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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1년 3월까지 실질적으로 완료될 15억 달러 규모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 확장 발표  

  

철강 및 콘크리트 상부구조 완공, 비구조강의 최종 단계 설치 진행 - 설계 시공 

프로젝트는 시간과 예산에 맞춰 진행  

  

국제 현대 가구 박람회(International Contemporary Furniture Fair, ICFF) 및 

라이트페어(LightFair)는 확장된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에서 열릴 첫 번째 행사로, 

40,000명 이상의 디자인 전문가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1년 3월까지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의 15억 

달러 규모 확장이 실질적으로 완료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맨해튼의 웨스트사이드에 

120만 제곱피트의 종합 행사 관련 공간을 추가할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확장의 철강 및 

콘크리트 상부구조가 완성되고 비구조적 강철의 최종 단계가 설치됨에 따라 예산과 

시간에 맞게 완공될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프로젝트팀 및 건설 노동자와 합류하여 

현장에 설치될 마지막 강철 빔 중 하나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분주한 컨벤션 

센터인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를 확장하면 최고의 관광, 손님 접대, 비즈니스 

목적지로서 뉴욕시의 역할을 계속 이어가려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진행할 

것입니다. 새롭게 확장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는 2021년 5월에 

열리는 국제 현대 가구 박람회(International Contemporary Furniture Fair)와 

라이트페어(LightFair)의 공동 개최입니다. 이 복합 디자인 산업 행사로 4만 명 이상의 

디자인 전문가들이 뉴욕시에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행동을 기대하고 있으며, 설계 

시공 절차를 통한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의 확장은 안전하고 능률적인 방식으로 

결과를 제공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경제 활동의 새로운 물결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에 많은 일자리가 의존하고 있기에,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는 뉴욕의 가장 중요한 경제 자산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러한 

확장으로 인해 이후 세대에 걸쳐 미국에서 가장 바쁜 컨벤션 센터가 될 것입니다. 상업과 

문화의 상징적인 허브로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가장 인기 있는 행사 장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최첨단 장비와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맨해튼 웨스트사이드의 확장된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는 새로운 전시 및 회의실 공간, 유리로 둘러싸인 옥상 파빌리온 및 

트럭 조차장 시설을 포함하여 50% 더 많은 객석과 건물의 뒤쪽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행사 운영을 가속하고 교통 정체를 줄입니다. 혁신적인 설계 시공 절차와 적절한 

계획 및 조정 덕분에 15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2021년 3월까지 시간 및 예산에 

맞게 완료됩니다.  

  

새롭게 확장된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는 국제 현대 가구 

박람회(International Contemporary Furniture Fair)와 라이트페어(LightFair)이며, 2021, 

2023, 2025, 2027, 2029년에 자비츠(Javits)에서 행사를 공동 개최하기로 지난달에 

약속했습니다. 가구, 의자, 카펫, 바닥, 조명, 직물 등을 아우르는 600개 이상의 전시 

업체를 자랑하는 국제 현대 가구 박람회(International Contemporary Furniture Fair)는 

북미 최고의 글로벌 디자인 플랫폼입니다. 국제 현대 가구 박람회(International 

Contemporary Furniture Fair)는 35개국의 전시 업체와 14,000명 이상의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비주얼 머천다이저 및 소매업체로 구성된 관객을 매료합니다. 

마찬가지로 라이트페어(LightFair)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연간 건축 및 상업 조명 전시회 및 

콘퍼런스로서 500개 이상의 참가 업체와 175명의 회의 발표자를 모았습니다. 

