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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맨하탄 서쪽 해안에 위치한 피어 76의 그랜드 오픈을 발표  

  

3,100만 달러 규모 프로젝트는 임시 레크리에이션 공간, 유연성 있게 사용하는 야외 

공간, 벤치, S.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프로펠러와 기존의 허드슨 리버 파크 시설에 

대한 해설 패널 추가  

  

프로젝트는 3개월 이내에 완료  

  

피어 76, 트라이베카 영화제의 일환으로 야외 상영 개최  

  

뉴욕주는 2020년 1월부터 피어 76을 소유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맨해튼의 서부 허드슨 리버(Hudson River) 물가에 

있는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 공간인 피어 76(Pier 76)의 그랜드 오픈을 

발표했으며, 드디어 이전 뉴욕시 경찰청(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NYPD) 압수 

주차 시설을 허드슨 리버 파크(Hudson River Park)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81일, 즉 3개월 이내에 완료되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피어 76이 올해의 트라이베카 

영화제(Tribeca Film Festival)를 위한 야외 상영을 주최하는 장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물리치는 데 

계속해서 놀라운 진보를 거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팬데믹 후 미래를 위해 주를 재건하고 

활성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피어 76에서의 이 역사적인 노력보다 상징적인 것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피어 76은 서부에서 눈을 불편하게 만드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뉴욕 주민의 노력 덕분에이 멋진 새 공원은 주민과 방문객에게 야외 레크리에이션 

기회 및 트라이베카 영화제와 같은 문화 명소에 대한 독보적인 접근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난 1월에 뉴욕주는 뉴욕시로부터 웨스트 37번가(West 37th Street)와 12번 

애비뉴(12th Avenue)에 위치한 피어 76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이곳은 과거 

경찰청의 견인지로 사용되었으며 5.6에이커 규모의 구조물이 위치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 공원, 휴양 및 역사 유적 관리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은 지난 이른 봄에 부두에 위치한 245,000제곱피트 규모의 견인 시설을 

철거했으며, 산책 구역,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야외 공간을 비롯해 사람들이 



 

 

워터프론트의 경관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 등이 설치된 임시 공공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견인 시설의 강철 구조물을 당분간 그대로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음영이 생기는 독특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3,1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는 환경적 완화, 재포장 및 난간 및 조명 설치가 포함되었습니다. 19개의 해설 

패널은 맨해튼 지역의 토착 델라웨어족(Lenape)과 해운 산업의 진화를 포함하여 이 

지역의 역사를 중계합니다.  

  

또한 부두에는 S.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S.S. United States)의 프로펠러가 있으며, 이는 

대서양을 건너는 가장 빠른 여객선에 대한 기록 보유자로 유명합니다. 직경이 약 

20피트인 프로펠러의 무게는 73,000파운드입니다. 400회의 대서양 횡단 항해를 마친 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1969년 유럽 전역의 도시에 저렴한 제트기 여객 서비스가 

출현하여 은퇴했습니다.  

  

뉴욕주 일반 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OGS)은 기계 및 전기 시스템의 교정 

및 선택적 철거를 수행하여 전반적인 건설 노력을 위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일반 

서비스국은 안전한 공공 접근과 공간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 검사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뉴욕 주립공원 커미셔너 Erik Kullesei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실현을 

오래 기다려온 첼시,클린턴, 미드타운 지역사회의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이 독특한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입니다. 작년은 우리 지역사회에 공원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강조한 해였으며, 놀라운 도시와 해안가 전망이 있는 피어 

76은 독특한 고품질의 열린 공간입니다."  

  

허드슨 리버 파크 신탁(Hudson River Park Trust, HRPT) 대표 겸 최고경영자인 

Noreen Doyl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리버 파크와 뉴욕시는 대중이 즐길 수 있는 

더 많은 열린 공간을 제공할 때에 가장 즐겁습니다. 트라이베카 영화제와 뉴욕시의 여름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맞춰 새로운 임시 공원 지역을 대중에게 

제공해주신 Cuomo 주지사와 Kulleseid 커미셔너 및 직원들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신 공원 부두에 대중을 맞이하기를 고대합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커미셔너 겸 허드슨 리버 신탁 이사회 부이사장인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어 76을 뉴욕시 경찰청 견인지에서 세계적 수준의 레크리에이션 자원으로 변모시켜 

맨해튼의 웨스트 사이드에 거주하는 주민 및 매년 허드슨 리버 파크를 찾는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위한 새로운 오아시스를 만들었습니다. 피어 76의 개방은 수많은 뉴욕 주민 및 

전 세계의 방문객들을 연결하며 상징적인 허드슨 리버를 따라 뉴욕의 유명한 도시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멋진 공간으로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Brad Hoylm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피어 76이 마침내 대중에게 

개방되어 기쁩니다. 이것은 20년 이상 이웃지역에서 힘들게 이루어낸 승리이며, 

지역사회와 특히 지역사회 이사회 4(Community Board 4)가 이 공간을 대중에게 되돌려 



 

