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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제이콥 K. 재비츠 컨벤션 센터(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확장 착공 

 

변압기 건물을 건설하여, 1월에 설계 시공 일괄 계약을 따낸 컨소시움 LendLease 

Turner가 신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것 

  

확장된 컨벤션 센터에는 회의실, 대연회장, 신규 하역장 27곳, 옥상 테라스와 파빌리온 및 

500,000 평방피트 규모의 전시실이 갖춰질 예정 

 

3억 9,3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연간 경제 활동과 6,000개의 상근직을 창출하는 15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새 랜더링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맨해튼 웨스트 사이드의 제이콥 K. 재비츠 컨벤션 

센터(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의 확장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12월의 건물 기초작업에 이어, 이번 착공은 15억 달러 규모 확장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공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들이 변압기 건물용 철제 빔을 세우기 시작할 

예정이며, 이는 새 재비츠 센터(Javits Center)에 전력을 공급할 것입니다. 이번 이른 

착공으로 지난 달 설계 시공 일괄 계약을 따낸 건설 컨소시움 LendLease Turner가 

신속히 확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확장된 재비츠 센터(Javits Center)는 3억 9,3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연간 경제 활동을 

창출하고, 지역 교통 혼잡을 줄이며, 운영 효율을 증가시켜 신규 및 확장 이벤트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로 3,100개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2021년 

완공 시 추가로 정규직 4,000개, 시간제 일자리 2,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약속이나 제안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의 가장 큰 경제적 자산 중 하나를 확장하여 주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뉴욕입니다. 납기일을 맞추고, 공약을 

이행하고, 다양한 규모의 사업체와 다양한 배경을 지닌 뉴욕 주민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JavitsExpansion_Phase1Renderings.pdf


제공하는 변화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재비츠 센터(Javits Center) 확장으로 수천 개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뉴욕주의 호텔, 레스토랑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번 착공은 컨벤션 센터의 기초 공사와 유틸리티 작업의 완료로 가능했습니다. 이 

작업에는 확장된 컨벤션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변압기, 백업 발전기 및 기타 전기 설비를 

거치하는 데 필요한 3층 건물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6개의 대규모 케이슨 시추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건설의 첫 단계로서, 확장된 건물의 전기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변압기 건물은 고층 

폐쇄형 플랫폼으로 구성되며, 범람 지대에 위치한 재비츠 센터(Javits Center)의 기존 

변압기 설치 부지에 건설됩니다. 건물은 합성 스터드를 사용한 철제 빔으로 지지되는 

메탈 덱 위에 콘크리트 슬래브를 덮은 2개의 지지층과 바닥판을 갖춘 철골 구조물로 

구성됩니다. 기초 시스템은 기존 변압기 부지의 지하 장비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기반암 

안에 설치한 6개의 수직 통로 케이슨으로 구성되며, 이 공법으로 새 변압기 건물이 

건설되는 동안 계속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건물의 지붕에는 녹지가 섞인 수평 캐노피와 덩굴식물 화분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방음판은 옥상의 소음을 완화하기 위해 건물 지붕의 북쪽 끝을 따라 간헐적으로 

배치됩니다. 

  

지난 1월, 5개 기술위원회의 엄격한 평가 프로세스에 따라, 제안 디자인, 프로젝트 

스케줄, 프로젝트 계획 및 접근 방식, MWBE/SDVOB (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Service Disabled Veteran Owned Business) 접근 방식, 입찰 팀의 

경험 및 자본력의 5개 영역에서 경쟁 제안서를 평가하여 확장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디자인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6번째 위원회는 입찰 팀의 재정 제안서를 평가하고, 정부 

및 업계 리더로 구성된 선발 위원회는 이 위원회의 평가서를 받았으며, LendLease 

Turner를 설계-시공 팀으로 선정하였고, TVS를 디자인 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안 요청서로 선택된 Tishman Construction과 Lehrer LLC는 컨벤션 센터 개발 기업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패널 권고안은 컨벤션 센터 부지 소유주이자, 시설의 주요 공사를 감독하고 2016년 