라이트페어(LightFair) 참가자는 70여 개국에서 온 28,000명 이상의 조명 디자이너, 

지정자, 건축가 및 엔지니어입니다. 결합된 국제 현대 가구/라이트페어(International 

Contemporary Furniture/LightFair)는 확장된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에 4만 명 

이상의 참석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장 프로젝트의 철강 및 콘크리트 상부 구조물이 완전히 설치되었으며, 모든 콘크리트 

및 철강 작업은 프로젝트 개시 후 정확히 3년이 지난 2020년 3월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13,940톤의 강철이 제조되었습니다. 완공 후, 확장된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는 노스이스트에서 가장 큰 행사 공간인 54,000 제곱피트의 특별 행사 공간을 

포함하여 200,000 제곱피트가 넘는 새로운 회의실과 사전 작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모든 

새로운 전시 및 회의 공간은 조명기구, 난방 및 냉각 시스템 및 무선 연결의 최신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롭게 확장된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는 50만 제곱피트의 인접한 

행사 공간을 갖추고 있어 국제 비즈니스 콘퍼런스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가 이끄는 이 

프로젝트는 최대 6,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4억 달러의 연간 경제 활동을 

추가로 창출하며 영향력이 높은 비즈니스 콘퍼런스, 제품 출시 및 기금 모금 경축 행사 등 

전 세계에서 더 많은 블록버스터급 행사를 유치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중요한 인프라 및 운송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려는 

Cuomo 주지사의 주 전체 계획의 일부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커미셔너 대행 겸 대표,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는 

https://protect2.fireeye.com/url?k=3ece3109-62eac768-3eccc83c-0cc47a6d17e0-2e0c5bebbc19af39&q=1&u=https%3A%2F%2Fjavitscenter.com%2Fmedia%2F120204%2Ficff-and-lightfair-11-19-19.pdf
https://protect2.fireeye.com/url?k=a13d7779-fd1b4322-a13f8e4c-000babd905ee-9de543c0c117a569&q=1&u=https%3A%2F%2F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protect2.fireeye.com%252Furl%253Fk%253D401e1bdd-1c3aedbc-401ce2e8-0cc47a6d17e0-32a64a19b518a59b%2526q%253D1%2526u%253Dhttps%25253A%25252F%25252F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5252F%25253Furl%25253Dhttps%2525253A%2525252F%2525252Fwww.governor.ny.gov%2525252Fnews%2525252Fgovernor-cuomo-breaks-ground-jacob-k-javits-convention-center-expansion%252526data%25253D02%2525257C01%2525257Ctsclafani%25252540javitscenter.com%2525257C6f61cd55962746bd7f8408d779d07008%2525257C22da9ebd349342c493b128e5b00bc955%2525257C0%2525257C0%2525257C637111809153692766%252526sdata%25253DYLF07sRRGLwBb4v5bW44ZOWQfpRtFZvGXKvQoJMtMeA%2525253D%252526reserved%25253D0%26data%3D02%257C01%257Ctsclafani%2540javitscenter.com%257C5110ef255c854f2dd60b08d77a6a25bd%257C22da9ebd349342c493b128e5b00bc955%257C0%257C0%257C637112468645945873%26sdata%3D8%252Fm5ywuq7YkYkGYfgso82I4aphK1XbU%252FVGLa7N8B0sY%253D%26reserved%3D0


뉴욕의 호텔, 레스토랑, 관광 및 교통 산업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원 중 하나이며, 이번 

확장은 이러한 연결이 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혁신적인 설계 시공 절차 덕분에 건설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예산과 시간에 맞춰 유지하여 엠파이어 스테이트에 실질적인 경제 향상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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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겸 최고경영자 Alan Stee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 비할 데 없는 확장으로 인해 뉴욕시의 행사는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는 전 세계의 비즈니스 및 문화 리더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독특한 장소입니다. 100만 제곱피트 이상의 

새로운 공간을 건설함에 따라 이 건물은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경제 엔진으로서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며 이웃의 삶의 질을 향상할 것입니다."  

