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하원의원
닐리 로직
제 25 번째 주 하원의원 선거구
에 제출한 보고서
2014 년 1 월
드림 액트법안을 주장하다
저는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 마코스 크레스포
및 프란치스코 모야 그리고 민권센터 정승진
커뮤니티 액션 회장과 합류하여 지난 해
의회에서 뉴욕 드림 액트법을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1 세대 미국인으로서, 저는 드림 액트와
다음세대 학생들이 성공의 주춧돌이 되는 모든
교육적 기회를보장하는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힐즈 에서 휴가 즐기기
올해, 저는 시민 결사체의 연간 휴가 라이팅에서 진행된
메노라 축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그레이스 맹 뉴욕주하원의원, 국회의원 에드 브람스틴,
그리고 데이비드 위프린, 마크 위프린 입법의회 의원, 자치
구 대통령 당선자 멜린다 카즈와 세인트 로 로버트
벨라민의 마틴 라그티 대사제 및 P.S. 203 의 합창단과
합류하여 명절하례를 올렸습니다.

커뮤니티 리더 인정하기
저는 한민족공동체 (KCS)를 대표하여 기념일 축제에서 한민족공동체 창립 회원들과 리더들 에게 상을
증정하여 뉴욕 대도시의 한민족공동체의 제 40 회 기념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하였습니다.

KCS 는 퀴즈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며아주 중요한 기둥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CS 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www.kcsny.org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어본데일 에서 진행된 세금 경감에 대한 논의
저는 어본데일 개선 협회의 회원들과 기본적 및 향상된
스타 면제에 대하여 담화를 나누었습니다-자택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뉴욕 주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재산세 면제입니다. 만약, 귀하가 12
월 31 일 기한을 놓칠 경우, 뉴욕 주 부서 518-4572036 에 연락하거나 또는 www.tax.ny.gov 을 방문 하여
3 월 말까지 기본 스타 면제에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85 년 동안 제공한 서비스를
경축하기
12 월에 저는 힐크레스트 에스테이트
에 위치한 All Saints Lutheran 교회의 85 주년
기념일을 위한 선언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기관에서는 중요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합고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로 개방하여 수
많은 지역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품 저장실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All Saints Lutheran 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많은 연락 바랍니다!
저의 지역 사무소는 159-16, Union Turnpike, Flushing, NY, 11366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음 메일 또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ozicN@assembly.state.ny.us 또는 718-820-0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