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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세금 감면 프로그램 등록 및 워크샵 진행 
지난 10 월 27 일 저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STAR 세금 감면 프로그램 등록 및 워크샵을 열었습니다. 뉴욕시 및 

주정부의 담당자 분들이 지역 주민들의 Basic 및 Enhanced STAR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 답해드리며, 등록을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며 

STAR 프로그램 등록을 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 718-820-0241 로 전화를 주시거나 RozicN@ 

assembly.state.ny.us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TAR 프로그램 등록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우리 공원 보존에 동참해 주세요 
지난 10월 19일 저는 공원의 날을 맞이하여 Cunningham 공원, Kissena Corridor 공원과 

Olde Towne of Flushing Burial Ground 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지역 시민 단체와, 자치 

단체 그리고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우리 지역을 아름답게 만드는 근린 지역을 보존을 

독려했습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지지 

저는 플러싱 파슨스 교육 복합 시설에 뉴욕 파슨스 비컨 센터 

산하 어린이 센터에서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운동은 미국 전역으로 퍼질 것이며 흥미롭고 

유익한 교육 활동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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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힌두 사회 노인 복지 프로그램 
 
 

저는 토비 스타비스키 주 상원의원, 론 김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북미 힌두 사회 경로 프로그램 10 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노인 분들은 

프로그램에서 익힌 전통 춤과 연극 공연을 펼쳤습니다. 우리 

노인 분들께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신 북미 

힌두 사회와 우마 미소레카르 박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학생들을 칭찬해 주세요 

 
저는 2013 년 세계 포켓몬 대회에서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폴 

밸론과 함께 158 중학교의 브랜든 정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청소년 부문에서 1등을 거머쥔 브랜든 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학생들의 성과를 인지하고 교외활동을 촉진하여 

학생들의 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식물원으로 놀러 오세요 

 
지난 10월 20일 저는 퀸즈 식물원 제 3회 추수제 및 호박 축제에 수 백 명의 방문객들과 함께했습니다. 지역 

상공인들은 주민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스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 

분들이 다가오는 워크샵과 행사 그리고 다른 소식들을 문의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과 축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저희 지역구 사무실은 159-16 Union Turnpike, Flushing, New York 11366에 위치해 있으며, 

718-820-0241 또는 RozicN@assembly.state.ny.us 를 통해서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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