6월 제안 요청서를 발행한 ESD의 자회사인 뉴욕 컨벤션 센터 개발 공사(New York 

Convention Center Development Corporation)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 자금으로 10억 달러가 이미 충당되었으며,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가 작년 매각한 채권의 수입으로 나머지 자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다음의 중요한 공사들이 포함됩니다: 

 



 재비츠 센터(Javits Center)에 또는 재비츠 센터로부터 전시 자료를 운반하는 

트럭을 최소 229대 수용할 수 있는 현장 트럭 집결 시설,  

 약 500,000 평방피트의 전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기존의 전시 공간과 결합된 상설 

전시 공간 90,000 평방피트,  

 최첨단 회의실 45,000 평방피트,  

 뉴욕 지역에서 가장 큰 55,000 평방피트 규모의 연회장,  

 야외 행사 시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녹지 옥상 테라스 및 파빌리온  

 신규 하차장 27곳  

 새로운 주방 및 음식 서비스 영역;  

 건물 후면 공간과 관리실 공간;  

 LEED (에너지 및 환경적 디자인 리더십) 실버 인증. 

이번 확장은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더 많은 상근직 일자리를 창출하며, 

재비츠 센터(Javits Center)와 관련된 관광 산업과 비즈니스를 신장시킬 것입니다. 확장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4,000개의 정규직 일자리, 2,000개의 시간제 일자리, 3,100개의 건설 부문 일자리,  

 3억 9,3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연간 경제 활동 창출 및  

 200,000번의 추가 호텔 객실 사용 창출. 

또한 이번 확장은 새 외관, 바닥재, 기계 및 환경 친화적 시스템 설치, 지역 야생동물의 

안식처가 되어 줄 6.75 에이커 규모의 옥상 녹지 설치를 포함한 최근 건물 개조 공사에 

기반합니다.  

 

이 프로젝트 제안 아래, 이번 확장은 대규모 고비용 무역 박람회 및 컨벤션을 유치하는 

동시에 맨해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현장 트럭 

집결, 선적 및 보관 시설을 건설하여 매년 행사 관련 트럭 20,000대를 공공 도로에서부터 

우회시켜, 인근 교통 흐름 및 보행자 안전을 개선합니다. 결과적으로, 행사 입주 및 전출 

절차가 30% 감소되어, 신규 이벤트 및 추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20일이 추가로 

확보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이사장 및 CEO이자 

커미셔너인 Howard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비츠 센터(Javits Center)는 뉴욕 

박람회 산업의 핵심이며, 이번 확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입니다. 초기 공사 

작업은 확장된 컨벤션 센터의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발전기 건물 기초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일정에 맞추어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뉴욕 컨벤션 센터 운영 공사(New York Convention Center Operating Corporation) 

이사장 및 CEO Alan Stee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비츠 센터(Javits Center)는 

미국에서 가장 번화한 컨벤션 센터이며, 이번 확장 프로젝트로 향후 수십 년간 그 번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 뉴욕 컨벤션 센터 개발 공사(New York 



Convention Center Development Corporation)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덕분에 초기 공사가 시작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 공간을 

활용하여 뉴욕주의 주요 무역 박람회, 컨벤션 및 특별 행사를 유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AFL-CIO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대표 Mario Cilent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에 훌륭하고 견고한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해, 일할 수 있는 남성 및 여성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좋은 

기회를 선사하려는 Cuomo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헌신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 대담한 

확장 프로젝트는 건설, 호텔 및 레스토랑 업계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경제 

활동을 확대하여 주 전역 근로자들의 삶과 복지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재비츠 센터(Javits Center)는 미국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컨벤션 센터이며, 

2015년에는 337건의 행사를 유치했습니다. West 34th와 West 40th Street 사이의, 11th 

Avenue 맨해튼 웨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6개 블록 규모의 이 시설은 210만 평방피트를 

아우르며, 그 중 840,000 평방피트는 전시 공간입니다. 이 시설은 무역 박람회, 컨벤션 및 

특별 행사를 개최해 경제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했습니다. 2015년에는 175개 이상의 

행사와 2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궁극적으로 17,700개의 일자리를 현지 

지원하고, 약 483,000건의 호텔 예약을 창출했습니다. 2015년, 재비츠 센터(Javits 

Center)는 총 19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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