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6월 2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부지 완성 과정의 주요 

단계인 제5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WTC SITE 5)용 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S, RFP) 발표  

  

제안 요청서(RFP)로 이전에 도이체방크(Deutsche Bank) 건물이 있던 제5 부지에 

상업 및 다목적용 건물을 만드는 방안 수집  

  

해당 구획, 뉴욕시에서  기대하던 최고 개발 기회  

  

방안은 2019년 9월 20일까지 접수 예정, 제안 요청서(RFP)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개발 상태로 남은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두 부지 중 하나인  제5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Site 5) 개발용 

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s)가 현재 접수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파이낸셜 

디스트릭트(Financial District) 중심부인 리버티  파크(Liberty Park) 남쪽에  위치한 

33,000제곱피트 규모의  구역은  12개 이상 지하철 노선과 패스(Port Authority 

Trans-Hudson, PATH) 열차 시스템에서  접근할  수 있어, 특히 로어 맨해튼에 새 

개발 기회를 줍니다. 이번 발표는 뉴욕 경제를  강화하고 로어 맨해튼에서  9/11 

피해 복구를 진행하려는  Cuomo 주지사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 18년 전 뉴욕 주민은  로어 맨해튼을 

전보다 튼튼하게 재건하기로  맹세했습니다 . 주정부는 현재 제5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Site 5) 제안 요청서를 접수함으로써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킬 것입니다 . 해당 프로젝트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다운타운 재활성화를  완성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며  이로써 

비극에 맞서는 뉴욕의  용기와  투지를 반영할  것입니다."  

  

이 부지는  이전에 도이체방크(Deutsche Bank) 건물에 있었으며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자회사인 로어  맨해튼 

개발공사(Lower Manhattan Development Corporation, LMDC)는 2004년 부지를 

구입했고 2011년에 해체, 제거 및 굴착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 이 작업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보조금의 

https://esd.ny.gov/doing-business-ny/requests-proposals/world-trade-center-site-5-rfp
https://esd.ny.gov/doing-business-ny/requests-proposals/world-trade-center-site-5-rfp


지원을 받았습니다 . 로어 맨해튼 개발공사(LMDC)와 뉴욕뉴저지항만청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은 합동으로  제5 부지 요청 제안서(RFP)를  

발표하여 해당 부지를  임대 또는 구매하고 상업 또는 다용도 프로젝트로  

재개발할 개발팀을 찾을 예정입니다 . 요청 제안서(RFP)는  최대 134만 

5,000제곱피트 구역  및 900피트 높이 규모의  개발  방안을 요청합니다 .  제출 

마감일은 2019년 9월 20일입니다.  

  

세계무역센터  부지(World Trade Center Site)를 관리하는 일반 프로젝트 

계획(General Project Plan, GPP)은 본래 해당 구역에  상업 사무실 건물 건설을 

구상했습니다 . 제안 요청서(RFP)는 최근 주변 지역에 사무실 공간이 생기고 

지역사회에  주택이 필요해지는  추세를 반영했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  프로젝트 

계획(GPP)을 수정할 수 있는 상업 및  다용도  방안을  받고 있습니다 . 거주지 

용도로 제안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반드시 뉴욕시의  중간 소득층 대상  의무 주택 

프로그램(Mandatory Inclusionary Housing program)에 따라 현지의 가격이  저렴한 

가구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Howard Zemsky 사장, 

최고 경영자 겸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9월 11일은 뉴욕에서 가장 슬픈 

날 중 하나였습니다 . 그후 저희는 오랫동안 로어 맨해튼을 재건하기  위해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 요청서(RFP)를 발표한  것은 이러한 활동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  

  

Rick Cotton 항만청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저희는 뉴욕시에서 기대하던 

최고 개발  기회를 추진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는 지난해 이  부지를 건설 

현장에서 활기 찬 공공 장소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 비어 

있는 부지  개발은 현재 진행 중인 변화 과정에서  취할 다음 단계입니다 ."  

  

로어 맨해튼 개발공사(Lower Manhattan Development Corporation)의 Daniel 

Ciniello 사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어 맨해튼 개발공사(LMDC)와 

항만청(Port Authority)은 생산적인 작업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5 부지 개발 

진행은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부지 재개발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취하는 또  하나의 주요 단계입니다 . 로어 맨해튼 개발공사(LMDC)는 리더십을 

보여주신 주지사님과  조언해주고  기다려주신  지역사회에  감사드립니다 . 저희는 

항만청(Port Authority), 지역 선출 공무원들 , 이 과정이 진행되며  선정되는  

개발자와 작업할 것이 기대됩니다 ."  

  

제안 요청서(RFP) 발표는  항만청(Port Authority)이 주요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부지의 기타 건설 작업을 

시작한 해의 최고 사건입니다 .  일 년  전 6월, 제3 타워(Tower 3)가 개방되었고  

50% 이상 임대되었습니다 . 제3 타워(Tower 3)가 문을 연  직후 항만청(Port 



Authority)은 보행자에게  데이 스트리트(Dey Street)와 코틀랜트 웨이(Cortlandt 

Way)를 개방하여 부지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 이는 1970년대 원조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가 지어진 후 처음으로 해당 거리를 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 그 사이 제4 타워(Tower 4) 전체가 임대되고 제1 

세계무역센터(One World Trade Center)의 83%가 임대되었습니다 . 실버슈타인  

부동산(Silverstein Properties)이 관리하는 제2 타워(Tower 2) 부지는  미래  시장 

앵커 테넌트 수요에 맞게 건설하여 미래 상업 사무실 타워가 될 예정입니다 .  

  

2018년 Cuomo 주지사가 중개한 합의에 따라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부지의 시그니처 구조 중 하나인 로날드 오 페렐만  공연 예술 센터(Ronald O. 

Perelman Performing Arts Center) 건설도 진행 중입니다. 공연 예술 

센터(Performing Arts Center)는 2021년에 문을 열 예정이며 변경 가능한  최신 

공간에 1,000명 이상이  앉을 수 있게  됩니다 . 제5 부지 제안 요청서(RFP) 및 공연 

예술 센터(Performing Arts Center)는 로어 맨해튼 재활성화와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부지 재건설을  위해 몇 년 동안 작업하고 있는 로어 맨해튼  

개발공사(Lower Manhattan Development Corporation)의 주요 성과를  나타냅니다 .  

  

2019년 시작부터 다섯 달 동안 항만청(Port Authority)은 로어 맨해튼에서  해당 

부지를 다양한 문화와  예술 설치물이 있는 역동적인  장소로 변화하기 위해 

적극적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  1월, 해당  기관은 지난 2년 동안 오큘러스  

플라자(Oculus Plaza) 야외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겨울에는 오큘러스(Oculus) 

내부에서 화요일마다  열리는 그린마켓(Greenmarket)을 들여오기 위해 

웨스트필드(Westfield)에 합류했습니다 . 2월, 항만청(Port Authority)과 

웨스트필드(Westfield)는 처음으로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부지에서 

음력 새해(Lunar New Year)를 축하했습니다 . 돼지 해를 축하하기 위한 60명의 

아시아 문화센터 심포니(Asian Cultural Center Symphony) 공연과 음력 새해 

사자춤(Lunar New Year Lion Dance) 등이 있었습니다 . 4월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주간 야외  푸드마켓인  스모가스버그(Smorgasburg)가 시작되어 부지에서  10월 

25일까지 금요일마다  열립니다 . 이번  여름 , 리버티 파크(Liberty Park) 영화의 밤 

행사, 프라이드의  달(Pride Month) 전시, 2019년 여자 월드컵(Women's World Cup) 

시청 파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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