  

확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단계 트럭 조차장 시설이 건설되어 지역 혼잡과 오염을 

줄이면서 매년 20,000대 이상의 행사 관련 트럭을 인근 거리로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27개의 새로운 하차장을 추가하여 행사를 위한 입주 및 이주 기간의 효율성이 

높아져 추가 행사를 진행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의 6.75에이커 녹색 

지붕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 맨해튼 최대 규모인 1에이커 규모의 옥상 농장이 건설되며 

연간 최대 4만 파운드의 농산물을 재배하여 회장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사용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완료 시, 이 프로젝트는 기존 건물과 동일한 인증인 미국 그린 빌딩 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의 에너지 및 환경 디자인 리더십(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LEED) 실버(Silver)로 인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렌드리스(Lendlease)와 터너(Turner)의 합동 투자는 티브이에스디자인(tvsdesign)이 

제공하는 설계 서비스를 통해 확장 프로젝트의 건설을 이끌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활동의 정도에 따라 캠퍼스 북쪽 끝에 있는 건설 현장에 3,000명 이상의 건설 노동자가 

근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건설 공정의 주요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장의 강철 및 콘크리트 상부구조가 완전히 세워졌으며 최종 비구조적 강철 및 

콘크리트 작업이 진행 중  

• 컨벤션 센터의 녹색 지붕, 허드슨 야드(Hudson Yards) 개발 및 허드슨 

리버(Hudson River)를 조망할 수 있는 새 친화적인 유리 패널 설치  

• 링컨 터널(Lincoln Tunnel)에 인접한 모든 기초 작업은 설계 및 건설 팀의 주요 

엔지니어링 위업인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터널의 두 개의 작동 튜브 바로 

위에 사고 없이 완료  

  

대규모 확장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중 하나는 건설 기간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가 

항상 비즈니스를 위해 열려 있고 일상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행사 관련 운영을 중단 없이 지속하는 것은 주 공무원, 건축가, 

계약업체, 컨벤션 센터 직원 및 이벤트 프로듀서 간의 긴밀한 협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레러 커밍(Lehrer Cumming) 및 애이콤/티시먼 건설(AECOM/Tishman Construction)은 

이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자회사인 뉴욕 컨벤션 센터 개발 공사(New York Convention Center Development 

Corporation)의 프로젝트 고문 및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애이콤/티시먼 

건설(AECOM/Tishman Construction)이 이끄는 새로운 변압기 건물의 개발도 

계속됩니다. 이 3층 구조물은 현재 기존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완공 시 확장 

컨벤션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확장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38번 스트리트(38th Street)의 11번 애비뉴(11th Avenue)에 새로운 유리로 감싼 

입구  

• 9만 제곱피트의 프라임 전시 공간을 추가하여 한 층에 50만 제곱피트의 인접 

전시 공간생성  

• 54,000 제곱피트의 특별 행사 공간, 노스이스트에서 가장 큰 공간을 포함하여 

107,000 제곱피트의 새로운 회의실 공간  

• 113,000 제곱피트의 사전 작업 공간  

•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옥상 파빌리온 및 테라스  

• 48만 제곱피트, 4층 트럭 조차장 시설  

• 27개의 새로운 하차장  

• 1에이커 옥상 농장  

  

맨해튼 자치구의 Gale A. Brewer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우리 자치구 웨스트사이드의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이정표이며, 많은 필수 행사와 

지역사회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완료해 

뉴욕이 계속 선두를 달리게 해주신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Brad Hoylm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년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를 방문하며, 맨해튼의 웨스트사이드에 

흥미로운 프로그램과 경제 활동을 제공합니다.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 개조로 최대 

6,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Cuomo 주지사, Gertler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커미셔너 대행, Alan Steel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 사장 겸 최고경영자 

덕분에 이 공간이 향후 수십 년간 뉴욕시에서 활기 넘치는 일자리를 확보할 것입니다. 

2021년에 새롭게 개조된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에 수천 명의 손님을 맞이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 뉴욕주 지부의 Mario Cilento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주 전역에서 최첨단 개발과 성장을 장려하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일 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의 근면한 남성과 여성 

수백 명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맨해튼 웨스트사이드를 계속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레이터 뉴욕 건축 및 건설업 위원회(Building &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Greater NY)의 Gary LaBarbera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 덕분에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뉴욕 노동자들을 위한 견고한 노조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웨스트사이드에 필요한 지역사회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레이터 뉴욕 건축 및 건설업 위원회(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Greater New York)는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의 완공을 통한 확대를 기대합니다."  

