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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CUOMO 및및및및 CHRISTIE, ONE WORLD TRADE CENTER 전망대를전망대를전망대를전망대를 개발하고개발하고개발하고개발하고 운영하기운영하기운영하기운영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전국적으로전국적으로전국적으로전국적으로 유명한유명한유명한유명한 LEGENDS HOSPITALITY의의의의 선정을선정을선정을선정을 발표발표발표발표  

 

이이이이 계약은계약은계약은계약은 주정부주정부주정부주정부 또는또는또는또는 항만청의항만청의항만청의항만청의 추가추가추가추가 투자투자투자투자 없이없이없이없이 세계무역센터세계무역센터세계무역센터세계무역센터 부지를부지를부지를부지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커다란커다란커다란커다란 민간민간민간민간 자본을자본을자본을자본을 제공할제공할제공할제공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주지사 Andrew Cuomo와 주지사 Chris Christie는 오늘 One World Trade Center의 꼭대기에 

전망대를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유명한 Legends Hospitality, LLC(Legends)의 선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선정은 15년 임대 기간에 걸쳐 약 8억 7500만 달러의 수익을 

뉴욕뉴저지항만청에 제공할 것입니다.  

“One World Trade Center에 세계적 수준의 전망대를 가져옴으로써 뉴요커와 지역 및 전세계의 

방문객 수 백만 명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를 보는 유례 없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Andrew M.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지난 2년 동안 세계무역센터 부지에서 

우리가 이룩한 엄청난 진보 위에 이루어진 것이며 Lower Manhattan의 지속적 재탄생을 

표시합니다. 전망대는 뉴욕에 수 백개의 일자리를 추가하고 뉴욕주 경제의 재기를 도울 것입니다.”  

“전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One World Trade Center가 다시 한 번 Lower Manhattan의 닻이 될 태세에 

있음을 보았습니다”라고 뉴저지주 지사 Chris Christie는 말했습니다. “관광업은 많은 세대 동안 

우리 두 주 지역의 기간산업이었는데 이 전망대는 우리 지역의 주요 명소들 중 하나가 되어 우리 두 

주 지역이 제공하는 최고를 경험하기 원하는 관광객들을 전세계에서 끌 것입니다.”  

양 지사는 항만청 이사회가 내일의 월례 이사회에 본 건이 상정될 때 계약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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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s가 제출한 One World Observatory를 위한 당선 설계는 손님이 상징적 마천루의 꼭대기로 

올라가 전망대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뉴욕시와 One World Trade Center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역동적 여정으로 방문객을 안내할 것입니다.  

One World Observatory는 방문객들에게 1,250피트 높이의 공중에서 뉴욕시와 주변 지역의 장관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전망대는 년 약 380만 명의 방문객을 뉴욕 최고 빌딩 겸 곧 서반구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 될 빌딩의 꼭대기로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Yankee Stadium 및 Cowboys Stadium을 포함하여 세계적 수준의 장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취급하는 Legends와의 계약은 주정부 또는 항만청의 추가 투자 없이 세계무역센터 장소를 위해 

커다란 민간 자본을 제공합니다. 예상 수익은 임대 기간 동안의 고정 및 가변 임차료의 혼합입니다.  

One World Observatory는 뉴욕시에서 가장 높은 유리한 고지에서 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전에 South Tower에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관광 명소 중 하나였던 전망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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