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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하원의원
닐리 로직
2013 년 10 월
STAR 세금 감면 프로그램 등록 및 워크샵 진행
새로운 주 입법부에서는 주택 소유주 분들이 계속하여 Basic STAR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원한다면 뉴욕 주
조세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뉴욕 주 조세부와 재무부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워크샵을 진행하고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3 년 10 월 27 일, 일요일
오전 11 시부터 오후 2 시까지
159-16 Union Turnpike, Flushing, NY 11366
718-820-0241 또는 RozicN@assembly.state.ny.us 로
사전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 간담회 (TOWN HALL MEETING)
지난 10 월 2 일, 저는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 마크 웨프린
시의원과 함께 베이사이드 힐스 Armenian Church of the Holy
Martyrs 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뉴욕 주
및 시 정부, 지역 자치 단체, 금융 기관 및 공사 관계자 분들이
참석하여 지역 주민들의 질의에 답하고 건의 사항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 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추석 맞이 잔치 참석
저는 피터 구 시의원과 함께 플러싱에 경로원에서 180 여 명의
노인 분들과 함께 추석 및 9 월 생일 및 추석 맞이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중국 전통 공연을 관람하고 월병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9 월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뉴욕 주 건강 보험 거래소를 소개합니다
10 월 1 일부터 뉴욕 주 건강 보험 거래소가 운영됩니다. 뉴욕 주민은 웹사이트 info.nystateofhealth.ny.gov 에
방문 하시거나 855-355-5777 로 전화를 걸어 건강 보험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는 개인,
가정, 중소기업 이 뉴욕 주 전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건강 보험 상품을 비교, 대조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

교통 안전 대책 촉구
저는 제임스 제나로 시의원 그리고 지역 단체장들과 함께
프레시 메도우 75 번 애비뉴 간선도로의 교통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뉴욕시 공공 기관, 공무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간선도로의 교통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더 나아가 75 번 애비뉴를
이용하는 모든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자동차 운전자가
더 나은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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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