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 시의회 선거구
Scherie S. Murray (R)
로즈데일, 로렐튼, 스프링필드 가든 그리고 파라커웨이 주민 여러분, 저야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시의회
후보입니다. 저 셰리 머리는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정치는
부패해 있고 정치인들은 자기 이익을 쫓기에 바쁩니다. 이것이 제가 시의원직에 출마한 이유입니다.
저는 법, 정부, 지역사회 봉사 고등학교(Law, Government and Community Service High School)를
졸업했으며 우수 지역사회 봉사 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뉴욕시립대 마이크로 컴퓨터 비즈니스
시스템 및 신문방송 관련 학위를 두 개 갖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저는 우리 선거구에 14 년간
살았습니다. 주민으로서 저는 어떤 문제들이 각 지역을 괴롭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를 선출해
주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공정책을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치 시스템에 모든 신뢰를 잃은 분들께 저는 희망을 잃지 말라고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투표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저를 선출해 주십시오. 로즈데일, 로렐튼, 스프링필드
가든 그리고 파 라커웨이 주민 여러분, 저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리더입니다. 지난 12 년간
시의회는 같은 지도부 아래 운영돼 왔습니다. 12 년이면 족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3 년 11 월 5 일,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신다면 셰리 머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제 31 시의회 선거구
Ricardo A. Brown (JE)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카도 브라운입니다. 저는 공인 회계사입니다. Brown Young & Co.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입니다. 그리고 시의원직에 출마했습니다.
제 선거구는 다음과 같은 시급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 샌디에 피해를 입은 지역을 재건하고 FEMA (연방재난관리청) 재난지원금 사용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는 것.
(2) 학생들을 위한 자원봉사 기회를 포함해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3) 노인들에게 우수한 돌봄 서비스와 여가 기회 널리 제공.
(4) 현역 군인을 위한 더 포괄적인 서비스.
그리고 선출된다면 다음 문제도 해결할 것입니다:
(1) 지역사회와 경찰 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
(2) 지역의 각 세부 구역에 지역단체들에 의해 조직된 시민순찰대를 창설.
(3)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보호국이 지역 하수구 청소에 더 신경 쓰게 하기.
제가 갖춘 경영 및 사업 기술이 저를 이 직책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인 이유입니다. 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과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압니다. 노동자 가정들에게 정부 서비스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더 나은
학교와 더 안전한 거리가 필요하고 그들이 마음을 놓으려면 자신의 자녀와 은퇴한 부모님이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시의원직에
출마한 이유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가 받는 서비스를 개선합시다. 질문이 있거나 제 선거운동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원하시면 제 웹사이트 brown4ny.com 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선거일에
꼭 투표하십시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