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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평가 작업장 

 
저의 재산세 평가 작업장에 참여 하신 모둔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뉴욕시 국세심사위원회 

및 뉴욕시 재무부의 도움으로 저희는 수백 명에 

달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들의 재산세에 대하 

여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주택을 

한채 또는 두채를 소유한 분들을 위하여 

3 월 17 일까지 또는 조합 및 콘도를 소유한 

분들을 위하여 3 월 3 일까지 뉴욕시 

국세심사위원회와 함께 귀하의 재산 가치 평가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부분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플러싱 에서 구정 경축 

 
저는 시장 빌 드 블라시오, 공익 옹호자 레티타 

제임스,  검사관 스콧 스트링거, 멜린다 캐츠 
퀸즈보로장, 대표자 조 크라울리 및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 주검사관 토마스 키나폴리, 상원 의원 토비 
스타비스키, 국회의원 론 김 및에드 브람스틴, 

입법의회 의원 피터 구, 마크 위프린 입법의회 의원 

과폴 발론, 피터 투, 폴 유 그리고 기타 커뮤니티 

리더들과 함께 모여서 플러싱에서 설날 잔치를 

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커닝함 공원의 청과물 시장 

저는 올 여름에 커뮤니티보드 8 및 지역 시민 

리더들과 협력하여 커닝험 공원에 청과물 

시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청과물 

시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지역 노점상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일부분에 참여하시고 싶은분 

또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의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718-820-0241.추가로, 
커뮤니티보드 8 에서는 3 월 20 일, 목요일 
저녁 7 시 반에 197-15 Hillside Avenue 에서 
본 주제에 관련하여 공원위원회 회의를 주최할 
것입니다. 

 

‘비전 제로’ 에 헌신 

 
저는 보행자, 자전거 사용자 및 기사들의 교통안전을 

최우선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므로 300 명이 

넘는 교통 사고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프레시 

메도즈에 온 알리슨 라오의 가족과 도시 주변에서 온 

여러 가족들과 함께 촛불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저희가 다니고 있는 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시장 빌 드 블라시오와 함께 ‘비전 제로’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보다 더 

안전한 자전거 도로, 보다 효율적인 교통안전 대책 및 

퀸즈에 있는 모든 도로에 명확한 표시를 하는 것을 

지지할 것입니다. 

 

베이사이드 학생들을 위한 투쟁 

 
저는그레이스 맹 하원의원, 국회의원 에드 브람스틴, 

마크  위프린 입법의회 의원 및 폴 발론과 함께 뉴욕시 

재무부에 구역 26 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정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교육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받을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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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