 

놓기 위해 한 일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게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도시를 위해 

더 접근하기 쉽고 자유로운 야외 공간을 갖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장기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역사회와 허드슨 리버 파크 신탁으로부터 공간의 지속적인 임시 공원 

사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Robert Jackso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어 76을 대중에게 재개하는 것은 

여름, 특히 유명한 트라이베카 영화제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허드슨 리버 파크 

신탁과 그 자문위원회 및 지역사회 이사회 4의 동료들과 함께 이 공공 공간의 장기적인 

미래를 계획하여 앞으로 뉴욕 주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허드슨 리버 파크 법안의 저자인 Richard Gottfried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마침내 수년 간 지연된 일이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어 76이 

여름을 위해 개장하도록 한 빠른 작업에 대해 주립공원에 감사드립니다. 열린 공간은 

많을수록 좋으며, 이 새로운 공간은 잘 설계되어 있으며 모두가 즐기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Deborah J. Glic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리버 파크에 새로 추가된 

멋진 작품으로 피어 76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작년에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열린 공공 공간은 뉴욕 주민의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주지사와 

지역사회가 이를 현실로 만드는 일에 감사드립니다."  

  

Linda B. Rosentha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정부, 맨해튼의 지역사회 이사회 4, 허드슨 리버 파크 신탁, 정부의 동료 등과 함께 

일하면서, 피어 76이 마침내 공공에 개방되어,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허드슨 리버 

파크의 아름다움과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수년 동안 뉴욕시 경찰청의 

견인지는 주요 부두 공간을 차지했습으며, 이 공간은 뉴욕 주민에게 워터프론트 

레크리에이션 공간에 대한 대중적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진정한 승리이며 공공 접근을 가능하게 한 빠른 진행 

속도는 모든 당사자가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의 좋은 

증거입니다. 허드슨 리버 파크는 최고의 지역사회 자원이며, 허드슨 리버 파크 공간을 더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뉴욕시 의회(New York City Council)의 Corey Johnson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열린 공공 공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뉴스는 정말 축하할 내용입니다. 여름이 시작될 때 

뉴욕 주민이 야외에서 즐기고 놀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갖게 된다는 사실은 더욱 기쁜 

일입니다. 곧 지역사회와 함께 피어 76을 방문하기를 고대합니다."  

  

맨해튼 자치구의 Gale Brewer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어 76은 방문객과 

그 가족들이 허드슨 리버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충분한 새로운 공공 공간과 녹지를 

제공할 것이며, 이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시켜주신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피어에 대한 대체 용도는 수년간 논의되어 왔으며, 오늘날 그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피어 76은 더 많은 뉴욕 주민이 워터프론트를 이용하도록 격려고, 

지역 경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두에게 더 살기 좋은 도시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레이터 뉴욕 건축 및 건설업 위원회(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Greater New York)의 위원장 Gary LaBarber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어 76은 허드슨 

리버 워터프론트에 대한 변화와 맨하탄 서부의 지역 관광 및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기록적인 시간에 완료해 주신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3개월 이내에 피어 76을 마무리한 것은 정부, 노동 및 민간 부문의 노력과 

인내가 협력한 덕분이며, 그들의 노력을 칭찬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뉴욕, 

방문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당한 오픈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추가할 것입니다."  

  

1998 허드슨 리버 파크법(1998 Hudson River Park Act)에 따라 뉴욕시는 부두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했으며, 최소 부지의 절반은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열린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20년 이상 계획이 중지된 후 Cuomo 주지사는 2020년 주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 어젠다에 따라 피어 76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새롭게 

했습니다. 1월에, 뉴욕시는 주 예산 합의에 따라 부지를 비우고 뉴욕주에 통제를 

이전했습니다. 피어 76의 장기 사용을 위한 계획은 허드슨 리버 파크 신탁에 의해 

수행되며, 이는 뉴욕시 또는 주와의 장기 부동산 임대를 통해 허드슨 리버 파크를 

관리하는 공동 도시-주 협력입니다.  

  

피어 76의 건설은 1962년에 시작되었으며, 대형 화물기의 출현과 컨테이너화된 화물의 

출현으로 인해 도시의 오래된 작은 피어가 쓸모 없게 된 시기였습니다. 1964년에 

완료되었을 때, 피어는 두 배의 정박지를 허용했으며 폭 300피트, 길이 635피트였습니다. 

구조물에는 615피트 길이의 인접 격벽 플랫폼과 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드슨 리버 파크는 550에이커 규모의 리버프론트 파크로, 트라이베카의 배터리 파크 

시티(Battery Park City)에서 그리니치 빌리지, 미트패킹 디스트릭트, 첼시, 허드슨 야드, 

헬스 키친/클린턴의 웨스트 59 스트리트 등을 둘러싸고 있으며 상업 수송에 사용되었던 

열 곳 이상의 부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로, 테니스 

코트, 축구장, 타격 연습장, 어린이 놀이터, 강아지 놀이터, 기타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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