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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의 스물일곱 번째 

제안 발표: 토ㅌ토토 파운드로 재활용하기 위해 피어 76(PIER 76)을 허드슨 강으로 이송  

  

약 250,000 평방피트 규모의 워터프론트 부지를 일 년 이내에 비우고 허드슨 리버 파크 

트러스트(Hudson River Park Trust, HRPT)로 이전  

  

허드슨 리버 파크 트러스트(Hudson River Park Trust)는 녹색 공간, 레크리에이션, 지역 

사회 접근 및 시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재활용 계획을 개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 어젠다의 

스물일곱 번째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피어 76(Pier 76)을 뉴욕 경찰(NYPD)이 토 

파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드슨 리버 파크 트러스트(Hudson River Park Trust)의 

관할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약 250,000 평방피트 규모의 토 파운드는 맨해튼의 

워터프론트를 따라 새로운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 허드슨 야드(Hudson Yards), 

하이 라인(High Line) 맞은편에 위치합니다.  

  

피어(Pier)는 20년이 넘게 뉴욕 경찰(NYPD)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두는 서쪽 워터프론트 접근에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요지입니다. 주지사의 제안의 일환으로, 피어 76(Pier 76)은 올해 말에 비워질 예정이며, 

허드슨 리버 파크 트러스트(Hudson River Park Trust)는 뉴욕시, 관련 지역사회 이사회 

및 대표, 지역 선출직 공무원 및 하원 및 상원위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뉴욕주가 토 파운드를 신속하게 재배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후보지를 

찾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녹지는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어 40(Pier 40)과 피어 76(Pier 76)을 보호 및 보존하여 공원의 

재정적인 필요와 녹지 보호 간의 균형을 신중하게 맞출 것을 약속합니다. 이 귀중한 

토지의 재개발은 자비츠(Javits)과 하이 라인(High Line) 등 지역 랜드마크를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통해 활용도가 낮은 녹지 공간과 레크리에이션 및 시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1998년 허드슨 리버 파크 법(Hudson River Park Act)은 뉴욕시에서 "피어 76(Pier 76)에 

토 파운드 재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기된 계획을 마침내 실현할 것입니다. 허드슨 리버 파크(Hudson River 

Park)는 또한 피어 40(Pier 40)에 대한 개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피어 40(Pier 40) 및 

피어 76(Pier 76)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허드슨 리버 파크 트러스트(Hudson 

River Park Trust)는 포괄적  공원 전체 금융 및 사용 전략을 세워야야하며 허드슨 리버 

파크 트러스트(HRPT)는 이러한 계획이 추가 입법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입법 세션이 종료하기 전인 5월1 일까지 그러한 요청을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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