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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라스톤의 재택 근무 사무소 시간
저희는 이웃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전 11:30 부터 오후 12:30 사이에 재택 근무
사무실을 개방합니다. 약속한 지점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014 년 5 월 18 일, 일요일
오전 11:30 분 – 오후 12:30 분
Fairway Market in Douglaston
242-02 61st Avenue, Douglaston, NY 11362

대중 교통을 위한 자금 확보
저는 교통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이웃들을
위하여 대량 수송 수단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 토비
스타비스키와 저는 오번데일 개량협회와 베이사이드
힐스 시민 결사체와 함께 협력하여 동북 퀸즈

에서 제공하는 버스 서비스 복원 연구에 대한
미화 50 만달러에 달하는 올해의 주 예산 자금
금액을 발표하였습니다. MTA 에서는 교통 운송
수단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더
많은 교통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고 그 지역의 서비스 단절을
복원하기 위하여 1 년 동안 완성해야 할 연구를
개시 할것입니다.

베이사이드 힐즈의 식목일을 경축
저는 이미 베이사이드 힐스의 식목일을 위한
동부 퀸즈 녹색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계획에는 유세, 보도의 설문 조사, 나무
구덩이와 베이사이드 힐스에 있는 쇼핑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원 의원 토비 스타비스키, 입법의회 의원
폴 발론, 커뮤니티보드 11, 베이사이드
힐스 시민 결사체와 참여하신 모든 자원
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플러싱 에서 자원 봉사자 요청
저는 뉴욕 캐어 및 교장 데브라 캐시디와 함께 플러싱의 P.S.
24 에 있는 놀이터 벽을 단장 하기 위한 벽화를 제작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벽화는 학생 및 전체 P.S.
24 커뮤니티에서 상상력을 양성하고 학습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오락적 공간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페인트칠을 할수있는 자원봉사자를
찾고있습니다. 만약, 도움을 주실수있으시면 718820-0241 또는 RozicN@assembly.state.ny.us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시 메도즈의 퀸즈 도서관 다시 개방
저는 기쁜 심정으로 프레시 메도즈에 있는 지역
도서관이 이미 재건을 마치고 시 대중들에게
개방하였음을 발표합니다! 프레시 메도즈에서
성장한 저는 도서관이 커뮤니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원
의원 토비 스타비스키와 입법 의회의원마크
위프린입법의회 의원 및 코스타 콘스타티니데스와
함께 리본을 잘랐습니다. 퀸스보로 힐의 공립
도서관은 대대적인 재건을 통하여 장애인 현관 및
24 시간 체크인 기능을 갖춘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다시 개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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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