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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하원의원 

닐리 로직 

 

2013 년 9 월 
 

 

지역 주민 간담회 (Homeowners Town Hall) 
 

오는 10월 2일 지역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간담회는 저와 연방 하원의원 그레이스 맹, 

뉴욕 시의원 마크 웨프린이 주최하며, 주택 소유자께서 겪고 계신 여러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특히 

뉴욕 시와 뉴욕 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여러분들의 질의 및 건의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릴 것이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2013 년 10 월 2 일, 수요일 

저녁 7 시 – 9 시  

Armenian Church of the Holy Martyrs 

209-15 Horace Harding Expressway, Bayside, NY 

718-820-0241 또는 RozicN@assembly.state.ny.us 로 

사전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 주년 행사 참석 

 
저는 Rev. Fr. Abraham Malkhasya 과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 지난 9월 7일 Armenian Church of 

the holy Martyrs에서 오세아니안 거리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본 교회는 다양한 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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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저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아르메니안 교회이고 지역 사회의 동반자인 본 

교회를 대표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개학과 동시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교통 안전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제임스 제라노 시의원과 함께 프래시 메도우 지역의 75 번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운전자들이 이 지역에서 과속이 잦아 우리 학생들의 등굣길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달 초에는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 토비 스타비스키 상원의원,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 제임스 

제라노 시의원과 함께 PS 173 학교 주변에 과속방지 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교통당국에 요청하였습니다. 

 

음악, 영화의 밤 주최 

 

저는 피터 구 시의원, 퀸즈 보로 힐 시민 협회와 함께 Kissena Corridor 

공원에서 음악, 영화의 밤(Music and Movie Night)를 주최했습니다. Seht and 

the Tony O Blues 밴드가 공연한 데에 이어 Despicable Me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저는 이 행사가 내년 여름에도 계속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원여가부서, 109 지구대, 그리고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내년도 행사에서 스폰서로 지원 또는 자원봉사 참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 

사무실 718-820-0241로 연락해 주세요. 

 
 

 

사무실 개원 

지난 9월 15일 저는 친구, 이웃, 정부 동료들과 함께 새 지역구 사무실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아직 방문하지 않으셨다면, 부디 들리셔서 저와 

제 직원들과 함께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에 

운영되고 있으며, RozicN@assembly.state.ny.us 주소의 이메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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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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연락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