적 자금을 사용해야 합
니다. 

6번 개정안  |   특정 주 법원 판사직의 퇴직연령 증가
헌법 제6조 2항 및 25항에 대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특정 주 법원 판사직의 퇴직연
령을 증가할 것입니다: (a) 주 법원 판사는 현재 퇴직연령인 70세 이후에 2년 추가 임
기를 지금처럼 세 번이 아니라 총 다섯 번 맡을 수 있게 되며 (b) 임기 중 70세가 
되는 주 대법원 판사는 현 퇴직연령인 70세 이후에 이미 맡고 있는 임기를 마치기 
위해 최고 10년 더 판사직을 역임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YES 아니면  NO

뉴욕주에서 가장 높은 법원인 대법원 (Court of Appeals) 판사의 임기는 14년입니다. 하지만 
뉴욕주 헌법에 따라 퇴직연령인 70세가 되면 임기가 더 남았더라도 은퇴해야 합니다. 이 개
정안은 임기 중 70세가 되는 판사가 이미 맡은 임기를 다 마칠 수 있도록 최고 10년 더 판사
직을 역임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원심 및 항소심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뉴욕주 법원 (Supreme Court) 판사 또한 헌법에 
따라 70세에 은퇴해야 하지만, 판사직 모든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
되면 2년 임기를 최고 세 번 더 역임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 법원 판사가 퇴직연령 
이후에 추가로 임기를 두 번 더 역임하는 것을 허락해 80세까지 판사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YES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현 퇴직연령 나이는 1869년에 정해졌습니다. 그때에 비해 수명이 많이 늘어났고 오늘날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70세에 꼭 은퇴하도록 강요
하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 이 개정안은 경험이 풍부한 판사들이 계속 판사직을 역임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판사는 젊은 판사보다 경험이 더 많고 커리어를 쌓으려는 개인적인 욕망에 덜 시달
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 중 네 명이 70세가 넘었지만, 전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열심히 
대법원 판사직에 염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뉴욕주 대법원 판사였다면 이미 은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NO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젊고 더 다양한 층의 판사들이 법원에 신선한 관점을 가져오는 것이 나이가 든 판사들이 
직책을 더 오래 맡는 것보다 공익에 더 유익합니다.   

» 이 개정안은 정신적 및 체력적 능력이 떨어진 판사가 계속 직책을 역임하는 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뉴욕주 판사에게 동일한 퇴직연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이원적 시스
템을 만들어 주 전체에 해당하는 법원 판사들만 현재 퇴직연령이 70세인 지역 및 특별 
법원 판사보다 더 오래 역임하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24    www.nyccfb.info/voterguide를 방문하세요

Joseph P. Parkes, S. J.  |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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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J. Davis  |  위원
Courtney C. Hall  |  위원
Mark S. Piazza  |  위원

Amy M. Loprest  |  사무국장

Elizabeth Bauer  |  행정서비스 팀장
Daniel Cho  |  후보자서비스 책임자
Onida Coward Mayers  |  유권자지원 책임자 
Sue Ellen Dodell  |  법률고문
Eric Friedman  |  대외사업부 책임자
Peri Horowitz  |  선거재정관리 책임자
Jonnathon Kline  |  회계 및 감사 책임자 
Kenneth O’Brien  |  시스템관리 책임자
Jesse Schaffer  |  특수법률 책임자
Elizabeth A. Upp  |  홍보 책임자
Peggy A. Willens  |  관리분석 및 기록관리 책임자

