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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원 취임식 선서
일요일인 27 일 열린 취임식에서 영광스럽게도 25 지역구
뉴욕주 하원의원으로 선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저를 위해 축사를 준비해주신 연방 상원의원 척 슈머, 연방
하원의원 그레이스 맹, 주 하원의원 브라이언 카바낙, 시 의원
마크 베프린과 이번 행사를 마련해 주신 타운센드 해리스
고등학교 측에 특별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구를 대표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업 및 콘도(아파트) 부동산세의 경감법안 통과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수십만에 이르는 뉴욕시의 주택소유자들에게 부동산세를 경감해 주는 것과
시민분들께 적절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올해 처음으로 통과된 중대 법안 중 하나였습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투자자가 받는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으로 뉴욕시의 콘도와
코업(아파트)의 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을 확대하여 수십만의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주택소유자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퀸즈
지역의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과 노인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에 대해 찬성표를 행사한 것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리더들과의 간담회
이달 초, 퀸즈지역 고등학교 교장 위원회의 제정관련 조찬 미팅에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저의 동료들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모교인 타운센드 고등학교와 25 번 지역구의 모든 고등학교를 대표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해 학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성취를 축하합니다.
아쉬바라야 아로라 학생이, 퀸즈 지역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인텔
과학 영재 발굴 프로그램의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이날, 프레시
메도우에 위치한 세인트 프란시스 사립 고등학교에서 그레이스 멩
연방 하원의원, 아다보 주 상원의원, 스타비스키 주 상원의원과
헤베시

주

하원의원과

함께

아로라

학생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원 플러싱 부트캠프’ 프로그램 출범
저는 플러싱 사업체 진흥을 위한 원 플러싱 비즈니스 부트캠프
프로그램을 알리는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발대식을 가진
이날에는 이곳 지역 단체장 분들과 토비 스타비스키 주 상원의원,
론 킴 주 하원의원, 피터 구 시의원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달 무료로 진행되며, 플러싱 지역의 중소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각종 기술과 자원을 제공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베이사이드 힐즈 시민 연합
지난 1 월 말 저는 베이사이드 힐즈 시민 연합의 월례회의에
그레이스 멩 연방 하원의원과, 마크 웨프린 시의원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저희 지역구 사무실은 159-16 Union Turnpike, Flushing, New York 11366 에 위치해 있으며,
718-820-0241 또는 RozicN@assembly.state.ny.us 를 통해서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