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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공항의 80억 달러 규모 변혁의 일환으로 라구아디아 공항의 새로운 

외부 도로 네트워크 완성을 발표  

  

프로젝트는 2020년 6월의 터미널 B 개설 후, 라구아디아의 완전한 재구축의 최신 

이정표 표시  

  

새로운 공항 도로 네트워크, 여행객이 돌아오면서 여름 여행 시즌을 계획보다 6개월 

앞두고 개설  

  

26개의 새로운 브리지/입체 교차로로 정체를 유발하는 교통 신호의 필요를 19개에서 

3개로 줄여 라구아디아 주변의 교통 흐름을 개선  

  

주지사, 공항 기회 협의회의 라과디아 커리어 센터가 퀸즈 주민들이 새로운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4년간 2025년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 LGA)의 새로운 

터미널 C(Terminal C) 외부 도로 시스템의 개통을 발표했으며, 이번 여름에 여행객들이 

돌아올 때 공항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보다 6개월 앞두고 완료되었습니다. 

도로 개통은 뉴욕의 21세기 관문으로 라구아디아 공항을 변화시키는 80억 달러의 

지속적인 혁신의 최신 이정표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첨단 교통 관리 시스템과 신호가 줄어든 

교차로를 갖춘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도로 네트워크는 차량으로 도착하는 여행객들이 

터미널이나 주차장에 쉽게 도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는 새로운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세계 최고의 여행 경험을 겪을 수 있게 해 줍니다. 맨하탄으로 가는 최초의 신뢰할 수 

있고 빠른 대중 교통 철도인 에어트레인 라구아디아(AirTrain LaGuardia)를 건설할 

계획과 함께, 이 새로운 도로 네트워크는 라구아디아 공항을 전국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공항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라구아디아 커리어 센터(LaGuardia Career Center)를 위한 공항 

기회 위원회(Council for Airport Opportunity, CAO)에 추가 기금 150만 달러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엘름코 유스 앤드 어덜트 액티비티스(Elmcor Youth and 

Adult Activities) 및 퀸즈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스(Neighborhood Housing Services, 



 

 

NHS)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2025년까지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공항 기회 위원회는 소수계 및 소외된 주민을 비롯하여 퀸즈 주민에게 공항 

관련 채용 및 직업 소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5년 만에 미국 최초의 주요 새 공항인 라구아디아 공항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비전은 2015년 주지사의 공항 자문 패널의 권고에 따라 발표되었습니다. 건설은 

2016년에 시작되어 2018년 2월에 새로운 터미널 B 차고 개장, 2018년 11월에 새로운 

콘코스 B(Concourse B), 2019년 10월의 새로운 델타 콘코스 G, 2020년 6월의 새로운 

터미널 B 본관, 2020년 8월의 새로운 콘코스 A의 첫 단계, 2021년 5월 보행자 

스카이브리지 아래 첫 번째 유도로의 개통을 포함한 중요한 이정표들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라구아디아 승객의 절반 이상이 새로운 게이트와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공 역사상 가장 큰 공공 민간 파트너십 프로젝트 중 하나인 이번 공사는 역사적인 

랜드마크가 위치한 해양 항공 터미널을 제외한 모든 터미널과 콘코스의 철거 및 교체를 

포함합니다. 모두 2018년과 2019년의 기록적인 승객을 포함하여 완전한 운영을 

유지하였습니다.  

  

외부 도로 네트워크 완료  

  

새로운 라구아디아의 비전의 핵심은 센트럴 홀로 연결된 2개의 새로운 메인 터미널과 더 

빠른 차량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새롭고 단순하고 매우 효율적인 도로 시스템을 갖춘 

통합 공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항만청(Port Authority)은 총 80억 달러 규모의 라구아디아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LaGuardia Airport modernization project)의 일환으로 새로운 도로 및 교량 

건설에 6억 2,5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터미널 B의 공항의 서쪽 

절반에서 근무하는 라구아디아 게이트웨이 파트너(LaGuardia Gateway Partners)가 

포함되며, 델타는 기존의 터미널 C 및 D를 하나의 새 터미널 C로 교체하기 위해 공항의 

동쪽 절반 전체를 재건하여 2022년 중반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15개의 교량 및 입체 교차로는 15개의 기존 교량을 대체하고, 공항 내 도로의 

교통 신호를 상당히 제거합니다. 현대화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는 터미널 B, 터미널 

C, 터미널 D 등에서 이동하는 운전자를 위해 19개의 교통 신호가 있었습니다. 근대화 

프로젝트가 완공될 경우, 19개의 교통 신호 중 3개만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공항 내 도로 횡단시설은 교량으로 교통 흐름을 높여서 제거됩니다. 일부의 경우 

3단계가 높아집니다. 교통 흐름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공항 도로의 8.4마일 

길이는 이전 7.7마일 공항 도로보다 더 넓은 차선을 포함합니다.  

