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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제4터미널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JFK 국제공항의 변화 

프로젝트 추진  

  

최첨단 확장을 통해 델타 운영 통합, 16개의 신규 게이트 및 확장된 체크인 및 도착 구역 

추가  

  

세계적 수준의 신규 소매점 및 식당 선택지, 동급 최강의 기술, 업그레이드된 티켓 판매 

및 게이트 구역, 새로운 셀프 수화물 검사 및 기타 승객 경험 개선 사항을 포함하는 기존 

터미널의 리노베이션  

  

출입로의 전면을 새롭게 설계하여 차량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제2터미널 철거를 승인하여, 세계적 수준의 21세기형 JFK 공항을 위한 Cuomo 

주지사의 비전을 진일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뉴저지 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이 델타항공(Delta Air Lines)을 비롯해 제4터미널 운영자인 JFK 국제항공 

터미널(JFK International Air Terminal, JFKIAT)과 제4터미널을 대규모로 확장하고 

이곳에서 델타의 운영을 통합하는 사업의 주요 조건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John F. Kennedy 국제공항을 21세기형 글로벌 관문으로 만들기 위한 주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인 항만청은 제4터미널 도착 및 출발 홀의 확장 및 

개조, 16개의 신규 게이트를 추가하는 주요 콘코스 확장, 기존 콘코스 개조, 차량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도로 업그레이드 등을 추진하기 위해 JFK 국제공항 터미널과 최종 리스 

조항을 결정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4터미널의 확장은 델타의 운영 통합이 완료되는 

2023년 초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 개선 공사는 기타 JFK 공항 재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2025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4터미널 확장은 뉴욕으로 비행하는 승객들에게 

그들이 기대하듯이 세계적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공사를 추진하여, 

JFK 공항 변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JFK 현대화를 위한 13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완공된다면, 더욱 통합된 공항으로서 미국에서 손꼽히는 진입 관문으로서 

뉴욕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고객의 요구를 고려한 제4터미널 확장  

38억 달러 규모의 제4터미널 프로젝트는 기존 터미널을 현대화 및 확장하여 500,000 

평방피트 이상의 부지와 국내선용 내로우보디 게이트 16개를 추가하여 발권 구역, 보안 

검색대, 수하물 검색대, 도착 구역 등을 개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리노베이션을 

마친 환한 터미널과 콘코스는 현대적인 감각의 장소를 완성하고 뉴욕을 여행하는 

여행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델타는 현재 제4터미널과 

제2터미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확장을 통해 델타는 JFK 운영을 제4터미널로 

통합하여 고객에게 JFK에서 원활한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게이트 

16개를 확대하여 델타가 제2터미널에서 사용 중이며 1962년에 건설된 11개의 게이트를 

대체하고, 58년된 터미널을 철거할 것입니다. 또한 이 통합을 통해 많은 델타 파트너 

항공사로 보다 원활한 연결도 가능해집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넓어진 좌석 공간과 

컨세션, 현대적인 방향 표지, 여행자를 고려해 새롭게 설계된 화장실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확장 프로젝트에는 제4터미널의 콘코스 A(Concourse A)에 새로 추가된 델타 

스카이 클럽(Delta Sky Club)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4터미널에 인접한 도로 진입 및 

정면 도로도 이 프로젝트의 일부로 재개발되어 고객의 차량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2017년 리드 운영 및 유지보수(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Operations and Maintenance, LEED O+M) 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항공 터미널이 된 

제4터미널의 재개발에서는 터미널 전체에 에너지 절약 장비와 조명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에 대한 항만청과 JFK 국제공항 터미널의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콘코스 확장 

공사에서 건물 내에서 빗물을 모아서 재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추가됩니다. 시설 

전반에서 전기 자동차로 전환을 도모한다는 항만관리청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는 전기 접지 서비스 장비를 위한 충전소의 모든 신규 게이트 설치, 사용한 

디아이싱 유체를 회수하기 위한 디아이싱 복구 시스템 설치가 포함됩니다.  

  

제4터미널의 확장 및 개조는 JFK 국제공항 터미널이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초 델타 이사회는 델타 경영진에게 협상 및 최종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델타는 지난 10년간 뉴욕시에서 점유율을 65 퍼센트 이상 늘려왔으며, 현재 JFK에서 

출발하여 전 세계 30개국 100곳 이상으로 향하는 피크 항공편을 매일 240개 이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은 2013년 JFK 제4터미널에서 14억 달러의 최첨단 국제 

게이트웨이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라구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에서 델타는 

매일 275개 이상의 항공기를 출항하며, 2017년 8월 40억 달러 규모의 C 터미널 및 D 

터미널 교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항 동쪽 위치한 델타의 첫 번째 콘코스 및 신규 

게이트가 2019년 10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현대적인 모습의 본사가 홀 뉴 



 

 

라구아디아(Whole New LGA)의 일환으로 2022년 오픈할 예정이며, 추가로 세 개의 

콘코스가 단계적으로 개통됩니다.  

