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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지도자들 을 취임시키다 

 
저는 지난주  프래시메도우에 있는 P.S. 26 루퍼스 킹 
초등학교에서, 새로운 학생회 임원을 취임 시켰읍니다. 
어린나이에 공공 서비스 활동과 시민의 의무에 대한 
책인감을 갖게되고 이를통해 우리 어린이들도 다양한 
교육을 경험할수 있읍니다. 저는 이번년도에 학생회 
임원이 되기위해서 선거유세 하는 많은 어린이들을 
보고 정말 놀랍고 기뻤습니다.  

 
 

 
 

주택 소유자들 을 보호한다 
 

기본스타 프로그램에 등록할수있는 기간은 이번 2013 년 12 월 31 일이 마감입니다. 스타 환불 
프로그램은 뉴욕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길위한 뉴욕주 투자 재산세 면제 프로그램입니다. 
등록하고싶은 자들은   인터넷을통해 www.tax.ny.gov 사이트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518-457-2036 
전화를 이용하여 등록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세요! 등록할때 공식적인 뉴욕주 의 과세부서 
및 재정부 또는 뉴욕시 재정부의 서류 인지를 꼭 확인하세요.  누군가의 도움에 돈을 지불하지 
마세요. 기본 또는 고급 스타 에 가입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당신이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뉴욕주 
납세자권리 옹호 담당 전화 518-530-4355 로 연락하세요. 또한, 주택 소유자는 어떤 질문 이나 
궁금한 사항이있으면 전화 718-820-0241 또는 이메일 rozicn@assembly.state.ny.us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발전 을 위한 논의 

 
저는 최근 동부 퀸즈 경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상업 
입법위원회의 퀸즈 상공 회의소와 자리를 같이 앉았습니다. 
우리는 기술과 소규모 사업 개발의 중요성을 논의하였고 
저는 소규모 사업체 들이 더욱 발전 될수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거리 를 더욱 안전하게 
 

저는 우리의 거리가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비극적 인 사고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체리 애비뉴와 메인 스트리트에 복잡한 교통해소 요구 요청에대한 조치로 뉴욕시 
교통부(DOT)와 플러싱에있는 교차로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DOT 는 좌회전 
차량이 쉽게 볼수있도록 하기 위해 체리 애비뉴 동쪽으로들어오는 두 주차 공간을 제거하고 또한 
“No Standing Anytime " 싸인과 추가 표시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 
 

저는 상원 의원 토비 스타비스키, 하원 의원 
론 킴, 자문위원 피터 쿠와 플러싱 병원에서 
실시한 하원 의원 그레이스 멩의 건강 케어법 
포럼에 참가했습니다. 건강 설계자들이 직접 
ACA 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힌디어, 우르두어,펀잡어의 번역 지원을 
제공했습나다. 

 
 



디왈리 축제 
 

저는 지난 달에 걸쳐 많은 다른 디왈리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디왈리 
축제때 플러싱에서 문화 공연, 전통 음식, 원본 
삽화등을 볼수있었습니다. 즐거운 디왈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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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