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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공항 재개발을 완료하기 위한 델타 (DELTA) 프로젝트 리스의 항만청 

(PORT AUTHORITY) 승인에 대해 발표 

 
2050년까지 승인된 리스 

 
통합 신공항을 만들기 위한 델타 (Delta)의 공항 시설 재개발 

 
36억 달러의 민간 기금과 6억 달러의 항만청 (Port Authority) 자본 투자를 포함하는 

프로젝트 

 
올해 새로운 델타 (Delta) 시설로 확장될 6 월에 시작된 라구아디아 공항 (LaGuardia) 

공사 

 
2018년 개장 예정인 최초의 새로운 라구아디아 게이트 (LaGuardia 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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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구성부분을 위해 항만청 (Port Authority)이 2050년까지 임대 승인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라구아디아 공항 (LaGuardia)의 델타 터미널 (Delta terminals) 재개발은 

이 터미널을 40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복합 단지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항만청 (Port 

Authority)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6억 달러의 기금을 제공하며, 36억 달러 규모의 나머지 

공사는 델타 (Delta)와 그 파트너들이 민간 기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라구아디아 공항 (LaGuardia) 공사는 6월에 시작되어 추가 규제 승인에 이어 올해 말 이 

프로젝트로 확장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라구아디아 공항 (LaGuardia)을 뉴욕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세계 최고 수준의 21세기 공항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으며, 이 

승인으로 이 프로젝트는 계속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 확실합니다. 지난 6월의 준공 

이래, 우리는 한 때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지금은 정부의 일 처리 능력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키고 있는 새로운 공항 공사에 엄청난 진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저는 델타 

(Delta)와의 제휴관계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라구아디아 공항 (LaGuardia Airport)의 

문을 통해 수백만 명의 여행객들이 환영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d Bastian 델타 (Delta)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델타 (Delta)는 뉴욕과 전 



세계 공항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임대 승인을 

통해, 라구아디아 공항 (LaGuardia)은 뉴욕 고객이 당연히 누려야 할 우수한 공항에 더 

가까워 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며 가장 유명한 공항 중 하나를 

재건하려는 활동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님의 21 

세기 시설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항만청 (Port Authority) 및 우리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항만청 (Port Authority)의 6억 달러 투자에는 새로운 콘코스 및 램프 건설 등 새로운 델타 

(Delta) 시설들에 대한 2억 달러, 신규 건물의 전력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변전소와 East Garage 확장 및 건설 기간 동안의 임시 주차장에 대한 18,500만 달러, 

그리고 신규 터미널 개발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항만청 (Port Authority)의 책임인 신규 

도로 및 추가 지원 인프라에 대한 21,5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라구아디아 공항 (LGA)의 새로운 델타 (Delta) 터미널은 지역 제트기에서 델타 항공 

(Delta)의 좁은 몸체로 구성된 전체 항공기를 각각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37 개의 

변경가능한 게이트 (flexible-gauge gates)로 구성됩니다. 4곳의 콘코스는 집중화된 

체크인 로비, 보안 검색 대, 수하물 찾는 곳 등으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37 곳의 게이트 중 

33 곳은 출발 및 도착 택시 시간을 줄여 비행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중 택시 차선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 터미널은 기존의 터미널 C와 터미널 D (Terminals C and D)보다 30 퍼센트 더 넓은 

양보 공간 뿐만 아니라 넓은 콘코스, 더 큰 게이트 홀드 룸,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이 터니널에는 비행장 전망, 웰빙 제품 및 서비스, 현지에서 영감을 얻은 

메뉴 항목, 현대적인 가구, 새로 부상하는 뉴욕 예술가들의예술 작품, 기타 독특한 

편의시설을 들어선 스카이 데크 (Sky Deck)를 갖춘 새로운 델타 스카이 클럽 (Delta Sky 

Club)이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 시설은 주차장과 터미널, 개선된 도로 및 하차/픽업 구역, 보안 검색대로 직접 

안내하는 체크인 우회로 사이에 직접 접근가능한 경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새로운 

터미널의 설계는 지속가능한 기술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기술을 통합할 것입니다.  

 

항만청 (Port Authority)은 2016년 7월, 이 프로젝트를 위한 6억 달러 기금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라구아디아 (LaGuardia) 신공항 소개 

 
이 프로젝트는 20년래 최초로 이루어지는 미국의 공항에 대한 완전한 재건설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라구아디아 공항 (LaGuardia Airport)을 확장된 교통 시설, 현저히 증가된 

유도로 공간 및 최상의 승객 편의시설을 구비한 단일하고 통일된 시설로 전화시킬 

것입니다. 디자인에는 승객들이 도착하는 새롭고 채광이 충만한 센트럴 홀이 처음으로 

종전의 터미널들과 결합되는 것을 포함해서, 주지사의 공항자문패널로부터 제시된 

권고사항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http://news.delta.com/delta-partner-port-authority-laguardia-terminal-redevelopment
http://news.delta.com/delta-partner-port-authority-laguardia-terminal-redevelopment


통일된 공항을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에 보다 가까이 이동시킴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공항 유도로를 2마일까지 증가시키고, 공항 그라운드 지연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공항 

인테리어는 승객들이 이용하기에 직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설 전역에 걸쳐 효율적인 

이동을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에서는 승객들이 의무적인 TSA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스크리닝을 통과할 때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도록 돕기 위한 

보안 체크인 추가 공간을 마련하는 등 9/11 사건 이후의 항공 여행 현실도 고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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