  

로열 스키폴 그룹(Royal Schiphol Group)의 미국 계열사인 JFK 국제공항 터미널은 

1997년부터 John F. Kennedy 국제공항 제4터미널의 운영을 맡아왔습니다. 이번 확장 

공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33개 항공사 파트너에 제공되는 터미널의 서비스를 

더욱 향상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승객 처리 능력, 혁신적인 식음료 선택지, 현지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소매점, 어린이 놀이 공간 및 기타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승객에게 

편리함과 편안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새로운 JFK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비전  

2017년 1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John F. Kennedy 국제공항을 뉴욕 주민들에게 

어울리는 세계적 수준의 통일된 공항으로 변모시키겠다는 JFK 비전 플랜(JFK Vision 

Plan)을 발표했습니다. JFK 비전 플랜은 공항에 뒤죽박죽으로 위치한 8곳의 이질적인 

터미널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된 JFK 공항으로 개조하기 위해, 기존 터미널을 철거한 후 

빈 공간을 활용하여 최신 공항 승객 편의시설 및 기술 혁신을 도입하면서 공항 내 

인프라를 현대화합니다.  

  

비전 플랜은 또한 게이트 개수와 크기를 늘리고 주차 가능 공간을 늘리며 게이트 혼잡을 

줄이기 위해 공항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어트레인 JFK(AirTrain JFK)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수용량을 늘리고, 특히 큐 가든스 인터체인지(Kew Gardens 

Interchange)를 포함한 밴 윅 고속도로(Van Wyck Expressway)와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rand Central Parkway) 등 공항 안팎의 도로를 개선합니다.  

  

2018년 10월, 주지사는 JFK 비전 플랜을 추진하고 두 개의 세계적 수준의 국제 터미널 

복합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역사적 수준의 지원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에 130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투자는 동급 최고의 승객 

편의시설, 중앙화된 지상 교통 수단을 비롯해, 공항 수용 인원을 연간 최소 1,500만 명 

증가시킬 수 있는 도로의 대규모 개선 등을 통해 커브에서 게이트까지 승객의 경험을 

대폭 개선할 것입니다.  

  

지방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JFK 공항 재개발  

2018년 10월 발표의 일환으로, Cuomo 주지사는 JFK 재개발 지역사회 자문 위원회(JFK 

Redevelopment Community Advisory Council)를 발족했습니다. 이는 특히 항만청이 

주도하는 소수자 및 여성 소유 사업체(Minority and Women Owned Business 

Enterprises, MWBE) 30 퍼센트 계약 체결 목표 추진과 연관하여, 공항 재개발 사업 

전반에서 지역사회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와 더불어 취업 기회, 지방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인턴십 및 개발, 퀸즈 주민을 위한 교육, 환경 인턴십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문 위원회는 Gregory Meeks 

대표와퀸즈 자치구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으며, 대상 지역사회인 사우스이스트 퀸즈, 



 

 

사우스웨스트 퀸즈, 록커웨이 및 나소 카운티 웨스턴 지역 일부 출신인 선출직 공무원, 

지역사회 이사회, 비영리 단체, 시민 단체 및 종교계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립 이래 자문 위원회는 항만청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지원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야심찬 프로젝트에 대해 현지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적인 피드백을 요청하고 지역 기업,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 및 구직자들에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 수주율 30 

퍼센트 달성을 델타와 JFK 국제공항 터미널이 진행하는 제4터미널 확장 및 

리노베이션을 포함해, 재개발 사업 전반에서 추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2019년 10월, 자문 위원회는 JFK 공항 주변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취업 

기회, 사업 기회, 교육 및 교육 이니셔티브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는 더 뉴 터미널 원(The New Terminal One)의 컨세션 50 

퍼센트를 뉴욕 및 퀸즈 지역 사업체에 할당, 건설 및 공항 운영직 모두를 퀸즈 지역 

주민에게 맞추기 위한 이니셔티브, 전과가 있는 퀸즈 주민을 위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세컨드 챈스 프로그램, 1~12 학년 재학 중인 퀸즈 학생을 위해 항공 기술에 

초점을 둔 과학 및 기술 활성화 프로그램 신규 시행 등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수 개월 동안 자문 위원회는 항만청, 터미널 개발업자, 위원회 위원 및 기타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정기적인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지역 사업체와 구직자, 

항공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 등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 커미셔너 이사회 대표인 Kevin O'Tool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델타와 JFK 국제공항 터미널은 JFK 국제공항을 현대화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에서 

항만청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간 이동 

보장이라는 항망청의 사명과 함께, 대도시 지역의 모든 여행객과 방문객에게 동급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 Rick Cotton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4터미널의 이번 

확장은 JFK 공항이 21세기 글로벌 진입관문으로 만들고 공항이 계속해서 향후 30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승객 규모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주지사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기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프로젝트 전체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델타의 Ed Bastian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델타는 현재 역대 최대 규모로 

공항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JFK와 라구아디아 모두에서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뉴욕의 고객들에게 어울리는 공항을 마침내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JFK 국제공항 터미널 및 항만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JFK 제4터미널에서 델타 



