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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안 통과 
 

저는 다섯 달 동안의 의회 생활을 하며 제가 

제안한 첫 법안(A6905/S4220)을 통과시켰습니다. 

본 법안은 주 환경 보호국 당국이 자연 환경을 

지속하기 위해 필수적인 뿔고둥과 소라고둥의 

개체 수를 제한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저는 뉴욕 주 의회의 일원으로서 

처음 제안하여 가결된 법안이 우리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되어있어 감회가 

깊습니다. 주 하원의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해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에 본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그로 향하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법안이 통과한 것은 

비단 저 한 사람뿐만 아니라 뉴욕 주가 

앞으로도 친환경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원을 보존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퀸즈 수목원 지구의 날 행사 참석 

 
저는 퀸즈 수목원의 수목 행사에 참석하여 지구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에 있어서 

다가올 다양한 행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과 

단체들이 문의할 수 있도록 부스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스에 방문하여 주신 분들과 본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프레시 메도우 현황 점검 
 

저는 이달 초 주상원의원 아벨라와 프레시 메도우 

P.S. 26 에서 타운 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지역 주민 

분들께서 수압으로 인한 피해, 사회 기반 시설 

그리고 피해목과 공중 안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 문제에 대하여 말씀해주셨습니다. 건설, 교육, 

교통 그리고 위생국의 대표들이 지역 사회로부터 

문제를 인지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저는 승객 권익 보호 연합에 

가입하여 정부 동료들과 함께 

교통국(MTA)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4 천 만 달러의 잉여금을 

교통 체계 복구 및 확장에 

사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쿠오모 주지사와 MTA 가 4 천 만 

달러가 현재 운행 되는 버스와 

전철 노선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2010 년에 중단된 MTA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는 데에 쓰일 서비스 

복구 및 증진 기금을 조성하는 

데에 사용하기를 요청했습니다. 

대중 교통은 이스턴 퀸즈에 

필수적이며 대중 교통 축소는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MTA 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해 서비스를 복구하고 확장하는 데에 분골쇄신하여야 합니다. 저는 승객 권익 

보호 연합과 함께 MTA 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 체계를 복구 및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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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