  

국제 현대 가구 박람회(International Contemporary Furniture Fair)를 소유 및 

운영하는 에메랄드 전시회(Emerald Expositions) 수석 부사장인 Gannon 

Brousseau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 중심의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를 

확장하여 이 건물은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장소 중 하나가 될 것이며, Cuomo 

주지사와 팀의 대담한 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국제 현대 가구 박람회(ICFF)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 제품을 다양화하고 북미를 위한 진정한 다분야 설계 자원 센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이트페어(Lightfair) 쇼 디렉터 Dan Darb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는 뉴욕 행사 산업의 핵심이며,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의한 전례 없는 

확장으로 이 산업은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참가자가 

라이트페어(LightFair)에서 매력적이고 영감을 주는 경험을 얻도록 센터의 업데이트 된 

공간과 편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 소개  

"세계의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 for the World)"로 알려진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는 아이.엠. 페이 앤 파트너스(I.M. Pei & Partners)의 설계로 1986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의 상징이 된 이 시설은 뉴욕시의 대형 회의, 무역 쇼 및 특수 이벤트를 

진행하는 주된 장소로서 세계의 상위 250개의 무역 쇼를 개최했으며 일 년에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대규모 행사는 뉴욕시와 뉴욕주에서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활동을 창출하여 시설 내와 주변에서 18,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맨해튼 웨스트 34번(West 34th)과 웨스트 40번 스트리트(West 40th street) 

사이에 있는 11번 애비뉴(11th Avenue)의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는 76만 

제곱피트로 여유 있는 전시 장소, 회의실 102개, 연회장 4개가 있으며 최신 와이파이 등 

다양한 기술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www.javitscenter.com을 

방문하십시오.  

https://protect2.fireeye.com/url?k=befa9e11-e2dcaa4a-bef86724-000babd905ee-17640c3c96602744&q=1&u=https://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protect2.fireeye.com%2Furl%3Fk%3D177835f7-4b5cc396-177accc2-0cc47a6d17e0-68290eef7173bca0%26q%3D1%26u%3Dhttps%253A%252F%252F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52F%253Furl%253Dhttps%25253A%25252F%25252Fprotect2.fireeye.com%25252Furl%25253Fk%25253Dd2c302cc-8efba5ae-d2c1fbf9-000babd9f75c-745d6b6ac6d34604%252526q%25253D1%252526u%25253Dhttps%2525253A%2525252F%2525252F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525252F%2525253Furl%2525253Dhttp%252525253A%252525252F%252525252Fwww.javitscenter.com%25252526data%2525253D02%252525257C01%252525257Ctsclafani%2525252540javitscenter.com%252525257C41bc044891a64e9843ce08d779c8d8a3%252525257C22da9ebd349342c493b128e5b00bc955%252525257C0%252525257C0%252525257C637111775865805257%25252526sdata%2525253DudXz5trCuc587qIB3UTsNjmbyb2z%252525252BDimLnJ01Ki4ubc%252525253D%25252526reserved%2525253D0%2526data%253D02%25257C01%25257Ctsclafani%252540javitscenter.com%25257C6f61cd55962746bd7f8408d779d07008%25257C22da9ebd349342c493b128e5b00bc955%25257C0%25257C0%25257C637111809153692766%2526sdata%253Dwqdzq5By6DVx2gRdxpHhrZJk4QCFQC39vqJyIgorW9A%25253D%2526reserved%253D0&data=02%7C01%7Ctsclafani%40javitscenter.com%7C5110ef255c854f2dd60b08d77a6a25bd%7C22da9ebd349342c493b128e5b00bc955%7C0%7C0%7C637112468645945873&sdata=i5ujItuQUy3TjQeYeNWJyp7TYwjls0Qc8TUDMe4%2BHLk%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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