 

 

고객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게이트웨이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JFK 국제공항 터미널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Roel Huinink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4터미널의 확장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공항 터미널 중 하나가 다음 

단계로 진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4터미널은 JFK 교통량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확장에 투자함으로써 터미널 내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주도하고, 수용량을 늘리며, 

동급 최강인 고객 경험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수준의 

공항으로서 JFK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이 흥미로운 이니셔티브의 추진 과정에서 

델타와 뉴욕 및 뉴저지 항만청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Gregory W. Meeks 미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JFK 현대화의 핵심 원칙은 

우리의 공항을 21세기에 맞게 바꾸고, 승객을 위해 항공 여행을 간소화하고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수요를 고려하여 이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4터미널 재개발은 

이러한 지침을 계속 따르면서, 델타의 모든 항공편을 하나의 터미널로 통합하고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 수주율 30 퍼센트 달성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JFK 

재개발 지역사회 자문 위원회와 함께 협력해 주신 Cuomo 주지사, 항만 당국, 델타, JFK 

국제공항 터미널에 감사드립니다. 성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남쪽과 북쪽에 위치할 예정인 세계적인 수준의 신규 터미널 두 곳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항 남쪽에서 항만청은 더 뉴 터미널 원을 위한 리스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더 뉴 터미널 원은 74억 달러가 투입되는 280만 평방피트 규모의 

새로운 국제 터미널로, 루프트한자(Lufthansa), 에어 프랑스(Air France), 일본항공(Japan 

Airlines), 대한항공(Korean Air Lines) 등 항공사와의 콘소시엄을 비롯해 칼라일 그룹(The 

Carlyle Group), 제이엘씨 인프라스트럭처(JLC Infrastructure), 유니언 레이버 라이프 

인슈런스 컴퍼니(Union Labor Life Insurance Company, Ullico) 등과 개발 및 재무 

파트너십을 맺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새롭게 미래 지향적으로 건설된 최신식 터미널의 

설계, 건설, 재무, 운영, 보수 등을 추진합니다. 더 뉴 터미널 원은 현재 그룹이 운영하는 

JFK의 제1터미널, 1962년에 문을 열었으며 곧 철거될 예정인 제2터미널, 2014년에 

철거된 제3터미널 부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공항 북쪽에는 계획된 3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120만 평방 피트 터미널을 젯블루-JFK 

밀레니엄 파트너(JetBlue-JFK Millennium Partners)가 개발할 예정입니다. 컨소시엄은 

기존 제5터미널과 연결되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선 터미널 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새로운 터미널은 젯 블루(JetBlue)를 비롯해 현재 공항의 여러 장소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파트너들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8터미널 공사 진행 중  

Cuomo 주지사는 2019년 12월 JFK 국제 공항의 완전한 변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첫 

번째 획기적인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과 영국항공(British Airways)은 제8터미널에 70,000 평방피트 이상의 고객 및 

운영 공간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고객 경험을 고려하여, 체크인 로비를 재조정하여 수용 

인원수를 25 퍼센트 늘리고, 터미널 화장실의 개조 및 현대화, 아메리칸 항공/영국항공 

공동 프리미엄 라운지 조성을 위한 4단계 라운지 공간 확장, 소매점 개선, 비행 전에 즐길 

수있는 다양한 식음료 옵션 추가 등 개선이 진행됩니다. 제8터미널 재개발에는 대형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5개의 추가 와이드 바디 게이트, 4개의 와이드 바디 하드스탠드 

및 향상된 수하물 시스템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건설 공사는 2022년 7월 완공 

예정입니다.  

  

공항 내외의 도로 개선  

재개발 프로젝트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인 도로 시스템 간소화는 자가용, 택시, 승차 및 

기타 고용 차량이 모든 터미널과 단기 및 장기 주차 이용 시에 주차장을 더욱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노스 루프와 사우스 루프 등 2 곳의 주요 "순환 도로(ring roads)"로 연결되는 터미널 

지역을 만들기 위한 계획은 공항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복잡한 터미널 지역에 훨씬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만들면서 공항을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공항 외부 도로의 경우, 밴 윅 익스프레스웨이(Van Wyck Expressway)의 큐 가든스 

인터체인지(Kew Gardens Interchange)와 악명 높게 혼잡한 밴 윅 익스프레스웨이(Van 

Wyck)의 병목 현상 역시 완화시키기 위해 설계된 고속도로 개선책을 위해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는 15억 달러 지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목표는 맨해튼 미드타운과 공항 사이의 차량 이동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량 수송 수단의 경우, 항만청(Port Authority)은 에어트레인 JFK 시스템(AirTrain JFK 

system)의 승객 수용량을 50 퍼센트 추가할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승객 수를 따라 잡기 

위해 운행 빈도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에어트레인 JFK 승객은 2019년 약 2,100만 명을 

기록하여, 2018년 연간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또한 JFK 공항을 오가는 사람들을 위해 

승객 수송량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12 차량 크기의 열차가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승강장을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자메이카 역(Jamaica Station)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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