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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새로운 라과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 터미널 B에서 첫선을 

보이는 지역 식당 발표 

 

쉐이크 쉑(Shake Shack), 라 출라(La Chula), 오스테리아 푸스코(Osteria Fusco), 

킹사이드(Kingside), 어빙 팜 커피(Irving Farm Coffee) 및 기타 지역 공급업자를 포함한 

인기 있는 뉴욕 설립의 전초적인 특색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라과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의 새로운 최신 

터미널 B에서 첫선을 보일 첫 번째 식당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식사 선택권은 2015년 

주지사가 발표한 80억 달러 규모의 공항 전체 종합 재개발의 일부입니다. 각기 

제공되는 서비스는 뉴욕의 경험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수상 경력이 있는 셰프 Scott 

Conant와 Julian Medina의 전초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거물인 거버 그룹(Gerber 

Group)과 쉐이크 쉑(Shake Shack)을 비롯하여 주 내 기업에서 현지 조달된 제품들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선정은 21세기 공항 경험에서 여행자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피드백을 통한 결과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은 현대적이고 

전 세계적인 관문으로 탈바꿈하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뉴욕이 제공하는 최고의 지역 

식당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드슨 밸리 커피 로스터에서부터 

이스트 할렘에서 태어난 멕시코시티 스타일의 타케리아까지 새로운 터미널 B는 

상징적인 식당들을 강조하고 이곳을 지나는 여행자들에게 뉴욕 주민이 된 것 같은 

진정한 맛을 선사할 것입니다.” 

 

공항 전문가 HMSHost과 SSP America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식사 컨셉은 라과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의 터미널 B 를 운영하고 재개발하는 민간단체인 라과디아 공항 

파트너(LaGuardia Gateway Partners, LGP)가 이끄는 세심한 선택 과정의 

산물입니다.라과디아 공항 파트너(LGP)는 소비자 피드백을 이용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와 뉴욕시에서 선호하는 제품들을 신공항으로 가져와 퀸즈에서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했습니다. 

 



 

 

HMSHost는 오스테리아 푸스코(Osteria Fusco), 쉐이크 쉑(Shake Shack), 라 출라(La 

Chula)의 독특한 식사 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SSP America는 어빙 팜 커피 

로스터(Irving Farm Coffee Roasters), 킹사이드 바 앤 레스토랑(Kingside Bar and 

Restaurant), 5 버러 푸드 엠포리움(5 Boroughs Food Emporium)을 제공할 것입니다. 

 

수상 경력이 있는 뉴욕 브랜드와 지역적으로 조달된 제품이 복합된 것 외에도 각 

운영자는 또한 공항 선정 중소 기업(Airport Concession Disadvantaged Business 

Enterprises, ACDBE)들과 협력을 맺어 지역 중소기업이 새 콘코스에서 그들의 제품을 

전시하고 브랜드를 성장시킬 기회를 제공합니다. 

 

항만청(Port Authority)의 Rick Cotton 상임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하에 라과디아는 20년 만에 미국에서 건설된 완전히 새로운 첫 공항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품질의 식사 선택권은 여행자들에게 진정한 뉴욕의 맛을 다양하게 

선사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 터미널 B는 터미널 동쪽 콘코스의 첫 번째 게이트에서 새로운 영업 파트너와 함께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또한 첫 소매점과 서비스가 곧 발표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 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터미널의 중앙부와 콘코스에서 더욱 

강력한 식품과 소매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과디아(LaGuardia) 터미널 B의 전반적인 재개발의 일환으로 최고의 지역 기반 편의 

시설과 여행자들이 찾는 흥미로운 지역과 국가 브랜드를 소개한다는 주제와 함께 50개 

이상의 새로운 식당, 상점과 서비스가 손님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2015년 7월 라과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의 종합 개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8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80퍼센트를 민간 자금과 기존 승객 

요금을 통해 지원을 받았으며 통합된 21세기 터미널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이 

복합적인 다단계 프로젝트는 기존 공항을 완전히 운영하는 동시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에어 캐나다(Air Canada), 아메리카 

에어라인스(American Airlines), 사우스 웨스트(Southwest) 및 유나이트(United)의 

서비스를 제공할 터미널 B, 현재 터미널 C와 D를 대체할 델타 에어라인스(Delta Air 

Lines)의 새로운 터미널 C, 개선된 도로 시스템, 새 주차 시설 및 다른 관련된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라과디아(LaGuardia) 터미널 B에서 새롭게 제공하는 서비스 

 

5 버러 푸드 엠포리움(5 Boroughs Food Emporium): 5 버러 푸드 엠포리움(5 

Boroughs Food Emporium)는 라과디아(LaGuardia) 터미널 B를 위해 맞춤 설계 

컨셉으로 빅 애플의 맛을 제공하는 현지 공급처의 다양한 스낵, 간식, 샌드위치, 음료 

등으로 구성된 현대적이고 역동적이며 활기찬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합니다. 



 

 

 

오스테리아 푸스코(Osteria Fusco): 오스테리아 푸스코(Osteria Fusco)는 뉴욕 식당의 

셰프 Scott Conant에서 왔으며 여행자들은 이 위대한 이탈리아 컨셉에 즉각적인 연결을 

느낄 것입니다. 라과디아(LaGuardia) 터미널 B 승객들은 Conant의 홈메이드 파스타와 

엄선되어 선정된 새롭고 오래된 세계 와인을 곁들인 이탈리아 요리에 감사할 것입니다. 

 

어빙 팜(Irving Farm): 진정한 뉴욕 명소인 어빙 팜 커피 로스터(Irving Farm Coffee 

Roasters)는 1996년 그래머시 공원(Gramercy Park) 근처에 이웃 카페로 설립된 이래로 

뉴욕 커피계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라과디아(LaGuardia) 터미널 B는 뉴욕 

거리와 다른 지방의 교통 중심지의 장소처럼 정통한 분위기와 함께 유일하게 공항에 

있는 어빙 팜(Irving Farm)을 환영하는 최신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킹사이드(Kingside): 뉴욕 바이스로이 센트럴 파크(Viceroy Central Park)에서 설립된 

라과디아(LaGuardia) 터미널 B의 킹사이드(Kingside)는 서비스 회사인 거버 

그룹(Gerber Group)과의 첫 번째 공항 협업이 될 것입니다. 킹사이드(Kingside)는 

손으로 만든 칵테일과 함께 신선한 현지 재료를 강조하는 새로운 뉴 아메리칸 클래식을 

특징으로 합니다. 

 

라 출라(La Chula): 라 출라(La Chula)는 Julian Medina 셰프의 정통한 5성급 멕시코 

요리를 선보이며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멕시칸 요리가 어떤지를 재정의합니다. 

라과디아(LaGuardia) 터미널 B의 라 출라(La Chula)는 모든 것을 이스트 할렘의 

매장처럼 정통하게 느끼고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의 초소와 

동일한 속도와 에너지로 여행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쉐이크 쉑(Shake Shack): 쉐이크 쉑(Shake Shack)은 맛있는 버거, 핫도그, 냉동 

커스터드, 셰이크, 맥주, 와인 등을 제공합니다. 존경받는 뉴욕 식당의 Danny Meyer가 

만들었고 매디슨 스퀘어 공원(Madison Square Park)의 작은 뉴욕 버거 매점에서 

세계적인 현상으로 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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