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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하원의원
닐리 로직
2013 년 7 월
미래의 엔지니어 육성 장려
저는 데이비드 칼루치 주 상원의원, 스캇 스트링거
맨하탄
보로장과
함께
엠파이어
엔지니어
이니시에이티브 법안(Empire Engineer Initiative
Act)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학 관련 전공의
대학 졸업 후 뉴욕 주에 5 년이상 거주하는 학생들을
재정적으로 보조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향후 뉴욕주가 기술 혁신의 리더가 되고
더 나아가 경제의 중심지가 되길 바랍니다.

대회 입상을 축하합니다
이번 학년도 말, 저는 에드 브라운스테인
주하원의원, 데이비드 웨프린 주하원의원, 마크
웨프린 시의원과 함께 제 74 중학교에서 전국
스펠링 비 (National Spelling Beee) 입상자에게
상을 수여였습니다. 알바인드 마한칼리(Arvind
Mahnakil)군은
‘크네이들(Knaidel)’의
철자를
맞추며 이 대회에서 1 등을 거머쥐었습니다.

재향 군인 지원 법안 제안
저는 뉴욕주의 여성 재향 군인 노숙자의 문제점을 연구하기 위해 주 하원의회에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여성 재향 군인들과 여성 군 전역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들은 전역 후 또 다른 ‘전쟁터’에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전쟁터는 다름 아닌
현 사회입니다. 그들은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노숙 생활과 성적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통해 미래의 재향 군인 그리고 어머니가 될 불행히도
노숙자가 될지도 모를 여성 군인들이 직면한 실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플러싱 타운 홀 정원 개장
저는 토비 스타비스키 주상원의원, 론 킴
주하원의원, 르로이 콤리 시의원, 피터 구
시의원, 피터 밸론 시의원, 지미 반
브라머 시의원과 함께 플러싱 타운 홀
정원 개장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정원은
퀸즈 동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훌륭한 여가
공간이 될 것입니다.

재활용 장려
저는 퀸즈 식물원의 마케팅 및 개발 부서장 달시
헥터 씨 및 식물원 전 직원과 함께 전자제품
재활용 운동을 벌였습니다. 로워 이스트 사이드
생태학 센터에서 지역 주민 및 업체들의
전자제품 폐기 및 재활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전자제품 재활용 운동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다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718-8200241) 주시거나 RozicN@assembly.state.ny.us 로
메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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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