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3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맨해튼의 파 웨스트 사이드에 자비츠 "사이트 K"를 개발하기 위한 

제안서 요청 발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자비츠 컨벤션 센터의 1.2에이커 부지에 대한 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2021년 5월 6일까지 제안 가능, 제안서 요청 신청서는 여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드타운 맨해튼의 웨스트 사이드에 남아있는 마지막 

빈 구획인 418 11번 애비뉴(418 11th Avenue)의 상업 또는 혼합 사용 개발을 위한 제안 

요청(Request for Proposals, RFP)이 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이트 K(Site K)라고 

불리는 약 1.2에이커의 부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 자회사인 뉴욕 컨벤션 센터 개발공사(New York Convention Center Development 

Corporation)가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15억 달러, 120만 제곱피트의 확장이 진행 중인 

제이콥 K. 자비츠 컨벤션 센터(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의 정문 바로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이니한 트레인 홀(Moynihan Train Hall)의 

개장부터 하이 라인(High Line) 확장까지, 우리는 주 경제를 재개할 때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된 활기찬 교통 중심의 미드타운 웨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이트 K는 개선된 교통, 새로운 야외 공간 및 저렴한 주택 기회를 통해 

번성하는 뉴욕 인근 지역에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는 더 나은 재건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나타내는 진정한 증거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커미셔너 대행이자 대표 겸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해튼 웨스트 사이드를 변화시키겠다는 Cuomo 

주지사의 비전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사이트 K 제안서 요청 발행과 함께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츠 센터 확장에 대한 우리의 작업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이 프로젝트는 수십만 명의 방문자, 컨벤션 참석자 및 뉴욕 주민이 매년 

참석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사와 업계 모임을 주최하는 뉴욕에서 가장 많은 여행지 

중 하나의 출발점에서 독특한 개발 기회를 제공합니다."  

  

35번과 36번가(35th and 36th Street), 11번 애비뉴(11th Avenue)와 허드슨 불라바드 

웨스트(Hudson Boulevard West)로 둘러싸인 사이트 K는 자비츠 센터 바로 맞은편에 

https://esd.ny.gov/doing-business-ny/requests-proposals/request-proposals-rfp-jacob-k-javits-convention-center-site-k


 

 

있으며, 하이 라인, 지하철 7호선, 허드슨 야드(Hudson Yards), 허드슨 리버 파크(Hudson 

River Park)에서 한 블록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제안서 요청 및 선정된 프로젝트를 통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뉴욕주에 새롭고 지속 가능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며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 및 복무 중 장애를 얻은 퇴역군인 소유 기업(Service-Disabled Veteran-

Owned Businesses)의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합니다.  

  

사이트 K의 개발은 Cuomo 주지사의 광범위한 미드타운 웨스트 재개발의 일부로, 

2021년 시정연설 어젠다의 일부로 발표되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이전에 배터리 파크 

시티(Battery Park City), 루즈벨트 아일랜드(Roosevelt Island), 타임 스퀘어(Times 

Square)의 혁신을 포함하여 뉴욕시에서 여러 성공적인 매크로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최근에 개장한 모이니한 트레인 홀 외에, Cuomo 주지사의 미드타운 

웨스트 비전의 다른 요소로는 자비츠 센터 확장, 엠파이어 스테이션 컴플렉스(Empire 

Station Complex) 프로젝트, 하이 라인 확장, 항만청(Port Authority) 버스 터미널 교체, 

피어 76(Pier 76)을 토 파운드(tow pound)에서 워터프론트 공원으로 바꾸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510억 달러 규모의 계획은 196,000개의 일자리, 새로운 야외 공간, 개선된 

대중 교통 및 보행자 연결성을 생성할 것이며, 급성장하는 맨해튼 지역에 상업적이고 

저렴한 주택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응답자는 자비츠 센터를 보완하는 호텔 사용을 포함하여 상업적 또는 혼합 사용 개발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거 용도가 포함된 제안에는 제안서 요청에 명시된 대로 저렴한 

주택의 뉴욕(Affordable New York)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30%의 영구히 저렴한 가구 

단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출은 2021년 5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에 완료됩니다. 제안서 요청 및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문은 

JavitsSiteKRFP@esd.ny.gov로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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