본선거 토론회 

뉴욕시 선거재정위원회
뉴욕시 선거재정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뉴욕시 주민의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당파 
독립기관입니다. 선거재정위원회는 유권자 참여와 인식을 높이고, 선거자금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며, 더 많은 시민들이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소액 기부
자들의 역할을 강화하며, 부정부패를 최소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거재정위원회는 NYC Votes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행사를 개최하고 민간단체와 협동에 
앞섬으로써 유권자 등록, 투표율 증가, 시민참여 촉진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관련 프로그램 
및 미래 유권자를 위한 행사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nyccfb.info/nycvotes를 
방문하시거나 212-306-7100으로 전화문의 하십시오.
선거재정위원회는 지역 선출직 후보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기부금의 한도와 성격을 규정하는 
선거자금법을 집행합니다. 후보자들은 선거자금 출처와 지출 내용을 정확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선거재정위원회는 지역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관련 개인 지출금에 
대한 정보를 모아 웹사이트 www.nyccfb.info를 통해 공개합니다. 후보자들은 또 지역정부 
선출직 공무원들이 대가성 기부를 받는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정부 계약을 따낸 
회사나 개인에게 적용되는 “비즈니스 활동(Doing Business)” 관련 규제를 철저하게 준수
해야 합니다. 후보자들은 선거자금 지출 한도를 지키는데 동의하는 후보자들에게 공공
기금을 통해 매칭펀드를 지원하는 선거재정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매칭펀드 프로그램은 후보들이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에게 의존하거나 개인 재산을 지출
하지 않고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공적 자금을 지원합니다.
시정부 공직에 출마 의향이 있거나 선거재정위원회가 어떻게 뉴욕시 지역선거를 더 개방적
이고 민주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하는지 알고 싶으시면 선거재정위원회(NYC Campaign 
Finance Board, 40 Rector St., 7th Floor, New York, NY 10006)로 연락하시거나 저희 
웹사이트(www.nyccfb.info)를 방문하십시오. 아니면 info@nyccfb.info로 이메일
주십시오.

nyc votes | 인터넷 | 모바일 | 인쇄물 | 동영상 | 소셜 미디어

유권자 안내 동영상 프로그램 방송시간 
유권자 안내 동영상은 10월 28일 월요일부터 매일 오후 7시에 NYCgov 채널에서 방영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시 전체에 
해당하는 공직, 보로장, 시의원 순서로 출마한 후보자들을 소개하며, 매일 밤 각각 다른 보로에 해당하는 후보자 동영상을 
먼저 방영할 것입니다. 

NYCgov는 케이블비젼 및 타임워너 케이블 74번 채널, RCN 81번 채널, 버라이존 FIOs 24번 채널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시간을 놓치셨습니까?
www.nyccfb.info/voterguide에 있는 후보자 프로필 페이지에서 후보자 동영상을 스트림 미디어로 시청하세요. 
모든 본선거 공개 토론회도 인터넷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nyccfb.info/debates를 방문하세요.

이 유권자 안내서는 선거재정관리위원회 홍보국(Jinhui Bao, Jing Cao, Crystal Choy, Winnie Ng, 
Karina Schroeder 및 Elizabeth A. Upp)이 Hannah Egerton, Anne Guo, Katharine G. Loving, 
Maran-Atha Taylor 및 Simon C. Wu의 도움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2013년 뉴욕시 본선거 유권자 안내서. © 2013: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판권소유. 표지 및 책 디자인:
Baseline Group NY. 미국에서 제작됨.

브루클린
10월 28일 월요일

브롱크스
10월 29일 화요일

맨해튼
10월 30일 수요일 

퀸즈
10월 31일 목요일 

스태튼 아일랜드
11월 1일 금요일

시장
10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
TV   CBS 2 News (영어) 

WLNY-TV 10/55 (스페인어)
라디오  1010 WINS 

WCBS Newsradio 880

10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TV  NBC 4 New York (영어) 

Telemundo Nueva York 
(스페인어)

라디오 WOR Radio

공익 대변인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
TV  NBC 4 New York (영어) 

Telemundo Nueva York 
(스페인어)

라디오 WOR Radio

감사관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7시
TV  CBS 2 News (영어) 

WLNY-TV 10/55 
(스페인어)

라디오 WCBS Newsradio 880

후보자 공개 토론회 후원자:

토론회 참가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단 한명밖에 없으면 토론회가 개최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기기로 
www.nycvotes.org 에 접속하세요. 
원하시는 선거 관련 정보를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