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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BARRY DILLER, RICHARD EMERY 시티 클럽 창립 회원 및 고문,
DOUGLAS DURST 의 피어 55 에 대한 성명서

Andrew M. Cuomo 주지사 성명서:
“맨해튼의 웨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허드슨 강 공원은 이 시대의 위대한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수년간의 도시 쇠퇴를 반전시키고, 강어귀를 보호하며 뉴욕주 웨스트
사이드에 아름다운 허드슨 강을 개방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상은 원래 Mario Cuomo 주지사와 David Dinkins 시장이 1992 년 처음 주창한
것입니다. 1998 년 6 월, 뉴욕주 입법부는 허드슨 강 공원법(Hudson River Park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5 마일 길이에 달하는 공원의 완전한 비전을 완성하기 위한 수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2003 년까지 공원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어 55 에 건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원을 건설하자는 Barry Diller 씨의 제안이 Diller
가족 재단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계획은 6 년 넘게 추진되었으며,
워터프론트에 멋진 추가 볼거리를 약속하였습니다. 불행히도 프로젝트 진행을 방해하는
소송이 있었으며, 최근 프로젝트 계획이 중단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뉴욕 주민이 잃어버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피어 55 소송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공원 공사 전반을 완성하기 위한 협조
노력이 소송 및 교착 상태보다 더 건설적이라는 제 신념을 밝혔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모든 정당이 공원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한다는 더 높은 목표와 희망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주 주민들께서 제게 추가 임기를 부여하여 해당 임기 내에 공원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아울러, 피어 55 반대야말로 결국
비생산적인 일이며,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는 신념을 피력하였습니다.
당사자들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며, 시티 클럽이 시작한 법적 분쟁은 중단될
것이고 피어 55 는 재개될 것입니다. 서로 협조하여 공원의 비전을 완료할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보았을 때 Diller 씨의 구상이 중요한 영구적 유산이 될 수 있기에,
피어 55 프로젝트 진행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Diller 씨의 의도는 미래
세대에게 혜택을 줄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박애주의적 동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 꿈은 여전히 그의 손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Barry Diller IAC 의장 겸 최고 중역의 성명서:
“지난달,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모두 똑같은 마음이 담긴 수많은 요청을 받아 왔습니다.
이들 모두 포기하지 않고 피어 55 건설을 재개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하였습니다. 편지,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그리고 뉴욕의 거리를 걷고 있을 때,
뉴욕 주민들이 새로운 부두를 갖게 되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또 프로젝트 취소로
인한 상심이 얼마나 큰지 수많은 사람들이 말해 주었습니다. 이는 저와 가족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6 년 동안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몇 주간, 이를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실망과 어려움을 차치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주지사님께서는 제가 결단을 내리면 시티 클럽 소송을 재개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공원 건설 계획을 되살리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할 것입니다. 노력의 의도된
수혜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피어 55 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드슨 강 공원
신탁(Hudson River Park Trust), 허가를 내어 준 주정부 및 연방 기관, 도급업자들과의
계약을 재개해야 합니다. 원고가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기쁘게 진행할 것입니다.”
Richard Emery 뉴욕 시티 클럽(City Club of New York) 창립 회원 및 고문의 성명서:
“시티 클럽, Tom Fox 씨, Rob Buchanan 씨를 대신하여, 허드슨 강 공원의 완공과 하구
보호는 환경, 시민 및 환경 보호계 전체에게 언제나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공원을 완공하고 강어귀를 보호한다는 오늘의 역사적 공약은 공원 이용자와
모든 뉴욕 주민에게 있어 큰 승리입니다. 그 정신으로, 피어 55 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주지사님과 협력하여 허드슨 강 공원 프로젝트 완공과 허드슨 강 보호를 위한
비전 계획을 실현할 것입니다.”
Douglas Durst 의 성명서:
“제 목표는 언제나 공원 프로젝트 완료와 허드슨 강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합의는 이러한 방향에 있어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지사님의 뉴욕주 재건을 위한 리더십,
비전 및 성과와 허드슨 강 공원에 대한 헌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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