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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토니오 레이노소입니다. 저는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및 부쉬윜 지역과 퀸즈
리지우드를 대표하는 제 34 선거구 시의원이 되고자 출마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온 부모님은
윌리엄스버그 로스 수레스 지역에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지난 7 년간 저는 다이아나 레이나 현직
시의원을 위해 일했고, 그중 3 년은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연락관으로 일하면서
저는 건물 소유주 그리고 소규모 사업주들과 관계를 맺고 시 정부의 관료적 행정을 도왔습니다. 레이나
시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서 저는 저렴한 주거시설,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교육 그리고 공공안전을
위한 진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법안을 제정하는 일을 감독하고 진행했습니다. 또한 저는 레이나 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서 우리 지구에 중요한 문제와 시의회의 내부 과정을 상세히 알게 되었고 우리
제 34 선거구에 사는 다양한 지역사회들과 함께 일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저는 지역 학교를
지키고 개선하기 위해 일할 것입니다. 공립학교 졸업생으로서, 저는 교육의 중요성과 그것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압니다. 저는 주민들이 교육 기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해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게 하고 싶습니다. 또 공립학교가 삭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저렴하지만 좋은
주거시설도 제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 주택개발공사를 도와 저렴한 주거시설을 개발하고 보존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업체의 앞길을 막는 특정 장애물들을 없애야 합니다. 저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합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사업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체들이 투자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금 혜택, 크레딧 및 지출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 34 선거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저는 우리 다양한 지역사회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우리가 필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제 헌신을
입증받았고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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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브루클린 제 34 시의회 선거구를 대표하고자 출마한 글레디스 산티아고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첫째: 저는 1989 년 납 중독 소동 때 많은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둘째: 저는 쿠퍼 공영 주택 단지에 맥캐린 수영장이 2009 년에 개장될 것을 알렸습니다.
셋째: 저는 무어 스트릿에 있는 마켓이 오 년 동안 더 남을 수 있도록 싸웠습니다. 저를 선출해 주시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 성인교육, 이주노동자 권리 그리고 주거시설과 같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점들을 보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저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저는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저는 우리 지역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