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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내셔널 어반 리그 본사(NATIONAL URBAN LEAGUE
HEADQUARTERS), 도시 인권 박물관(URBAN CIVIL RIGHTS MUSEUM) 및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로
국유재산을 이전하도록 허가하는 법안 S4688-A/A6865-A에 서명
Cuomo 주지사: "본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할렘의 역사를 보존하고,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더 공급하며, 내셔널 어반 리그(National Urban League)와 100 블랙맨(100 Black
Men)과 같이 뉴욕 전역의 유색인종 지역사회를 위해 매일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및 시민 단체에 보금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일반서비스국 (State General Services) 커미셔너가 뉴욕시
국유지와 국유재산을 공정시장 가치 이하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 이전하여 내셔널 어반 리그 본사와 콘퍼런스 센터(National Urban
League Headquarters and Conference Center) 및 도시 인권 체험 박물관(Urban Civil
Rights Experience Museum)을 위해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S.4688-A/A.6865-A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2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본 프로젝트는 도시 내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약
170채로 늘려, 노숙자를 줄이고 뉴욕 주민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지으려는
주지사의 200억 달러 규모의 계획 또한 지원할 것입니다. 추가로, 토지 이전으로 100
블랙맨(One Hundred Black Men, Inc.) 및 재즈 모빌(Jazzmobile, Inc.)을 포함한 지역
비영리 단체에 시가보다 낮고 임대료가 없는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렘은 후손들을 위해 기념하고 보호하며
개선해야 할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할렘의
역사를 보존하고,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더 공급하며, 내셔널 어반 리그(National Urban
League)와 100 블랙맨(100 Black Men)과 같이 뉴욕 전역의 유색인종 지역사회를 위해
매일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및 시민 단체에 보금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Brian A. Benjami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리며, 덕분에 내셔널 어반 리그(National Urban League)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할렘의 중심 지대인 125번가(125th Street)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African Americans)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며 경제 정의를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본사와 인권박물관(civil rights museum) 및 저소득층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은 모두 할렘 지역사회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든 법안의 상원 발기인이 되어 영광입니다."
Inez E. Dickin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Andrew Cuomo
주지사가 제가 뉴욕주 하원에서 발의한 법안의 주요 골자에 서명한다는 소식을 발표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해당 법안은 내셔널 어반 리그(National Urban League)를 그
탄생지인 미국 할렘으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단체의 귀환과 함께, 본
프로젝트는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170채를 포함해 재즈 모빌(Jazzmobile)과 100
블랙맨(100 Black Men Inc.)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도시에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주지사께 축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제 생일에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 오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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