  

지난 봄에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공항에서의 

교통량과 이동량이 감소하여 팬데믹 기간 동안 도로 건설이 가속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예정된 완료 시간에서 6개월이 줄어들었습니다.  



 

 

  

활성화 중인 외부 도로 네트워크의 부분은 델타 항공(Delta Airlines)이 건설 중인 새 

터미널 C 앞에 있는 상층 및 하층 도로로 구성된 두 개의 새 교량의 약 1마일 길이의 

구간이었습니다.  

  

공항 기회 위원회 

  

주지사가 발표한 공항 기회 위원회에 대한 추가 기금은 2018년에 뉴욕뉴저지 

항만청(Port Authority of NY&NJ, PANYNJ) 및 공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가 

할당한 140만 달러에 더하여 엘름코 유스 앤드 어덜트 액티비티스 및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스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어 지역 주민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공항 취업 기회를 통한 일자리 소개 지원  

• 직업 개발, 기술 훈련 및 준비 프로그램  

• 직업 상담, 면접 준비, 취업 성공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새로운 위성 사무실의 운영은 2019년 4월에 시작되었으며 코로나 107-20 노던 

불라바드(Northern Boulevard)에 위치하고, 커리어 센터는 이미 3,575명의 고객을 

지원하고 라구아디아 공항에 퀸즈의 245명을 포함하여 376명을 배치했습니다.  

  

공항 기회 위원회 기금 연장은 재개발 기간 및 이후 지역 주민들의 취업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에어트레인 라구아디아 자금 조달과 관련된 많은 지역사회 

혜택 중 하나입니다. 사무실에 대한 자금 조달은 2021년 말에 만료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공항 기회 위원회는 공항 취업 지원자를 모집하고 취업 준비 상담, 취업 오리엔테이션, 

면접 기술 및 구직 기술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엘름코와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시스는 

새로운 공항 기회 위원회 사무소가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경제적 기회의 혜택을 

얻으려는 모든 지역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현지 지역사회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항만청 Rick Cotton 상임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구아디아 공항의 8.4마일 도로 

완공은 Cuomo 주지사의 비전을 통해 라구아디아를 국내 최고의 새 공항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세계적 수준의 공항에 대한 우리의 비전에서 점점 더 많은 이정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5년 만의 미국 최초의 새로운 공항이며, 완료까지는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정표는 완전히 새로운 라구아디아를 구상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항만청 회장 Kevin O'Tool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구아디아 공항의 외부 도로 

네트워크 완료는 라구아디아 공항 승객의 여행 경험을 향상시키는 저희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신중하게 설계된 도로에서 공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신호등이 적고 차선이 넓어 교통 지연이 줄어듭니다. 공항에서의 이동이 쉬워지는 것은 

여행객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우리의 임무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델타의 뉴욕 기업 부동산 매니징 디렉터 Ryan Marzull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공항 도로의 개통은 퀸즈에 델타의 새 주택 건설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라구아디아의 도로 인프라 개선은 전체 재개발 프로젝트의 중요한 

요소이며, 승객들이 공항을 오가며 원활한 여행을 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뉴욕 

건설 업계의 놀라운 이들 덕분에 원래 계획보다 거의 6개월 전에 도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새로운 도로의 개통을 현실로 만드는 뉴욕뉴저지 

항만청의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퀸즈 자치구 대표 Donovan Richards J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정보다 빠른 

라구아디아의 새로운 외부 도로 네트워크 완료는 승객이 빠르고 쉽게 공항에 입장, 

퇴장하고 및 주변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항을 훨씬 더 매력적인 교통 옵션으로 

만들어 줍니다. 도로의 완성은 공항 기회 위원회의 라구아디아 커리어 센터 확장과 함께, 

라구아디아의 비전적인 80억 달러 규모 재개발의 주요 이정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일자리, 장학금 및 과학, 기술, 공학,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치구에 이미 혜택을 제공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치구들의 경제적 경쟁력을 크게 높여주고 있으며, 퀸즈에 사는 24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공항 기회 위원회 전무 Andrew Campbe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만청의 투자 

덕분에, 공항 기회 위원회는 라구아디아 공항 인접한 지역사회에 직접 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투자는 많은 사람들이 실업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매우 

중요합니다. 공항 기회 위원회의 라구아디아 커리어 센터는 거주민들이 일자리를 갖고 

지역 경제 회복의 이익을 나눌 기회를 보장할 것입니다."  

