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 지역구 의정보고서

뉴욕주 하원의원
닐리 로직
2013 년 3 월

여성 역사의 달 행사 참석
3 월은 여성 역사의 달입니다! 이달 초에는 젊은
여성들이 선거를 통한 의원직 진출을 후원하는 행사인
‘Elect
Her’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입법 활동을 하며 가장 좋아하게
된 것 중 하나는 학급의 반장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지 도전하려는 젊은 여성들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여성이
참여하게 독려하여 유능한 차세대 리더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저 임금 인상
이번 달 뉴욕주 하원 의회에서는 뉴욕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최저임금을 2014 년 1 월부터 시간당 9$로 인상하고 향후 2015 년의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되게 됩니다. 이는 퀸즈에 살며 일하는 각 가정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유급 병가를 위한 집회
연방 하원의원 캐롤린 맬로니, 연방 하원의원 니디아
벨라쿠에즈 , 주 상원의원 리즈 크루거, 주 하원의원
아라벨라 시모타스, 주 하원의원 가브리엘라 로사,
주 하원의원 린다 로젠탈, 시 의원 게일 브루워, 시
의원 줄리사 페라라스, 시 의원 엘리자베스 크롤리

및 많은 여성단체와 함께 시청 앞에서 유급 병가를 위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법안은 퀸즈의
직장인 여성과 가정들을 위해 마땅히 시의회에 상정되어야 합니다.

예산안 제 때 통과
저는 지역 단체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 상원의원 토비 스타비스키와 주
하원의원 론 킴과 함께 플러싱 시청에서
참여 예산제 조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학교와 지역 단체
그리고 다른 공공 서비스를 포함한 이스턴
퀸즈에 주 예산안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며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
증설과 늘어나는 청년, 노년 그리고
이민자 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에 대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참가자 분들이
교육, 중소기업 그리고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지역
사회가 함께 모여 올해 예산 책정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시안 태평양계 미국인 단체와 회동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공헌의 날을
맞아 저는 알바니에서 CACF 의 노일린
아베사미스-멘도자, CACF 의 수키
테라다 포이츠, 라이언 나티비다드,
HSS 의 웬춘 헝, CBWCHC 의 마릴라 리,
AAFSC 의 자말 알사라이, KCS 의
여희수를 만나 뵀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단체가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저희 지역구 사무실은 159-16 Union Turnpike, Flushing, New York 11366 에 위치해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