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1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JFK 공항 항공 화물 운영의 현대화에 대한 첫 번째 단계 발표  

  

항만청 이사회, 346,000제곱 피트 면적의 새 첨단 화물 시설에 대한 Aero JFK II 

LLC와의 임대 협상 승인  

  

국제적인 화물 시장에서 JFK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공항 자문단의 건의에 따라 

진행하는 1억 3,200만 달러의 투자로 JFK 종합비전계획의 중요한 첫 번째 단계 완성 

  

JFK 화물 산업으로 총 50,000개의 일자리, 매출액 86억 달러 및 30억 달러 가까운 임금 

지원  

  

프로젝트는 새로운 화물 시설에 7,000만 달러, 두 개의 유도로 업그레이드에 6,220만 

달러 투자를 포함하여 더 큰 화물기의 북쪽 창고 접근이 가능  

  

프로젝트 30%의 MWBE 참여 목표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과 Aero JFK II, LLC가 존 F. 케네디 국제공항(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의 21세기 첨단 시설인 346,000제곱 피트 면적의 화물 처리 시설에 

대한 장기 임대 협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설과 유도로 업그레이드에 대한 1억 3,200만 

달러의 종합적인 투자는 JFK에서의 현대화한 항공 화물 운영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는 공항의 국제적인 항공 화물 시장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주지사 항공 자문단(Aviation 

Advisory Panel)의 주요 건의에 따른 것이며 JFK를 현대화하여 세계적 수준의 공항으로 

전환하는 야심 찬 계획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JFK 화물 산업은 현재 50,000개의 일자리, 

86억 달러의 매출액 및 30억 달러 가까운 임금을 지원하며 이번 투자로 이 산업의 

성장과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합의에는 

참여자 조합에 소수 민족 및 여성경영인 업체(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 MWBE)가 30%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포함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JFK를 세계적 수준, 첨단 공항, 그리고 이 

새로운 화물 시설을 갖춘 주요 경제 추진기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JFK에 가장 필요한 

화물 운영의 현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돕고 뉴욕 전체 대도시 구역의 

다년간 경제 성장을 지지할 것입니다.”  

  

새로운 화물 창고에 대한 7,000만 달러의 투자를 허가한 외에 항만청 위원회는 또한 

CA와 CB 구역 유도로를 복구하고 개선하는 6,22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도 

허가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1980년대에 마지막으로 복구하여 오늘날의 현대적이고 더 

큰 화물기의 기초가 되는 항공기를 위해 설계하였습니다. CA와 CB 유도로에 대한 

복구공사에는 전기와 배수시설 개선 및 유도로 구역 교차로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함께 

대형 상업 화물기가 북쪽 화물 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 재편성을 포함합니다.  

  

비전계획(Vision Plan)은 화물 운영 강화를 위한 개선, 화물 시설을 공항의 북쪽까지 

업그레이드 및 확장, 이동 시간 단축, 공항을 떠나는 화물 작업을 편하고 효율적인 통로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위치, 오래되고 사용률이 낮은 창고에 대한 단계적 철거 등 

건의사항들을 포함합니다. JFK 화물 창고의 반 이상이 40년 이상 사용되었으며 현재의 

산업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시설을 지을 장소에 있는 두 개의 철거 

예정인 건물이 포함됩니다.  

  

Rick Cotton 항만청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은 

탑승자뿐만 아니라 공항 화물 이동 작업 면에서 장기간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지의 

하나였으며 우리는 이런 지위가 21세기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JFK를 위한 주지사의 비전계획은 우리 공항에서의 화물 거래는 

지역에 공급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 

부흥에도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합니다. 오늘의 허가 발표는 JFK의 화물 시설을 최고의 

21세기 운영시설로 전환하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가 JFK를 탈바꿈시키려는 

소망에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Aeroterm의 개발부 부장 Erin Gruver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JFK의 

공항 화물 부문의 재활성에 매우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주지사와 항만청은 이처럼 

중요한 JFK 미래의 한 부분에 자금 지원과 개발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항공사 

협력기관과 함께 시설에 입주하여 장기 운영할 월드와이드 항공서비스(Worldwide Flight 

Services, WFS)사를 위하여 이 최첨단이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를 기대합니다. 기존의 JFK 시설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하여 공항에 대한 

총투자금을 2억 달러 이상에 달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JFK와 뉴욕에 두는 가치를 

강조합니다.”  

  

항만청 위원회는 26에이커가 넘는 면적의 260/261 건물 구역에서 새로운 첨단 화물 

처리 시설의 개발에 대하여 Aero JFK II와 새로운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존의 



 

 

건물들은 40년 이상 된 시설로서 오늘날의 현대화 화물 운송 처리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비어있습니다.  

  

33년간의 임대 기간에 15년간의 갱신 옵션으로 Aero JFK II가 항만청에 1억 1,700만 

달러의 임대비를 내야 하며 회사가 새로운 시설 설계와 건설 비용으로 최소 7,000만 

달러 투자를 약속합니다. 이밖에 회사는 항만청으로부터 2,400만 달러의 비용 상환을 

조건으로 기존의 건물 철거와 잔해 제거를 책임질 것입니다.  

  

JFK는 지난해 약 13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여 전국에서 7번째의 공항으로 되었습니다. 

JFK 화물 산업으로 15,000여 명의 사람이 직접 고용되었으며 총 50,000개의 일자리, 

86억 달러의 매출액 및 30억 달러 가까운 임금을 지원합니다. 운송업과 창고 작업에 

종사하는 열 명 중의 한 사람은 JFK 바로 근처에 있는 퀸즈(Queens) 주민이며 이는 도시 

전체 평균보다 4배 높습니다.  

  

항공 화물 산업의 강력한 성장에 힘입어 JFK 공항은 현재 항공 화물 시설의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항공화물 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케네디 공항의 항공 화물 

수량은 2017년 상반년에 2016년 상반년보다 6,7% 상승하였습니다. JKF 공항 총 

화물량의 3/4 이상을 넘는 국제 항공 화물량은 올해 상반년에 지난해 동시기보다 8% 

뛰어올랐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화물량은 약 1% 상승하였습니다.  

  

Aero JFK II, LLC의 관리회사인 Aeroterm은 공항 관련 화물과 부동산 시설 업무 개발과 

관리에 특화된 회사로서 북아메리카의 공항 내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첨단시설은 JFK에서 전 세계에서 지면 화물 처리 업무를 맡고 있는 월드와이드 

항공서비스 회사의 근거지로 될 것입니다. 이 시설은 한 번에 세 개의 가장 큰 항공 

화물(‘그룹 VI’)을 처리할 능력, 고가 횡단 기능으로 화물 처리와 보관에 최대의 효율을 

내도록 설계된 차량을 갖추고 온도 조절이 가능한 약품 처리 전문 구역까지 건설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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