  

퀸즈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스의 전무인 Yoselin Genao Estrell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퀸즈의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스는 라구아디아 커리어 센터와의 

파트너십이 지난 3년 동안 이웃들의 삶을 개선해 온 일에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함께 

수천 명의 퀸즈 주민들을 새로운 라구아디아 공항의 다양한 일자리에 소개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을 제공했습니다. 경제 회복을 도모할 

때 라구아디아 커리어 센터는 이웃을 위한 기회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이 지속적으로 고용 기회, 포괄적인 경제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함에 따라 항만청의 지속적인 신뢰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엘름코 유스 앤드 어덜트 액티비티스의 전무 Saeeda Dunsto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해 이후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때 우리는 공항 기회 위원회 및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스 파트너들과 고용 기회를 다루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희망을 바라고 있습니다. 커리어 센터를 위한 지속적인 자금 지원의 약속은 코로나19 

진원지으로 여겨지는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입니다."  



 

 

  

라구아디아 재개발 계획  

  

Cuomo 주지사는 2015년 라구아디아 공항의 종합 개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계획에 따라 건설된 완전히 새로운 라구아디아 공항이 현대적인 고객 편의시설, 21세기 

최첨단 건축물, 더 넓은 게이트 구역 및 연결된 터미널 시스템을 갖춘 세계적인 수준의 

경험을 승객들에게 제공합니다. 8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2016년 착공하여 4년간 

진행되었으며 건설 자금의 2/3은 민간 자금 조달과 기존 여객 수수료를 통해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항만청 커미셔너 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s)는 새로운 

에어트레인 라구아디아 개발 목적으로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독립적인 환경 검토 완료를 위해 보류 중이던 필요 자금 지출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핵심 지원을 받아 세계적 수준의 신규 라구아디아 

공항이 철도로 연결되지 않는 유일한 주요 동부 해안(East Coast) 공항이 더 이상 철도 

연결이 없는 유일한 주요 동부 공항으로 남지 않도록 에어트레인 라구아디아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에어트레인 라구아디아는 공항을 윌레츠 포인트(Willets Point)의 새로운 

역사와 연결시켜 여행객들이 차를 이용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교통 혼잡, 

온실가스 배출 및 오염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  

  

라구아디아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기간 중 전반적으로 1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경제 

활동을 창출하며, 임금으로는 25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터미널 B 

도착장 및 출국장 개장과 관련하여 라구아디아 공항이 소수집단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 MWBE)과 체결한 계약 금액은 

현재 18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의 소수집단 및 

여성 소유 기억 참여 목표인 30%를 달성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완전히 새로운 라구아디아 공항 비전에 따라, 항만청은 지역 선출직 

공무원, 이해당사자 및 퀸즈 거주민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기업, 소수집단 및 여성 

소유 기업, 취준생, 학생 등이 라구아디아 공항 재개발 및 경제 성장의 일환으로 새로운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로 퀸즈에 본사를 

둔 지역 기업이 7억 달러 규모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4월 Cuomo 주지사는 두 개의 지역사회 기반 단체와 협력하여 코로나에 새로운 

공항 기회 위원회 사무소를 개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항 기회 위원회는 퀸즈의 

소수집단 및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주민에게 공항 관련 채용 및 일자리 소개를 

제공합니다. 2019년 12월 라구아디아 재개발(LaGuardia Redevelopment) 사무소가 

문을 열고 퀸즈의 소수자 및 취약 주민들에게 공항 관련 채용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뉴저지항만청은 퀸즈의 본 항공 기술 대학(Vaughn College of Aeronautics and 

Technology)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사회에서 본 대학에 진학한 학생 11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라구아디아 재개발 프로그램은 퀸즈 공공 도서관(Queens 

Public Library)과 협력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여름에 3년차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주민에게 어울리는 21세기형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통합 공항은 기존 

공항의 운영을 유지하면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이 완성되면 오래된 시설이 

철거되어 공항이 수용 인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건설 중에도 라구아디아는 

코로나19 팬데믹 전에 승객 규모에서 새로운 기록을 계속 세웠습니다. 2019년 여름 

터미널과 도로 작업이 정점에 이르렀을 시기가 공항 이용객이 가장 많은 12일 중 

8일이었습니다. 2019년 라구아디아 이용객은 3,100만 명 이상이며, 이 수치는 

2018년에는 이전의 기록적인 이용 승객수에 비해 3.1% 증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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